
학생용 빠른시작 가이드 

소개 

이 빠른 시작은 귀하의 Turnitin 시작을 돕고 첫번째 보고서 제출을 위한 단계를 

안내합니다. 시작하시려면 먼저 Turnitin에 등록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Turnitin으로부터 임시 비밀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귀하의 사용자 

프로파일이 이미 생성된 것입니다. 시작하시려면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Turnitin에 로그인하고 본 빠른 시작의 2단계로 진행하십시오.  

1 단계 

등록을 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www.Turnitin.com으로 가서 귀하의 

언어를 드롭다운 메뉴로부터 선택하십시오.  

홈페이지의 "계정 생성"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학생"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신규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계정 ID와 등록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강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생성이 완료된 후, Turnitin에 로그인하려면 "동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2 단계 - 학생 홈페이지 

귀하의 클래스가 귀하의 홈페이지에 나타날 것입니다. 클래스 포트폴리오를 열려면 

클래스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3 단계 - 클래스 포트폴리오 

클래스 포트폴리오는 귀하의 강사가 생성한 과제 및 귀하가 클래스에 제출한 

과제물을 표시합니다.  

 

4 단계 - 보고서 제출하기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보고서 과제 옆에 있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보고서 제출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보고서명을 입력하십시오. 제출할 보고서를 

선택하려면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귀하의 컴퓨터에 있는 보고서를 찾으십시오. 다음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urnitin.com/


• MS Word, WordPerfect, RTF, PDF, PostScript, HTML, 일반 텍스트 (.txt), ODT  

보고서명을 입력하고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업로드하십시오.  

보고서가 허용되지 않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라내기와 붙어넣기를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양식의 상단에 있는 풀다운을 

사용하여 잘라내기/붙어넣기를 선택하십시오.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귀하 보고서의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 제출 양식의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으십시오. 잘라내기/붙어넣기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만약 과제물을 모든 파일 타입으로 가능 하다고 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어떤 파일 

타입으로든 과제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5 단계 - 보고서 제출 확인 

제출하기 위해 선택한 보고서가 미리보기에 표시될 것입니다. 보고서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제출을 확인하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제출을 확인하면 디지털 수령증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 수령증은 이메일로 귀하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로 돌아가서 제출물을 보려면 "포트폴리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6 단계- 독창성 보고서 보기 

독창성 보고서를 보려면, 과제 오른쪽에 있는 “세부사항 표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독창성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회색으로 흐릿하게 표시된 보고서 아이콘은 보고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잠시 기다린 후, 브라우저의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학생은 자신의 독창성 보고서를 볼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독창성 

보고서 아이콘 대신 "이용 불가" 글자가 보이면, 귀하의 강사가 이 과제에 대한 독창성 

보고서를 볼 수 있는 학생의 권한을 비활성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를 보고 

싶다면 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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