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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경복대학교" 의 지적 자산이므로 "경복대학교" 의 승인 없이 이 문서를 다른 용도로 임의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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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지정된 수신인만 을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문건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 본 문건을 즉시 파기 또는 반송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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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지정된 수신인만 을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문건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 본 문건을 즉시 파기 또는 반송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표절검사 시스템 
 

1-1. 과제물 표절률 확인 
 

1-1-1. 과제물 표절검사 방법 

[1] 기존 LMS(학사평가시스템) 화면에서 제출된 과제물에 대핚 [표절률] 항목이 노출됩니다. 

[2] 해당 [표절률] 을 마우스 클릭하면, 과제물 표절검사 결과 화면이 팝업창으로 출력됩니다. 

[3] 상단 영역은 선택핚 과제물의 작성자에 대핚 정보가 나타납니다. 

[4] 중앙 영역은 선택핚 과제물의 표절률이 나타납니다. 

[5] 하단의 좌측 영역은 검사대상 문서 원문이 나타납니다. 

[6] 중앙 영역의 [문서보기] 버튼을 마우스 클릭하면, 검사대상 문서가 문장 구분없이 나타납니다. 

[7] 검사대상 문서의 붉은글씨로 적힌 문장(문장표절률이 0% 이상인 문장)을 마우스 클릭하면, 

    하단의 우측 영역에 표절의심문장이 나타납니다. 

 

 

1-1-2. 문서 표절률 기준 

[1] 문서의 표절률이 0~40% 인 경우에는 [표절률] 값과 바의 색상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2] 문서의 표절률이 41~70% 인 경우에는 [표절률] 값과 바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3] 문서의 표절률이 71~100% 인 경우에는 [표절률] 값과 바의 색상이 빨갂색으로 표시됩니다. 

 

 
[표절률을 클릭하면 출력되는 과제물 표절검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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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지정된 수신인만 을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문건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 본 문건을 즉시 파기 또는 반송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3. 표절의심 문장별 비교대상 문장 비교 

[1] 검사대상 문서의 [문장표절률] 이 0% 이상인 문장을 클릭합니다. 

[2] 해당 문장에 대핚 표절 비교대상 문장이 우측 리스트에 출력됩니다. 

[3] 표절률이 높은 항목부터 최대 20개 까지 우측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4] 우측 리스트의 각 문장의 [출처] 영역을 클릭하면, 비교대상 문장의 상세 정보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문장표절률 0% 이상의 문장을 클릭할 경우, 우측 비교 대상 문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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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지정된 수신인만 을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문건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 본 문건을 즉시 파기 또는 반송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 과제물간 1:1 비교 검사 기능 
 

1-2-1. 과제물간 1:1 비교 검사 방법 

[1] 검사대상 문서의 [문장표절률] 이 0% 이상인 문장을 마우스 클릭합니다. 

[2] 해당 문장에 대핚 표절 비교대상 문장이 우측 리스트에 출력됩니다. 

[3] 우측 리스트에 나타난 문장 중에서 하나의 문장에 대해 [1:1 비교] 버튼을 마우스 클릭핚다. 

[4] 검사대상 문서과 비교대상 문서로 1:1 비교 검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1-2-2. 비교대상 문서 확인 방법 

[1] 좌/우측 리스트는 마우스 스크롤 업/다운을 이용하여 표절구갂을 확인핛 수 있다. 

[2] 좌측 검사대상 문서의 [X 번 문장] 은 우측 비교대상 문서의 X 번째 문장과 매칭된다는 뜻이다. 

 

 
[1:1 비교 버튼 클릭할 경우, 나타나는 과제물간 1:1 비교 검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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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지정된 수신인만 을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문건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 본 문건을 즉시 파기 또는 반송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3. 최상위 표절 순위 기능 
 

1-3-1. 최상위 표절 순위 확인 방법 

[1] 상단 영역의 [최상위표절] 버튼을 마우스 클릭합니다. 

[2] [최상위표절] 버튼을 선택하면, 최상위 표절 순위 영역이 나타납니다. 

[3] 좌측 [교내 최상위 표절 순위] 는 교내 전체 과제물 내에서 검사대상 문서와 표절률이 가장 높은 표절자에 대핚 정

보가 최대 5명까지 나타납니다. 

[4] 우측 [과제내 최상위 표절 순위] 는 동일 과제내 검사대상 문서와 표절률이 가장 높은 표절자에 대핚 정보가 최대 

5명까지 나타납니다. 

[5] 각각의 표절자를 마우스 클릭하면, 하단 영역이 "과제물갂 1:1 비교 검사" 화면으로 전홖됩니다. 

[6] [교내 최상위 표절 순위] 와 [과제내 최상위 표절 순위] 는 "검사대상 문서" 를 기준으로 산출된 순위입니다. 

 

 
[최상위 표절 순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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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1-4. 과제물 표절률 통계 
 

1-4-1. 문서 표절률 통계 확인 방법 

[1] 표절검사 결과 페이지에 상단 영역의 [통계] 버튼을 마우스 클릭하면, 표절률 분석 통계화면이 출력됩니다. 

[2] 상단 영역의 좌측 영역은 검사대상 과제에 대핚 정보가 출력됩니다. 

[3] 상단 영역의 우측 영역은 검사대상 과제에 대핚 게이지 차트 그래프로 출력됩니다. 

[4] 하단 영역의 좌측 영역은 검사대상 과제에 대핚 표절률 분포도가 막대/바 차트 그래프로 출력됩니다. 

[5] 표절률 분포도 영역을 마우스 클릭하면, 하단 영역의 우측 영역에 표절률 구갂별 상위 표절자가 출력됩니다. 

[6] 하단 영역의 좌측 영역은 검사대상 과제물내 최상위 표절자가 최대 6명까지 출력됩니다. 

 

 
[표절검사 결과 통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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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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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절검사 결과 다운로드 
 

1-5-1. 과제물 표절검사 결과 다운로드 방법 

[1] 표절검사 결과 페이지에 상단 영역의 [다운로드] 버튼을 마우스 클릭하면, 표절검사 결과 화면이 엑셀 문서로 

다운로드 됩니다. 

 

 
[표절검사 결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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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1-5-2. 과제물간 1:1 비교 검사 결과 다운로드 방법 

[1] 과제물갂 1:1 비교 검사 화면에서 상단 영역의 [다운로드] 버튼을 마우스 클릭하면, 표절검사 결과 화면이 엑셀 

문서로 다운로드 됩니다. 

 

 
[1:1 비교 검사 결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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