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창성 장려 
및 비판적 사고 촉진
원본성 보고서는  Google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이 외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과제 작성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며 동시에 교사가 
학문적 윤리를 더욱 쉽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학생은 최선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음

학생이 외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과제물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학생이 과제 제출 전 과제물에서 인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에 의도치 않은 
표절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학생이 외부 출처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

교사는 표절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음

교사가 표절 가능성이  있는 학생 과제물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 클릭 한 번으로 학생의 과제를 수천억 개의 
웹페이지 및 4천만 권 이상의 도서와 빠르게 
비교

● 직접 검색할 필요 없이 인용이 필요한 문구를 
자동으로 강조표시하고 관련 외부 출처 링크를 
제공하여 평가 간소화

● 원본성 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쉽게 저장, 
공유 또는 인쇄

원본성 보고서는  
클래스룸과  과제 
도구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룸

과제 도구

edu.google.com/products/originality에
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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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소유권은 교사 및 학생에게 
있습니다.

원본성 보고서에서는  지적 재산이 보호되며  
콘텐츠는  학교의 소유입니다 . Google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 
Google의 책임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

edu.google.com/products/originality에
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edu.google.com/privacy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센터를 참조하세요.

무료 버전인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Fundamentals를 사용하는  교사는 수업당 
최대 5개의 과제에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 .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또는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에 등록하면  교사에게  무제한 원본성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학교 소유의 비공개 저장소도  제공되므로  학생 과제물이  다른 학생의 
과제물과  일치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클래스룸  또는 과제 도구에서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하면  학생 과제물이  자동으로  저장소에  추가됩니다 . 선택할 경우 학생 
과제물을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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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원본성 보고서로 업그레이드하세요.

http://edu.google.com/priv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