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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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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절 현실의 문제점

2. 해결방안

3. 도입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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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절 현실의 문제점

학업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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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원낭비

심각한

도덕성 상실

 인터넷의인터넷의 발달로발달로 표절표절 용이용이

 학번/이름만 바꾸기 만연

 표절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순수 창작자의 의욕 감퇴

 교수가 리포트에 대해 불신

 리포트의 변별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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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방안

지원 파일 형식의 한계

텍스트만 비교 검색

파일을 열어야만 보기 가능

검색 속도의 문제

불필요한 웹문서 비교

표절의 일반적인 해결책

표절검사 솔루션 도입

일반 표절검사 솔루션의

한계성 대두

AntiAnti--Piracy Piracy 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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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시 기대효과

명실공히

최고의 대학

 학생학생

 학교

 교수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

제고제고

학업의욕과학업의욕과 실력향상실력향상

강의 의욕 앙양

교과부 우수대학 평가 시

우수대학평가에 중요 요인



왜 Anti-Piracy여야만 하는가?
2chapter

1. Anti-Piracy 란?

2. 왜 Anti Piracy여야만 하는가?

3. 비교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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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ti-Piracy 란?

Anti-Piracy는 각종 논문이나 리포트 등 저작물에 대

한 표절율과 표절내용을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와

표까지 검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의 등장으로 사후 표절 검사와 사

전 예방효과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과 건전한 창작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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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Anti-Piracy여야만 하는가?

PPTX, PDF 등 거의 모든 형식의 파일을 지원합니다.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와 표까지 비교 검사합니다.

관리자가 리포트파일을 열지 않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대상 및 비교파일을 한 화면에서 자동으로 보면서 비교합니다.

많은 자료라도 표절검사 속도가 빠릅니다.

다양한 Viewing 도구들이 있어 업무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필요한 하드웨어는 놀랄만큼 슬림한 저사양이면 충분합니다.

리포트의 학번과 이름만 바꿀 경우에 효과적으로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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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확한 표절율 검사

표절율 검사의 정확성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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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DOC, TXTHWP, DOC, TXT

++

PPTX, PDF, CAD PPTX, PDF, CAD 등등

모든모든 문서문서 및및

이미지이미지 파일파일

HWPHWP

DOCDOC

TXT TXT 등등

일반 솔루션

2-2 파일 형식의 다양성

PPTX, PDF 등 거의 모든 형식의 파일을 지원합니다.

Anti-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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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미지와 표까지 검사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와 표까지 비교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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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열지 않고, 보면서 비교

관리자가 리포트파일을 열지 않고 선택만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대상 및 비교파일을 한 화면에서 자동으로 보면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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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필요한 하드웨어는 놀랄만큼 슬림한 저사양이면 충분합니다.

가볍고 빠름

VS

많은 자료라도 표절검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타사는 수천만원 대의 서버가 필요한 반면, 당사는 수십만원 대의 PC만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비대하고 무겁고 느림

슬림한 하드웨어와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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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양한 Viewing 도구

다양한 Viewing 도구들이 있어 업무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비교특장점 및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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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사례

3. 보도자료

4. 특허출원



1-1 비교 특장점 1

A사 B사 Anti-Piracy

기술원천 모대학산학연에서개발
지식 컨텐츠 검색 엔진

에서 확장

■ 모든 파일 포맷을 볼 수 있는 통합뷰어

DaView 엔진 내장

지원파일형식
TXT, HWP, DOC 등

일부에 국한
좌동

■ 거의 모든 형식의 파일 지원

- DOCX, PPTX. XLSX, HWP, GUL, TXT,

PDF 등 다양한 형식의 포맷 지원

검색가능파일 텍스트만 추출 가능 좌동
■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표 까지

비교검사

비교시

파일열기

해당 응용프로그램으로

파일들을 열어야만 비교 가능
좌동 ■ 파일을 열지 않고 비교도 가능

비교창
대상파일과 비교파일을

동시 비교 불가능
좌동

■ 대상파일과 비교파일을 보면서 비교

■ 화면 하단에 좌우 2개창으로 편리하게

비교



1-2 비교 특장점 2

A사 B사 Anti-Piracy

리포트화면상

Viewing 도구
없음 없음

■ 리포트 확대/축소 조정

■ 편리한 페이지 이동

■ 두 리포트 동시 Viewing조정 기능

검사속도
원본파일을 비교하므로 매

우 느림
좌동

■ 탁월한 검사 속도

ocx, Active-X 검사 방식으로 타사 솔루

션에 비해 수배~수십배 고속 검사

필요하드웨어스펙 고속의대용량서버수대 좌동 ■ 초기 PC급 2~3대면 충분

추가해야할스펙
사용자 증가에 따른 지속적

인 서버 증설

지속적 대용량 서버 증설

지속적인 엔진 추가 필요

■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약간의 PC급 추

가

추가소요비용
하드웨어증설에따른

고비용

하드웨어증설과 엔진

추가에따른고비용
■ 추가비용이 미미함

기술적장단점 업그레이드 한계성
검색엔진이므로

리포트파일 비교에는 약함

■ 특히 과제물을 학번/이름만 바꿀 경우

에 강력한 효력



2 적용 사례

“삼성에듀닷컴”
삼성그룹 국내외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사이트



3 보도 자료



3 보도 자료



4 특허출원

Anti-Piracy 특허출원완료
ㅇ명칭 : 통합뷰어를 활용한표절검사시스템
ㅇ출원번호 : 10-2010-00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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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간중심의 기업 (주)휴먼토크 입니다.
당사는 그동안 DaVa, DaSee, DaZip, DaFTP 등 DaTools로써 국내외의 파워 유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토종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입니다.

십수년 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확장성, 보안성, 경제성 등에 획
기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원천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현재 Da시리즈와 Anti-Piracy가 있습니다.

DaView를 이용하면 관공서나 기업체의 홈페이지에 어떠한 포맷의 문서를 첨부하더라도 국민과 고객들은 아무
런 불편없이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에서 어떠한 포맷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수신자는 열어볼 수 있으며, 어떠한 포맷의 메일 첨부파일
을 국내외에 보내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보기 속도가 매우 스피디하고, 파일이 최소화되며, 보았던 문서는 PC에는 흔적없이 바로 휘발되게 하
는 보안성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는 일괄보기 기능은 편리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aView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가상화, 경량화 등 현재 트렌드에 부합되는 첨단 솔루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Anti-Piracy는 각종 논문이나 레포트 등 저작물에 대한 표절율과 표절내용을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와 표까지 검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의 등장으로 사후 표절 검사와 사전 예방효과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과 건전한 창작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휴먼토크는 세계인 모두에게 유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기본
이념을 근간으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휴먼토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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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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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기술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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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고객사

통일부, 문화재청, 경남도청, 경기도교육청, 강릉시청, 서울시 중구청, 창원시청,
안성시청, 봉화군청, 고령군청, 청도군청, 삼성전자, 한국전력, LG텔레콤, 진흥기
업, 현대약품, 삼정KPMG, IPS, 한신공영, 동양고속건설,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
학교화순병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자동
차손해사정, 쌍용화재, LG산전, 농심, 동아연필, 체시스, 윕스, SJ윈텍, 삼지전자,
로앤비, DTC, 한양그룹, 싸이더스HQ, DPC, 크린랩, 두영정공, 노아테크놀러지 ,
건원엔지니어링 , 다인엔지니어링 , 무영엔지니어링 , 포스토피아 , 제패트로닉스 ,
한국제지, 동국대학교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