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Piracy USB
사용설명서
(version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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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ti-Piracy USB의 실행
A. 설치 완료 후 바탕 화면의 안티파이어러시 아이콘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
을 실행 한 후 [START]을 클릭합니다.

2. 버튼 2개로 간편하게 표절검사 가능!
A. Anti-Piracy USB 버전은 학생 정보등록 없이 [리포트 일괄 선택]-[표절 검사]
버튼 2개로 간편하게 표절율 산출 가능합니다.
B. 상세한 내용은 “5.Anti-Piracy USB의 표절검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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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ti-Piracy USB의 환경설정
A. 정보 등록 메뉴 바의 [정보등록] - [내 정보 등록]을 선택 합니다.

B. [내 정보 등록 작업] 창에서 학교(회사)명, 대학(지부)명, 학과강사)명을 입력
하고 닫기[ESC] 버튼을 클릭 합니다.

C. [내 정보 등록] 작업 결과 확인

 일시 : 표절 검사 시행 일자 입니다.
 교수명 : [내 정보 등록] 작업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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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클래스와 학생 등록
I. 메뉴 바의 [정보등록] - [클래스, 학생등록]을 선택 합니다.

E. 클래스, 학생입력 창
I. 클래스등록
 클래스 코드와 클래스 명을 입력 합니다.
 클래스는 최대 Standard Ver.은 10개, Professional Ver.은 100개까지
입력 할 수 있습니다.
A. "쉐어웨어" 버젼은 클래스를 최대 2개까지만 입력가능합니다.
[주의] 클래스코드 수정 시, 학생정보가 삭제되오니 최초 입력에 유의
II. 학생등록
 학번, 이름 등을 입력 합니다.
 각 클래스당 학생은 Standard Ver.은 100명, Professional Ver.은 1,000
명까지 입력 할 수 있습니다.
A. "쉐어웨어" 버젼은 클래스당 학생수를 최대 10명까지만 입력가능
합니다.
 각 필드 수정 시는 수정할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
다.
 같은 이름의 학생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기호를 이용하여 구분하여
입력하시되,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 홍길동a, 홍길동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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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클래스, 학생입력 확인 창 : 클래스와 각 클래스별 학생을 입력 하신 후 저
장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 창이 뜹니다.

G. 입력 완료 후 닫기 버튼 클릭

6

4. Anti-Piracy USB의 표절검사
A. 바탕화면의 안티파이어러시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합니다.
B. 안티파이어러시 프로그램 창 우측 상단의 [리포트 일괄 선택]을 클릭 합니
다.

C. 파일이름에는 반드시 제출한 학생이름 또는 학번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등
록]-[클래스 학생등록]에서 입력한 이름 또는 학번과 비교하여 리포트파일
을 경로를 읽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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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리포트 일괄 선택] 완료 후 프로 그램 하단의 [표절 검사] 버튼을 클릭하
면 검사를 진행합니다.

E. 표절 검사 완료
I. 표절 검사가 완료되면 각 학생의 표절 정도가 % 로 표시됩니다.
II. 표절 정도에 따라 90% 이상은 노란 배경에 붉은색 폰트, 80%이상은 붉
은색 폰트, 70% 이상은 파란색 폰트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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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ti-Piracy USB의 표절검사 후 상세 보기
A. 안티파이어러시 프로그램 창 우측 하단의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B. 표절 내용 상세 보기 창은 선택된 학생과 다른 학생간의 표절율과 표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I. 기준 학생 정보가 “학번, 이름, 검사한 리포트의 파일명, 리포트의 전체 문자
수”가 표시 됩니다.



학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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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절 내용 상세보기 창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교 대상자 목록

상용
리포트
목록

기준 학생의 리포트
비교 학생의 리포트

I. [기준 학생의 리포트]의 내용은 표절내용 상세보기 창 좌측에 표시
됩니다. 표절의심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 합니다.
II. [비교대상자 목록]은 기준 학생 대비 타 학생들의 표절율을 표시합니다.
확대하여 본 아래 그림은 [기준학생의 리포트]와 [비교대상자 목록] 내
선택된 강길동 학생의 리포트가 70%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학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III. [상용리포트 목록]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리포트
대비 표절율을 표시 합니다. USB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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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ti-Piracy USB의 표절검사 후 엑셀로 저장하기
A. 표절검사 완료 후 창 좌측 하단의 [엑셀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B. 표절검사 일자, 교수명, 수업명, 학생정보, 표절율, 검사파일명, 최고 표절대
상이 엑셀파일로 저장됩니다.



학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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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A. Anti-Piracy USB에서 검사할 수 잇는 학생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클래스별 학생 등록 수
(1회 표절 검사 가능 갯수)
등록 가능한
클래스 수
검사 가능
과제물 파일 총 갯수
과제물 파일 총 갯수를

Standard

Professional

100명

1,000명

10개

100개

1,000건

100,000건

검사 결과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 후 사용

초과할 경우

B. Anti-Piracy USB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I. 제출된 리포트를 열어 볼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PDF, CAD파일* 및 html 파일 응용프로그램이 없어도 표절
검사가 가능합니다.
*CAD 파일 확장자 : .DWG .DXF .PLT .PLO .HGL .HPGL2 .GL2 .PRN .SPL .CGM .SVG
C. PDF 문서로 제출한 학생의 리포트가 표절 검사 되지 않습니다.
I. 원본을 PDF로 만들 때 Text가 살아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표절검사가 가
능합니다. 원본 파일을 PDF로 만들 때 이미지로 저장한 경우, 표절 검
사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3
대륭포스트타워 5차 1204호
연락처 : 070-7545-6500(대) FAX : 02-2624-3990
홈페이지 : www.hm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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