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설문시스템 설문관리자 안내서
(HS2 : Hallym Survey System) 



 한림설문시스템(HS
2
: Hallym Survey System) 구성

   메인 화면 구성

  

     메뉴표시줄

 

     공지사항

     

     최근설문

     TIPS

        

     

     자료실

     로그인

    

 메뉴표시줄 : 설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설문시스템의 최근 공지사항을 알려줍니다. 

 최근설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설문의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4  TIPS : 설문관련 Tips를 볼 수 있습니다.

5  자료실 : 설문시스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6  로그인 : 설문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 부분입니다.



   메뉴 구성

 설문참여

 등록된 설문의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관리

  설문을 생성하고, 문항을 관리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질문과답변, 자료실, 1:1상담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TIPS

 설문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TIPS를 볼 수 있습니다.

5  설문시스템이란?

 설문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6  로그인

 설문관리를 하기 위한 로그인 폼을 볼 수 있습니다.

7  도움말

 설문관리자와 설문참여자를 위한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관리자 사용 안내

 

 설문관리자 사용안내

   회원 등록 및 권한 요청

 설문관리자로 설문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 후 설문관리자 권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먼저 회원정보 입력 후 가입을 합니다.

  



     설문 관리   

  [설문관리] 메뉴는 설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설문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설문제목을 클릭하면 설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클릭시마다 변경되며 참여자들은 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설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설문제목을 클릭하면 메일보내기용 소스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설문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설문관리자 권한을 요청합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한 메일로 승인메일이 오면

설문관리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관리

 [설문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설문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문을 만들기 위해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 추가   

  설문 형태 : 개방형 설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설문을 의미하고, 폐쇄형 설문은

   참여자를 제한 할 수 있는 설문을 의미합니다.

  결과 보기 : 공개를 선택하면 참여자가 설문참여 후 설문 결과를 볼 수 있고, 비공개

   를 선택하면 참여자가 설문참여 후 설문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설문 추가

 설문 추가 화면에서 만들고자 하는 

설문제목, 시작시간, 종료시간, 설문형태, 

설문종류 등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관리] 화면에 추가된 설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보기

 [설문리스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자주 쓰는 보기]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문항에서 동일한 보기를 사용할 경우 

자주쓰는보기를 사용하면 문항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보기] 화면에서 보기를 만들기 

위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화면이 나오면 제목을 입력합니다. 

보기개수를 선택하고 보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 2개부터 10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문항관리   

  설문의 페이지 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항을 추가하고,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문지 구성대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항리스트

  설문관리에 [문항]을 클릭하여 

문항리스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문항관리 화면에서 [문항추가]에서  

문항의 형식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문항 형식

  - 단일선택형

  - 다중선택형

  - 입력형(짧은글)

  - 입력형(긴글)

  - 제목글

  - 설명글

 



  문항 추가

 문항형식을 선택하고 형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추가하면 됩니다.

    (여러 페이지 구성도 가능합니다)

  ① 단일선택형, 다중선택형

   문항내용, 보기개수, 반드시 체크유무, 보기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에 기타내용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입력형(짧을글), 입력형(긴글)

     문항내용, 첨부그림 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목글, 설명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항추가 
  문항 추가에는 문항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중선택문항 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제한을 줄 수 있으며(최대개수가 0인 경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 보기내용이 길어질 경우 한 줄에 보일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형을 선택하면 보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항내용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문항과 관련된 그림 첨부가 가능합니다.

  보기의 개수는 2개에서 10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문항에 따라 반드시 체크유무를 체크하여 필수 문항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쓰는 보기 기능을 이용해 자주 사용되는 보기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쉽게 보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항을 

   추가합니다.

   ① 문항수정, 삭제

     각 문항마다의 수정, 삭제버튼을 클릭해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문항 이동

     각 문항마다의 위로, 아래로 버튼을 클릭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일 경우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설문지가 완성이 되면 미리보기를 통해 설문을 점검합니다.

   미리 보기

 작성된 설문이 원하는 대로 완성되었는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한 다음,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출력버튼을 클릭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보기

 설문의 결과를 보기 위해 설문관리 부분의  

[결과]를 클릭합니다. 

 총 참여자수와 문항별 빈도, 응답률을 

간단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술형 문항의 경우, 해당 문항의 서술형 응답결과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4  결과보기 화면에서 [참여자별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 참여자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결과보기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형도 같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기 
  문항별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로 총 참여자수와 문항별 빈도, 응답률을 간단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체크의 경우, 문항별로 제시된 클릭 수가 전체 참여자수보다 많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술형의 경우 해당 문항의 서술형 리스트가 따로 있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설문을 결과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받기 
  CSV(comma-separated values file) 형식이란, 각 항목의 값들이 컴마에 의해 분리

   되는 일련의 아스키 텍스트 라인들로 구성되며, 레코드간의 구분은 '줄 바꿈'(new 

   line)으로 구분되는 형식입니다.  

   결과 받기

 [결과] 화면에서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원본 데이터를 엑셀파일인 csv형식

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이 파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참여자 관리 

 개방형 설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설문을 의미하고 폐쇄형 설문일 경우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문리스트의 설문관리항목의 [참여자]를 클릭해 관리합니다.

(전체 관리는 설문리스트의 [참여자관리]버튼을 클릭해 관리합니다)

   => 

 추가 버튼을 클릭해 개별적인 참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설문참여자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관리 
  폐쇄형 설문일 경우, 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등록은 참여자가 직접 사용자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설문관리자가 대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를 이전 설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파일로 일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4  csv 파일로 일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내한 형식에 맞추어 파일을 작성한 다음 추가하면 됩니다)

      

   

       =>  

 

  

   실 행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나면 실제 설문을 실행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입력했다고 

해서 바로 참여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가 실행을 선택해야만 참여자에게 보

이게 됩니다.

 [설문관리] 화면의 “상태”에서 보면 “계획중”이라고 나온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태가 “진행중”으로 변경되어 참여자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설문이 끝나면 다시 “진행

중”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시키면 됩니다.

 “진행중”에는 설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설문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태 버튼을 

“계획중”이나 “종료”로 변경해야 합니다.

   메일 보내기 소스 활용

  웹메일 등의 다른 시스템을 통해 메일보내기

 위한 소스을 제공합니다.

  설문리스트화면에서 설문제목을 클릭하면 

 링크주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주소복사]를 클릭하면 링크주소에 대한 간단한 HTML코드가 복사되어 웹메일 등의 

 내용부분에 소스로 붙여넣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샘플코드

<a href='홈페이지URL/survey/sur_index.php?code=7&mode=2' target='_blank'>설문참여

하기</a>

 소스복사

 [소스복사]를 클릭하면 간단한 템플릿 형태의 HTML 코드를 복사하여 웹메일 등의 내용

부분에 소스로 붙여넣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스내용을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 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설문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