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설문시스템 설문참여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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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Hallym Survey System)

한림설문시스템(HS2 : Hallym Survey System) 구성
메인 화면 구성
메뉴표시줄

공지사항

최근설문

TIPS

자료실
로그인

4
5
6

메뉴표시줄 : 설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설문시스템의 최근 공지사항을 알려줍니다.
최근설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설문의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TIPS : 설문관련 Tips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설문시스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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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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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설문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TIPS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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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시스템이란?

설문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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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설문관리를 하기 위한 로그인 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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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설문관리자와 설문참여자를 위한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참여자 사용 안내

설문참여자 사용 안내
설문 참여
설문참여자는 한림 설문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메뉴 중 [설문 참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처럼 설문참여자가 참여할 설문이
등록 되어있는 설문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참여 할
설문의 제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참여 버튼을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 보기
설문리스트 화면에서 해당 설문 제목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해당 설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설문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에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설문에 참여합니다.
(설문 참여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조사 참여 가이드
1. 뒤로가기 금지 -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뒤로가기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2. Backspace키 사용 금지 - [Backspace],[←]키의 경우 뒤로가기로 같은 효과가 있어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커서로 이동 후 [Delete]키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3.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여 부탁 -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 중간에 그만 두시면 정확
한 데이터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방형 설문일 경우, 실제 설문 참여
다음은 설문에 참여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설문 참여 안내 내용을 숙지한 다음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해 설문에 참여합니다.
설문 문항 내용을 잘 읽고 참여해야 하며, (V)표시되어 있는 문항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문항을 의미합니다.

=>

모든 문항의 답안을 입력한 후 아래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폐쇄형 설문일 경우, 실제 설문 참여
폐쇄형 설문일 경우, 설문 참여 안내 내용을 숙지한 다음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참여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약관을 읽어 동의를 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합
니다.

=>

패스워드를 잊었을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폐쇄형 설문 - 로그인
폐쇄형 설문일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질문과 답변을 잊어버렸을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미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 생성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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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실제 설문 참여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문 문항 내용을 잘 읽고 참여해야 하며,
(V)표시되어 있는 문항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문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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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의 답안을 입력한 후 아래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설문내용은 설문관리자에게 전달되어 다양한 형태의 조사
활동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