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survey.pusan.ac.kr) 첫걸음

이 설명서는 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설문지 기본 정보 : ㉮: 설문 안내 문구, ㉰: 응답 완료 문구 
설문지 문항 정보 : ㉯: 문항 정보



1. 설문지 복사하기
  ① 기존 공유된 설문지샘플6번을 선택해서 “복사”버턴 클릭

  ② “수정”버턴 클릭 후 “설문지 기본정보” 와 “설문지 문항정보”를 [2. 설
문지 수정하기]를 참조하여 변경

 



2. 설문지 수정하기
  ① 설문지 기본정보 수정: Page1에서 ㉮,㉰ 부분 수정
   - 설문지 이름: 설문지 목록에 표시되는 제목
   - 설문 안내 문구: 설문 진행시 안내 문구 입력, Page1의 ㉮부분
   - 응답 완료 문구: 설문 완료시 보여 지는 부분, Page1의 ㉰부분

※ skin: 설문지 디자인, “미리보기” 선택하여 확인 가능

PC 스킨(skin) 모바일 스킨(skin)

PC에서 설문지를 볼 때 보여주는 스킨
전체 22개 제공

모바일기기에서 설문지를 볼 때 보여주는 스킨
전체 25개 제공



   - 선택한 스킨을 적용한 “미리보기” 가능

  ② 문항정보(Page1에서 ㉯) 수정: 설문지 문항정보에서 문항 수정 및 문항 추가 
작업을 진행
   - 기존 문항 수정 시:  클릭



3. 문항 추가하기
  ① 문항 추가 시: 아래 메뉴에서 “문항 추가” 클릭

   - 장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추가하고 화면 아래의 “저장”버턴 클릭



  ② 문항 위치 이동: 2번으로 문항 이동

   - 설문지 작성 완료

  ③ 문항 작성 후 “작성완료” 버턴 클릭

  ④ 작성한 설문지 상태확인: “작성완료”



4. 설문 등록하기
  ① 메인 메뉴에서 “설문-설문진행” 클릭
   - 아래 화면에서 “등록” 버턴 클릭

   - 아래 화면에서 설문유형 및 설문 이름을 기재하고, 설문지 선택 후 조사
기간 및 설문조사 방법을 설정, “저장” 클릭



  ② 설문테스트에서 테스트 진행 후 문항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설문 진행 
단계 설정 
    - WEB LINK URL: 실제 설문 대상자에게 전달할 주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 P16 참조

진행 단계 설명 설문응답 진행상태변경 문항 수정

설문 등록 설문 작성 완료 상태 X O O

설문 테스트 정식 설문 진행이전에 시행하는 테스트 상태 O O O

설문 진행 정식 설문 조사 상태 O O X

일시 정지 진행중인 설문을 일시 정지한 상태 X O X

설문 완료 설문조사가 종료된 상태 X △ X



5. 설문지 배포하기
  진행 중인 설문지를 의견을 묻고자 하는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방법
   ① 웹메일을 이용하는 방법
    - 메일 내용에 설문 참여 바로 가기 또는 참여하기 이미지를 추가 
    - 이미 추출한 Web Link URL 주소를 하이퍼링크 연결
    - 메일 발송 

    - 수신한 사람: “참여하기” 버턴 클릭



   ② 전자문서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 메일 내용에 설문 참여 바로 가기 또는 참여하기 이미지를 추가 
    - 이미 추출한 Web Link URL 주소를 하이퍼링크 연결
    - 우편 보내기



    - 수신한 사람: “참여하기” 버턴 클릭



6. 설문 결과 확인하기
 ■ 메인 메뉴: 설문-설문분석
 ■ 현재 진행중인 설문 제목이나 “결과목록”을 클릭

 ■ 아래 화면에서 “분석실행” 버턴을 클릭

 ■ 분석실행 후 결과를 “엑셀 저장” 또는 “설문RawData” 엑셀로 저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