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홈페이지구축 용역

춘천시 자율점검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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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페이지 - 인증
가. 로그인(본인인증)
홈> 생활정보> 보건위생> 자율점검
http://www.chuncheon.go.kr/index.chuncheon?menuCd=DOM_000000503002009004



위의 URL로 접속을 하면 자율점검표 소개페이지 페이지중간에 ①,②기업인증 버튼을 누르면
창이 나타난다.



①,②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최초1회는 기업대표자로 본인인증을 해
야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이핀ID 없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함, 핸드폰인증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된 번호로 인증 가능

<사용자 페이지 본인인증 버튼 >

<사용자 페이지 본인인증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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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그인(기업인증)


기업인증 ①버튼을 클릭하면 ②기업인증 로그인창이 노출되며 대표자가 지정한 관리자 ID/PW를
통해 본인인증보다 편리하게 자율점검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인증을 통해 대표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 없다.

<기업인증 화면 >

다. 로그아웃


로그아웃은 윗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을 통해 하면 된다

2. 자율점검표 - 절차
가. 업소유형 선택

- 2 -



본인인증이 바르게 되었다면 대표자명으로 등록된 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가 맞는다면
업소유형을 ①선택하고 ②적용한다.
※ 만약 업소가 없거나 정보가 맞지 않다면 식품의약과로 문의



②선택하지 않으면 3번을 등록할 수 없다



③업제관리에서 필수항목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율점검표 목록/등록 탭메뉴에 접근이 불가함

<업소관리 화면 >


③업체관리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노출되며 ①관리자를 지정해 간소화된 기업인
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 표시의 경우 연동된 춘천새올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임으로 정보가 틀리거나 변경을 원한다면
해당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 경우 필수항목임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자율점검표를 작성할 수 없다



각각의 업소에 대한 정보등록을 맞췄다면 ②,③각각 등록버튼을 통해 등록을 한다

나. 자율점검표 등록


항목수를 확인하고 문제와 답변을 가독하면서 ①다음버튼을 통해 자율점검을 시행한다



되돌려보고싶은 경우 ②이전버튼을 통해 이전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중에 중단되더
라도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①,②버튼을 번갈아서 확인하면서 자율점검표를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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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화면 >



등록되어 있는 항목을 작성을 다했다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창이 노출이 되며 리스트에서 확
인 하실 수 있다.

<완료 창 >

다. 자율점검표 목록


자율점검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면 ①클릭하여 확인하며, 빠트린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거나
보고서를 보고 싶다면 ②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대표자로 로그인했을 시 ③메뉴는 활성화되며,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개의 업소를 관리하는 경
우 선택박스가 노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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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화면 >

라. 자율점검표 보고서


③답변완료항목, ④누락항목 누락되었다면 ①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락된 항목에 답변을 하면 된다

<보고서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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