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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이트홈



1.1.�사이트홈

▶ 로그인 패널에서 회원가입,�로그인,�비밀번호 찾기 가능
▶ 행사일정 캘린더를 통해 일정 확인 가능
▶ 일정이 있는 날짜에는 하늘색 동그라미가 그려짐
▶ 날짜 클릭시 해당 날짜의 행사 정보 확인 가능
▶ 최신의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가능
▶ 공지사항 우측의 ‘+’�버튼 클릭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
▶ 게시글 제목 클릭 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



1.1.�사이트홈

▶ 최신 연구자료(로그북)�조회 가능
▶ 최신 연구비 신청 조회 가능
▶ 바로가기 버튼 클릭으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



1.1.�사이트홈

▶ 보유기기 이름으로 검색 가능
▶ 장비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장비 예약 페이지로 이동



1.2.�사용자로그인

▶ 사이트 메인페이지 왼쪽 로그인 박스에서 회원 로그인,�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클릭



1.2.1. 회원가입

▶ 회원가입 폼을 기입 후 등록 버튼 클릭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미등록시 회원가입 등록 불가능



1.2.1 회원가입

▶ 회원가입 완료 후 가입승인 대기 상태로 전환
▶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후 로그인 가능



▶ 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최근 장비 예약 내역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른 사용자 개인화 화면

1.2.2. 로그인



1.2.3.�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한 간편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올바른 사용자인지 확인 후,�새로운 비밀번호 입력 및 현재 비밀번호 리셋



1.3.�연구자료조회

▶ Data�탭 클릭을 통해 연구자료조회 페이지로 이동
▶ 연구자료는 ‘장비 > �연구자 > �연구자료’�구조와,�‘장비 > �연구자료’�구조로 조회가능



1.3.1 연구자료조회

장비별 연구자 폴더별 연구자료 조회

장비별 연구자 폴더별 연구자료 조회



1.3.1 연구자료조회

연구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1.3.2. 로그북조회

장비별 로그북 조회

장비별 로그북 조회



1.3.2. 로그북조회

연구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1.4.�장비 예약 및 사용

▶ Reservation�탭 클릭을 통해 장비 예약 페이지로 이동
▶ 키워드별 장비 검색
▶ 해당 장비 예약하기 혹은 상세 정보 확인



1.4.1.�장비예약

▶ 장비 예약은 총 4단계로 진행
▶ 예약 신청 ‒검토 진행중 ‒예약 완료 ‒사용 완료
▶ 상태가 예약 신청일때만 예약 수정,�삭제 가능
▶ 예약 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서 예약에 관한 관리자 승인이 이뤄짐
▶ 예약이 반려되면 모든 단계는 취소되며 관리자 메세지 확인 후 재예약

장비 예약 단계

장비 예약 반려시 상태 변화



1.4.1.�장비 예약 ‒ 예약하기

▶ 예약하려는 장비의 간략 정보 확인
▶ 예약 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서 예약에 관한 관리자 승인이 이뤄짐
▶ 예약 승인 필요:�사용자의 신청 완료 후 관리자 승인을 거쳐 예약 완료
▶ 예약 승인 불필요:�사용자의 신청 완료와 동시에 예약 완료



1.4.1.�장비 예약 - 예약하기

▶ 신청인 정보 확인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 출력)
▶ 예약 정보 입력



1.4.1.�장비 예약 - 예약하기

▶ 예약 캘린더에서 원하는 시간 드래그하여 선택 (사용 희망일,�사용 시간 자동 출력)
▶ 현재로부터 7일 후 까지 09:00�~ � 18:00�동안 30분 단위로 예약가능
▶ 당일 예약은 빨간선부터 (현재로부터 1시간 후)�선택 가능
▶ 중복 예약 불가능



1.4.1.�장비 예약 ‒ 상세정보

▶ 예약하려는 장비의 상세정보 확인
▶ 관리자가 입력한 장비 정보와 일주일치 예약 확인 가능



1.4.2.�장비사용

▶ 장비와 연결된 PC에예약자 로그인



1.4.2.�장비사용

▶ 입력한 로그인 정보와 예약 장비,�예약 일시,�예약자를 확인 후 일치하면 사용 가능



1.4.2.�장비사용

▶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pc�사용 가능
▶ 예약정보 창과 로그북 창 확인
▶ 예약정보 창: 현재 예약자의 예약 정보 및 다음 예약자의 예약 정보 확인 가능
▶ 로그북 창:�업로드 할 연구자료에 관한 간략한 로그북 작성 가능



1.4.2.�장비사용

▶ 로그북 작성
▶ sample:�예약시 입력한 값,�description, remark
▶ 로그북과 관련된 연구자료 드래그하여 업로드
▶ ‘Save’�버튼 클릭 시 저장 완료



1.4.2.�장비사용

▶ 정상적으로 로그북이 업로드 되었다는 메세지 확인
▶ 업로드 중 오류 발생 시 경고창이 보이며 로그북 재작성



1.4.2.�장비사용

▶ 파일 자동 업로드 경로에 현재 로그인한 예약자 아이디로 새로운 폴더 생성
‒최초 로그인 시에만 폴더 생성

▶ 아이디 폴더 아래 자신의 연구자료 저장



1.4.2.�장비사용

▶ 자동 업로드 대상 파일:�예약 일자 이후에 수정된 모든 파일
▶ 생성 혹은 수정날짜가 예약 일자 이전의 파일은 업로드 되지 않음
▶ 사용자 로그아웃 시 자동 업로드



1.4.2.�장비사용

▶ ‘Extend�Time’�버튼을 클릭하여 예약 시간을 연장
▶ 예약 시간 연장은 다음 예약자 정보를 확인하여 30분 단위로 연장 가능

‒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연장
‒ 다음 예약자가 있을 경우

• (다음 예약자 예약 시작 시간 ‒현재 예약자 예약 종료시간 )�> � 30분 일 때 가능
• (다음 예약자 예약 시작 시간 ‒현재 예약자 예약 종료시간 )�> � 30분 일 때 불가능



1.4.2.�장비사용

▶ ’Logout’�버튼 클릭 시 로그아웃
▶ 로그아웃 할 때 자동 업로드 경로에 있던 파일 업로드
▶ 한 번 로그아웃하면 재로그인 불가능



1.5.�연구비신청

▶ Expense�Request�탭 클릭을 통해 연구비신청 페이지로 이동
▶ 네비게이션바를 클릭하여 연구비 신청 혹은 연구비신청내역 조회



1.5.1.�연구비신청

▶ 연구비 타입) 실험재료, 출장보고, 기타비용은 신청 단계가 총 6단계
• 신청완료 ‒ 검토완료 ‒ 승인완료/출장보고 ‒ 검수진행중 ‒ 검수완료 ‒ 정산완료

▶ 연구비 타입) 장비는 신청 단계가 총 5단계
• 신청완료 ‒ 검토완료 ‒ 승인완료 ‒ 검수완료 ‒ 정산완료

▶ 상태가 신청 완료일 때만 신청서 수정 및 삭제 가능
▶ 신청서가 반려되면 모든 단계는 취소되며 관리자 메세지 확인 후 재신청
▶ 모든 신청서는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해야 하며 첨부파일을 첨부해야 함

연구비 신청 단계(장비)

연구비 신청 반려시 상태 변화

연구비 신청 단계(실험재료, 출장보고, 기타비용)



1.5.1.�연구비 신청 ‒ 실험재료

▶ 실험재료 신청서 작성
▶ 단가,�수량 입력 시 세액,�총액 및 합계는 자동 계산
▶ 실험재료 추가 입력 시 ‘+추가’�버튼 클릭,�삭제 시 ‘쓰레기통’�버튼클릭



1.5.1.�연구비 신청 ‒ 실험재료

▶ 거래처 리스트 검색 결과에 없는 새로운 거래처 추가 가능
▶ 거래처명 입력 후 검색 결과 클릭하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록
▶ 거래처 리스트 재검색 후 추가한 아이템 선택



1.5.1.�연구비 신청 ‒ 실험재료

▶ 품목 리스트 검색 결과에 없는 새로운 품목 추가 가능
▶ 품목명 입력 후 검색 결과 클릭하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록
▶ 품목 리스트 재검색 후 추가한 아이템 선택



1.5.1.�연구비 신청 ‒ 실험재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연구재료 신청 내역 확인 창을 통해 검토
▶ 입력한 결과가 맞으면 신청하기, 틀리면 취소 버튼 클릭 후 재진행



1.5.1.�연구비 신청 ‒ 실험재료

▶ 신청 완료 후 신청 상세 페이지로 이동
▶ 사용자가 새로 신청한 업체 및 품목은 빨간 글씨로 표시되며, 클릭하여 세부 정보 입력
▶ 새로 추가된 항목에 관한 관리자의 승인 전까지 수정 가능
▶ 승인 완료 후 검정 글씨로 변경됨



1.5.1.�연구비 신청 ‒ 실험재료

▶ 새로운 거래처에 관한 정보 입력 후 저장
▶ 새로운 품목에 관한 정보 입력 후 저장



1.5.1�연구비 신청 ‒ 출장/보고

▶ 출장비 신청서 작성
▶ 출장장소 및 기간은 공통정보, 각 출장자에 관한 출장비는 추가정보로 개별 입력
▶ 출장자 추가 입력 시 ‘+추가’�버튼 클릭,�삭제 시 아이템의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1.5.1�연구비 신청 ‒ 출장/보고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연구재료 신청 내역 확인 창을 통해 검토
▶ 입력한 결과가 맞으면 신청하기, 틀리면 취소 버튼 클릭 후 재진행



1.5.1�연구비 신청 ‒ 장비



1.5.1�연구비 신청 ‒ 장비

▶ 장비 신청서 작성
▶ 장비 추가 입력 시 ‘+추가’�버튼 클릭,�삭제 시 아이템의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연구재료 신청 내역 확인 창을 통해 검토
▶ 입력한 결과가 맞으면 신청하기, 틀리면 취소 버튼 클릭 후 재진행



1.5.1�연구비 신청 ‒ 기타비용

▶ 기타비용 신청서 작성
▶ 단가,�수량 입력 시 세액,�총액 및 합계는 자동 계산
▶ 실험재료 추가 입력 시 ‘+추가’�버튼 클릭,�삭제 시 ‘쓰레기통’�버튼클릭
▶ 이후 프로세스 실험재료 신청서와 동일



1.5.2.�연구비 신청내역

▶ 연구비신청내역에서 전체 연구비 신청 목록 조회 가능
▶ 키워드별 연구비 신청서 검색 및 조회



1.6. 마이페이지

▶ My�page�탭 클릭을 통해 마이페이지로 이동
▶ 본인 연구자료조회,�장비예약내역,�연구비신청내역,�내정보 수정,�비밀번호 수정 가능



1.6.1.�연구자료조회

▶ 연구자료조회에서 본인 연구자료 조회,�수정,�삭제가능
▶ 연구자료는 ’연구자 > �장비 > �연구자료’�구조로 조회 가능



1.6.1.�연구자료조회

연구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연구자료수정



1.6.2.�장비예약내역

▶ 장비예약내역에서 본인의 장비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약이 완료된 장비에 한해서 장비 사용 가능
▶ 장비 사용 후 상태는 사용 완료로 변경
▶ pc가미연결된 장비의 경우 사용자가 장비 사용 후 수동으로 로그북을 작성해야 하며 로그북 작성 후 상태
가 예약 완료로 변경



1.6.2.�장비예약내역



1.6.2.�장비예약 내역 ‒로그북작성

▶ pc가미연결된 장비의 경우 사용자가 장비 사용 후 수동으로 로그북을 작성
▶ 오른쪽 클립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북 작성 페이지로 이동
▶ 로그북과 연구자료 업로드 후 저장
▶ 로그북 작성 후 예약 상태는 예약 완료로 변경



1.6.3.�연구비신청내역

▶ 연구비신청내역에서 나의 연구비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연구비 신청 상태가 신청 완료일 경우에만 수정,�삭제 가능
▶ 연구비 신청 상태가 반려일 경우 관리자 메시지 확인 후 재신청 가능
▶ 연구비 타입이 실험재료 , 출장/보고, 기타비용인 경우 상태가 승인완료, 출장보고일 때, 클립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작성



1.6.3.�연구비신청내역



1.6.3.�연구비신청 내역 ‒신청 반려 시 재신청

▶ 연구비 신청 상태가 반려일 경우 관리자 메시지 확인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서 재작성 버튼 클릭



1.6.3.�연구비신청 내역 ‒신청 반려 시 재신청

▶ 제출했던 신청서 수정
▶ 상태는 신청 반려 ->�신청 완료로 변경



1.6.3.�연구비신청 내역 ‒결과보고서작성

▶ 클립 버튼 클릭 후 신청 상세 페이지에서 결과 보고 입력
▶ 결과에 대한 첨부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함
▶ 등록 버튼 클릭 후 상태는 검수진행중으로 변경
▶ 상태가 검수진행중인 동안에는 수정 가능



1.6.4.�내 정보수정

▶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배정된 역할 확인 가능



1.6.5.�비밀번호수정

▶ 비밀번호 수정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수정 가능



1.7. 커뮤니티

▶ Community�탭을 클릭하여 커뮤니티 페이지로 이동
▶ 게시판 타입:�공지사항,�Q&A, 행사일정, 동물반입신청, 동물반출신청
▶ 원하는 게시글 검색 가능



1.7. 커뮤니티 ‒ 동물반출입 신청

▶ 게시판 타입이 동물반입신청, 동물반출신청인 것은 사용자가 게시글 작성 가능

▶ 작성 버튼 클릭하여 게시글 작성



1.7. 커뮤니티 ‒ 동물반출입 신청

▶ 반출입신청 예정일, 동물정보(동물종,	마리수,	성별,	연령등),	반입목적,첨부파일등작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