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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투표 시작 전

1. 투표 시작 전

가. 투표 시작 전에는 메인화면에 [후보공약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후보들의 공약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후보공약보기

나. 후보자들 기호/이름/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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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투표 참여 방법

1. 투표 당일 화면

가. 투표 당일 시작 시간 전까지는 후보공약보기로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고 해당 

시간이 되었을 경우 투표하기로 변경됩니다.



- 4 -

2. 투표하기

가. 이름-부여받은 인증번호 순으로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 홍길동 / A4479410 입력합니다.

   ※ 한번 사용된 인증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① 후보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할 [후보 이름] 또는 [도장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 6학년 부회장의 경우 회장 후보의 차점자가 당선됩니다. (학교에 따라 예외도 있습니다.)

   ③ 다음 투표를 클릭합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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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5학년 부회장 명단을 확인 후 선택할 [후보 이름] 또는 [도장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② [투표 완료]를 눌러 투표를 종료합니다. 

※ 투표 건너뛰기 및 기권은 불가합니다. 

        (정상적으로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만 투표에 반영됩니다.)

   ③ 투표 완료 후에는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①

②

라. 투표 완료 클릭 후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익스플로러에서 해당하며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에 체크박스 선택하지 

않으셔야 정상적으로 다음 학생 투표도 진행 가능합니다.
    ※ 체크 시 해당 페이지 완료 창이 넘어가지 않아 투표 진행이 되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체크 한 경우에 다른 브라우저(크롬 등)에서 진행하시면 정상적으로 투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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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표 종료 후 

1. 당선 결과 보기

가.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결과는 전자투표 메인화면 하단에 지난 투표결과 보기

를 클릭합니다.

나. 종료된 투표의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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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선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선결과 공개는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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