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 설명

1. 사이트 접속 방법

< 사이트 접속 방법 >

1.  자가진단 사이트 http://qcas.ksa.or.kr 에 접속

※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에서 접속하는 방법

- [품질·서비스] 메뉴 클릭 > 국가품질상 클릭 > 국가품질상 사이트 이동(knqa.ksa.or.kr)

> [품질경쟁력우수기업] 메뉴 아래 [심사기준] 클릭 >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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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qcas.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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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 메인 화면 >

1.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진단하기 버튼을 클릭

2. 로그인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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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 로그인 화면 >

2. 로그인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함 체크

3. 사업자명 검색 후 클릭, 이름,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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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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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 휴대폰 본인인증 화면 >

4.      휴대폰 통신사 선택

5. 간편본인확인(앱) or 휴대폰본인확인(문자) 선택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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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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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 휴대폰 본인인증 화면 >

6. 휴대폰본인확인(문자) 문자메세지 인증번호 입력6

2. 로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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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진단하기 화면 >

1.  자가진단 하기 전, 평가지표가 필요하시면 에서 다운로드

* 제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여 평가

* 건설업 : 기업규모 구분 없이 평가 * 공기업 : 건설 관련 기업은 건설업으로 평가

2.  자가진단을 시작하시려면 진단신청서 작성 클릭

담당자가 여러명 일 경우, 추가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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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진단신청서 작성 화면 >

3.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자가진단 신청서를 작성해야 진단 시작 가능

4. 필수 항목(*) 모두 작성

5.       기업규모[제조업(대), 제조업(중견), 제조업(중소), 공기업, 건설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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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진단신청서 작성 화면 >

6.      필수 항목(*) 모두 작성

7. 기타정보 파일 첨부 / 경영실적현황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

8. 명예의전당 신청 시 “예” 선택★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 버튼

4

4-1

4-3

4

4-1

4-3

4-2

4-2



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진단신청서 작성 화면 >

10. 진단신청서 수정 가능

11. 자가진단 참여자 추가 가능 :              버튼 눌러 정보 입력 후 저장



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자가진단 측정 화면 >

12.  자가진단 측정 항목에서 펼쳐보기 클릭

13. 자가진단을 실시할 중분류 항목에 대해 진단하기 버튼 클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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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6

< 진단하기 화면 >

14.      평가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그 사유를 입력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배점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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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진단하기 화면 >

15. 반드시 다음 버튼을 눌러야 저장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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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진단하기 화면 >

16. 모든 항목의 진단완료 버튼을 클릭

–> 확인 클릭하시면 추가적인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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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3. 자가진단 실시 방법

< 자가진단 최종 등록 안내 페이지 >





화면 설명

4.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방법

< 진단결과분석 화면 >

1.  자가진단 실시할 때의 이름과 휴대전화로 인증 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 기업회원 메뉴 아래 진단결과분석 클릭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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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 진단결과분석 화면 >

2.  진단결과분석 페이지에서 기업의 자가진단 점수 확인

심사위원 평가점수는 현지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확인 가능

3. 진단결과분석 페이지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인 가능

4. 우측 상단의 이전 결과보기 확인 가능

3

4.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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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 진단결과분석 화면 >

1. (현지심사 종료후) 종합점수 및 등급 확인가능

2. (현지심사 종료후) 피드백보고서, 심사결과 리포트, 세부심사결과 리포트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1. 현지심사 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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