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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로우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간편하게 실시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온라인 청중응답 시스템입니다. 

SYMFLOW는 Sympathy, Symphony 등 화합과 공감을 뜻하는 접두사 ‘Sym’과 소통과 흐름을 의미하는 ‘Flow’의 합성어로 소통이 필요한 모

든 곳에서 화합과 공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설문지를 통한 문제 응답이나 거수나 마이크를 통한 QnA 등 기존의 소통 방식을 심플로우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응답, 정

확한 집계, 시간 절약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장비나 App 설치가 필요 없어 어떤 상황에서라도 쉽고 간편하게,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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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심플로우 계정(이하 계정)은 접속 방법에 따라 세가지 모드로 구분됩니다. 

1) 이용객들이 접속하는 [청중]모드 (●●●.symflow.com) 

2) 사용자가 문제 출제 등 계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모드 (●●●.symflow.com/t) 

3)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메인화면에 출력하는 [프리젠테이션]모드 (●●●.symflow.com/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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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심플로우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환경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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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로우 즉시 사용하기 



주요 기능 – [등록된 질문 관리] 

- 9 - 

1. 심플로우 홈페이지 접속 

 www.symflow.com 

 

2. 홈페이지에서 [지금 가입하기] 클릭 

 
 

3. 회원가입 및 계정 획득 

●●●.symflow.com 형태의 계정 및 비밀번호 생성 

http://www.symf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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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자] 모드 접속 

발급받은 ●●●.symflow.com 형태의 계정 뒷 부분에 /t 삽입 후 접속 (●●●.symflow.com/t) 

 

<[관리자] 모드 기본 접속 화면> 

※ 접속 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Chrome브라우저 사용을 추천 (https://www.google.com/chrome/browser/desktop/index.html) 

Internet Explorer 사용 시 Internet Explorer 8이상의 사용을 권장 

●●● 

https://www.google.com/chrome/browser/deskto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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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설문) 작성메뉴 진입 

[기본상자] 버튼 클릭 후 [문제 추가] 버튼 클릭 시 문제 작성 메뉴로 진입 

 

<[다운플로우] 화면에서 [기본상자] 메뉴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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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제할 문제(설문) 작성 

내용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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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설문) 출제 

저장된 문제(설문)의 [출제] 버튼 클릭 후 출제 메뉴의 [출제] 버튼 클릭 (※ [다운플로우] 버튼을 눌러 기본 화면으로 이동) 

 

<문제(설문) 출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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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객들에게 접속주소 및 접속 방법 안내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 후 계정 주소 (●●●.symflow.com) 입력 안내 및 접속 유도 

※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이용객의 [청중] 모드 화면을 별도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 

         

<[관리자] 모드 화면>                                      <[청중] 모드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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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 응답 확인 및 결과 공유 

이용객에게 안내 : “[청중]모드에 출제된 문제(설문) 항목 옆의 [○]버튼 클릭 시 응답완료” 

문제(설문)의 응답 및 통계는 [관리자] 모드에 자동으로 출력, [결과 공유] 버튼 클릭 시 사용자들에게 결과 공유 

        

<[청중] 모드 화면>                                   <[관리자] 모드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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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객들의 질문 확인 

이용객에게 안내 : “[청중] 모드 상단의 [업플로우] 버튼 클릭 시 질문 등록 화면으로 이동, 질문 작성 후 [전송] 버튼 클릭” 

[업플로우] 버튼 클릭 시 이용객들이 등록한 질문 목록으로 이동 

       

<[청중] 모드 화면>                                   <[관리자] 모드 화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