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업무 매뉴얼은 몰입도 대시보드 개요를 제공하여 직원 몰입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1페이지

1 몰입도 대시보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s://qv3.aramark.net/qlikview/FormLogin.htm?opendocqs=?
document%3Dcorporate%2Farmk_international_engagement_ui.qvw%
26host%3DQVS%40usphl0asw7

Aramark.net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ramark 
자격증명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Aramark 자격증명 정보를 사용하여 QlikView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2 

4 몰입도 대시보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몰입도 대시
보드 랜딩 페이지가 실행됩니다. 

결과에 액세스하기

5 

그런 다음 국가 플래그를 클릭하여 국가를 선택합니다. 6

몰입도 대시보드 랜딩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
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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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시보드 탭 파악하기

조사 질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5점 척도가 표
시됩니다. 추가 정보와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하려
면 다음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www.aramarkgloballearning.com/

나의 이익 책
임 단위 탭: 

이익 책임 단위별 결과가 모두 표시됩니다. 이익
책임 단위별 전반적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역별 및 질문별 점수를 표시하는 기능도 제공
됩니다. 

이 탭에는 화면 위쪽에 전체 점수(봉급직 직원
및 시간제 직원 모두 집계), 봉급직 직원만 집계
또는 시간제 직원만 집계한 결과를 필터링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도구 및 리
소스 탭: 

조사 결과 해석 업무 매뉴얼

직원 몰입도 조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의 도구 및 리소스 탭에 액세스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HR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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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v3.aramark.net/qlikview/FormLogin.htm?opendocqs=?document%3Dcorporate%2Farmk_international_engagement_ui.qvw%26host%3DQVS%40usphl0asw7
http://www.aramarkgloballearning.com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기밀 유지를 위해 그룹, 영역 또는 질문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려면 4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작성된 
응답 수가 4개 미만이면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모든 탭과 보고 수준(예: 이익 책임 단위, 영역 또는 질문)
에 적용합니다. 

직원 몰입도 조사 2페이지

키는 긍정, 중립,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익 책임 단위별 결과를 자세히 보려면 이익 책임 단
위 탭을 클릭합니다.  
 
참고: 전체 바가 회색으로 표시되면 응답 수가 4개 미만
이어서 결과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 보기

이익 책임 단위 보기에서 이익 책임 단위를 한 번만 클릭하면 
영역별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사 질문을 중점 사항별로 분류해 놓은 16가지 조사 영역
이 있습니다. 
 
영역 설문조사 Follow Up은 봉급직 직원에게만 확장된 기능이었
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기간에 이러한 질문이 서비스 수준 직원
에게 확장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수준 직원에 해당하는 영역 
설문조사 Follow Up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익 책임 단위를 한 번만 클릭하면 ‘긍정적’, ‘중립’, ‘부정적’ 응
답의 비율을 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 수준 결과

영역 수준 보기에서 실제 영역을 한 번만 클릭하면 ‘긍정
적’, ‘중립’, ‘부정적’ 응답의 비율을 질문별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몇 가지 질문이 봉급직 직원에게만 확장되었습니다
(질문 1, 15, 20, 32, 46, 47, 48). 설문조사 실시 기간에 이러한 질
문이 서비스 수준 직원에게 확장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수
준 직원에 해당하는 몇 가지 질문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수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의 도구 및 리소스 탭에 액세스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HR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조사 결과 해석 업무 매뉴얼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기밀 유지를 위해 그룹, 영역 또는 질문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려면 4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작성된 
응답 수가 4개 미만이면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모든 탭과 보고 수준(예: 이익 책임 단위, 영역 또는 질문)
에 적용합니다. 

직원 몰입도 조사 3페이지

차트/그리드 보기 사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의 도구 및 리소스 탭에 액세스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HR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조사 결과 해석 업무 매뉴얼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인쇄 또는 Excel
로 내보내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표시되는 
차트를 팀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클릭’이라는 파
란색 하이퍼링크 
를 클릭합니다. 

참고: 이전 탭 보기로 돌아가려면 차트/그리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