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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결재선 흐름도’



자동결재선 흐름도 4

직책으로 결재 순서를 예시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팀원 → 팀장 → 실장 → 부문장 → 대표이사 ’
순서로 결재가 진행됩니다.

이때, 만일 직책/직급에 팀장이 없으면 상
위 부서에서 ‘팀장’을 찾게 됩니다. 
만약 상위부서에서도 팀장이 없으면, 실장
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팀원 → 실장 → 부문장 → 대표이사
의
순서고 결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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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결재선’ 이란?



‘자동 결재선’이란

“간편한 자동 결재선을 지정해보자!”

- 기안자가 문서를 상신할 때, 결재선
이 자동으로 설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직책에 따라 결재선이 자동으
로 세팅되어, 기안자는 좀 더 편리하게
결재를 상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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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재선’을 양식에 추가하는 방법

전자 결재 양식에 ‘자동 결재선’을 추가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어드민 → 전자결재 → 결재 양식
관리
→ 결재 양식 추가→ 자동결재선 ‘사용’
→ (설정해 놓은) 자동결재선 추가

< 위 화면은 자동결재선 설정에서
자동 결재선을 설정해놓은 화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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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결재선’ 설정하기



‘자동 결재선’ 설정에 대해 알아보자.

①

②

① 자동결재선 설정

② 추가 버튼을 누르면

③ 자동결재선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③

④ ‘추가’버튼을 누르면 순서에 따라
결재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⑤ ⑤ 직책을 선택하고 ‘+추가’버튼을 누르면

⑥ 이와 같이 결재선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⑦ 결재선 설정이 끝나면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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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동 결재선 ‘직책’으로 설정하기



결재선 설정하기

결재선 설정은,

직책 / 직급 / 직위에 따라 설정 가능합니다.

< 위의 화면은 직책에 따라 결재선 설정을 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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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재선’설정의 결제선 설정을 ‘차상위자를 최종 결재자’로 지정 가능
합니다.

결재선 설정의 ‘차상위자를 최종 결재자로 지정’에 체크를 하면

이와 같이, 기안자의 차상위자까지만 결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12



3.2 자동 결재선 ‘금액’으로 설정하기



‘자동 결재선’을 금액에 따라 지정 가능합니다.

결재선 설정의 금액에 체크를 하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옵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14



자동결재선의 ‘금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결재 양식의 양식 편집기에서
일반탭 > ‘통화-자동결재선’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15

<양식 편집기에서 ‘통화-자동결재선’ 컴포넌트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자동결재선의 ‘금액’이 지정 되면 !

전자결재의 결재 진행 시, ‘금액’ 텍스트박스에 금액을 입력할 경우
입력한 금액에 따라 설정해놓은 결재선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16



결재선 설정하기 17

‘금액’버튼을 누르면
‘금액에 대해 기안자가 전결권자인 경우,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음’버튼이 생성됩니다.

4,000원

12,000원



4. ‘자동 결재선’ 추가 옵션 살펴보기



‘지정 결재자’ 버튼을 누르면 결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결재자’ 버튼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직도가 나와 간편하게 결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19



‘순서바꾸기’ 버튼을 통해 자유롭게 결재선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서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 되면 ‘순서바꾸기 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재선 설정하기 20



결재선 설정하기

‘옵션추가’ 버튼을 통해 동일한 결재양식을
여러 종류의 자동 결재선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 설정을 옵션 추가 버튼을 통해 다중으로 등록하게
되면, 결재양식에서 라디오 버튼, 드롭박스를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A

선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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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선 설정하기

이전 페이지와 같이 자동 결재선 설정에서
옵션을 다중으로 등록한 경우!

양식 편집기에서 자동결재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 드롭 박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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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선 설정하기

양식 편집기에서 자동결재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을 추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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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버튼 컴포넌트 추가시 설정된 자동결재선 옵션 수와 관계 없이 옵션 ‘A, B’ 2개가 기본값으로 추가됩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자동결재선 옵션 이름을 아래와 같이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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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재선 옵션 이름을 ‘일반연차, 경조사, 예비군/민방위’로 변경한 모습입니다.>



결재선 설정하기

양식편집기에서 옵션 이름을 변경합니다.

기본으로 추가된 옵션 ‘A, B’ 대신, 자동결재선 설정에서 설정
한 옵션의 개수에 맞게 옵션 이름을 입력합니다.

※ 각 옵션은 [ _ ] 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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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재선 설정에서 설정한 옵션 3개에 맞추어 옵션 이름을 변경한 모습입니다.>

<컴포넌트 추가시 옵션 ‘A’, ‘B’ 2개가 기본으로 추가된 모습입니다.>



END

감사합니다.

‘자동 결재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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