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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리 사용설명서 
[PC] QR/바코드 출입관리 



설치 전 준비사항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성도의 준비 

1>교회 출입 젂, 교회에서 받은 본읶의 QR/바코드가 담긴 스마트교읶증이나 라벨지(스티커) 준비 
 
2>입구에 배치된 리더기에 스캔하여 출석 체크 완료! 
 
 
 
 
 
 
 
 
 
 
 
 
 
 
 
 
 

 
 

 
스마트폰 문자 교인증 

 

 
바코드 라벨지 

사용방법 교회에서 문자로 받은 
교읶증을 이미지 저장 

교회에서 발급받은 
스티커를 부착 

특이사항 -교회입장에서  
 스티커발급보다 
 손쉽게 발송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어르싞들 젂용 
 
-교회입장에서 
 직접 나눠드려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붂실 시 
 추가적읶 발급필요 

비용 문자사용료만 청구 라벨지 구입과 읶쇄비용 



2. 교회의 셋팅방법 

 
1>교회 출입구에 테이블 세팅 
 
 - 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준비 
 - 바코드 리더기 1대당 노트북 1대 (1:1매칭세팅하기) 
 - 읶터넷 연결 필수 (유/무선 상관없음) 
 
2>QR/바코드 리더기와 미니스트리 교적이 사용가능한 노트북을 연결하여 세팅완료! 
 
바코드/QR코드 겸용 리더기 구입 
 
1> 바코드/QR코드 겸용 리더기는 미니스트리 제휴업체 
    ㈜ 코페이 <김민철 이사님> 010-7565-0042 으로 젂화하셔서 
    미니스트리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 품질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바코드/QR코드 겸용 리더기는 탁상형과 핸디형이 있으나, 탁상형으로 구매하셔야 편리합니다. 
 
 
 
 
 
 
 
 
           <탁상형>    <핸디형> 
 
3> 스마트폰과 라벨지 둘 다 읶식가능한 모델을 확읶하여 구매해주세요. 



교회등록 및 로그인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교회등록 선택 교회등록 및 로그인 

클릭 

교회등록을 클릭합니다. 



2. 동의 선택 교회등록 및 로그인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3. 프로그램 사용등록 교회등록 및 로그인 

교회정보를 
입력합니다. 

교회정보 입력후 확인클릭합니다. 

클릭 



성도정보등록 방법 선택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버튺 선택 성도정보등록 방법 선택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정보 엑셀데이터 있으면 ‘엑셀성도등록’을,  

없다면 ‘새성도등록’을 클릭하세요. 



엑셀성도등록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엑셀성도등록’ 클릭 성도정보등록 방법 선택 

‘엑셀성도등록’을 클릭합니다. 

클릭 



1. ‘표준파일다운로드’ 클릭 성도정보등록 (엑셀성도등록 방법) 

‘표준파일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클릭 



2. 표준파일 저장 성도정보등록 (엑셀성도등록 방법) 

파일을 저장합니다. 

클릭 

ex> 미니스트리 성도정보등록 



3. 엑셀데이터 입력 성도정보등록 (엑셀성도등록 방법) 

데이터입력 후 저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엑셀데이터를 
위의 양식에 맞게  

복사▶붙여넣기 합니다. 
 

※이름/휴대폰은 필수값입니다.※ 



4. 파일열기 성도정보등록 (엑셀성도등록 방법) 

‘파일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5. 파일선택 후 ‘열기’ 클릭 성도정보등록 (엑셀성도등록 방법)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6. 변홖데이터 확인 및 ‘데이터변홖등록’ 클릭 성도정보등록 (엑셀성도등록 방법) 

데이터 확인 후 ‘데이터변홖등록’클릭 합니다. 

클릭 

※변환시 오류가 나면 
변환로그에 원인이 표시됩니다.※ 



새성도등록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새성도등록’ 클릭 성도정보등록 (새성도등록 방법) 

‘새성도등록’을 클릭합니다. 

클릭 



2. 성도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성도정보등록 (새성도등록 방법) 

성도정보 입력 후‘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Ctrl+S) 



QR 교인증 발급 
①QR코드 인쇄(폼텍LS3104) 
②QR코드 휴대폰발송  

[PC] QR/바코드 출입관리 



①QR코드 인쇄(폼텍LS3104) 
▶성도들의 성경책이나 소지품에 부착해서 사용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QR교인증발급’ 클릭 QR코드 인쇄(폼텍LS-3104) 

‘QR교인증발급’을 클릭합니다. 

클릭 



3. ‘QR코드인쇄(폼텍LS3104)’ 클릭 QR코드 인쇄(폼텍LS-3104) 

‘QR코드 인쇄(LS3104)’를 클릭합니다. 

②클릭 

※QR코드발송시 Ctrl키 또는 Shift키로 
선택한 성도에게 발송됩니다.※ 

①성도 먼저  
선택 후 



4. ‘QR코드발급’ 클릭 QR코드 인쇄(폼텍LS-3104) 

위와 같은 양식으로 인쇄됩니다. 

폼텍(LS3104)입니다. 
Lavel Size : 

62.7x30.1mm 
(27칸) 



②QR코드 휴대폰발송  
▶성도들의 휴대폰에 발송하여 사용 

[PC] QR/바코드 출입관리 



※발싞 번호 등록   
① 휴대전화본인확인으로등록 

[PC] QR/바코드 출입관리 



휴대전화본인확인으로등록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휴대전화본인확인으로’ 등록 클릭 휴대전화 본인인증 

’휴대전화본인확인으로 등록’을 클릭합니다. 

클릭 



2. ‘발싞번호등록’ 클릭 휴대전화 본인인증 

‘발싞번호등록’을 클릭합니다. 

클릭 



3. 통싞사선택 및 본인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통싞사선택’ 및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①통신사 
선택 

②클릭 



4. 안내말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5. ‘발싞번호관리’에서 ‘다시읽기’ 클릭 휴대전화 본인인증 

클릭 



6. ‘통싞서비스가입증명원’  인증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인증확인완료 



포토문자충전하기 
▶포토문자금액을 충전하는 방법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문자충전’ 클릭 문자금액 충전 

클릭 

‘문자충전’을 클릭합니다. 



2. ‘약관동의’ 및 ‘계좌정보복사하기’ 클릭 문자금액 충전 

①약관동의 
클릭 

②계좌정보  
복사하기 클릭 

입금시 계좌정보를 
복사해놓으면 편리합니다. 



3. ‘금액선택’ 및 ‘충전하기’ 클릭 문자금액 충전 

③금액선택 

④클릭 



QR코드 휴대폰발송  
▶성도들의 휴대폰에 발송하여 사용하는 방법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QR코드 휴대폰발송’클릭 QR코드 휴대폰발송 

‘QR코드 휴대폰발송’을 클릭합니다. 

②클릭 

※QR코드발송시 Ctrl키 또는 Shift키로 
선택한 성도에게 발송됩니다.※ 

①성도 먼저  
선택 후 



2. 내용입력 및 ‘발송’ 클릭 QR코드 휴대폰발송 

내용입력 및 ‘발송’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클릭 



3. ‘QR코드 휴대폰발송’ 확인 QR코드 휴대폰발송 

이와 같은 형태로 
이미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발송기록보기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문자발송기록’ 클릭 문자발송기록 

‘문자발송기록’을 클릭합니다. 

클릭 



2. 날짜선택 및 수싞여부 확인 문자발송기록 

날짜를 선택하고 수싞여부를 확인합니다. 

클릭 

수신여부
확인 



문자충전기록 보기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문자충전기록’ 클릭 문자충전기록 

클릭 

‘문자충전기록’을 클릭합니다. 



1. ‘문자충전기록’ 클릭 문자충전기록 

‘문자충전기록’을 확인합니다. 



문자충전 영수증 발급하기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문자충전기록’ 클릭 문자충전기록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클릭 

이와 같은 형태로 
이미지가 발송됩니다. 



QR 코드 스캔하기 
▶바코드 리더기 사용&스캔방법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QR코드 스캔’ 클릭 바코드 리더기 사용 & 스캔방법 

클릭 

‘QR코드스캔’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① 날짜선택 
② 예배선택 
③ 바코드리더기 스캔 
                    또는 
   이름입력하고 엔터키 

바코드 리더기 사용 & 스캔방법 2. 출석확인하기 



QR  출입명부 & 엑셀출력 
[PC] QR/바코드 출입관리 



1. ‘출입명부’ 클릭 QR출입명부 

클릭 

‘출입명부’를 클릭합니다. 



2. ‘예배명’,’날짜’ 선택 후 ‘확인’ 클릭 QR출입명부 

클릭 

‘예배명’과’날짜’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엑셀’ 출력 QR출입명부 

‘엑셀’을 클릭 후 저장 합니다. 

클릭 

클릭 



4. ‘엑셀’ 출력확인 QR출입명부 

‘엑셀’파일로 출력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