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저스온 모바일헌금

- 카카오페이, 하나은행 하나원큐

<관리자용>



지저스온 모바일헌금

<교회 가입 안내>



• 카카오페이 모바일헌금 신청은 최고 관리자 아이디로만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교회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카카오페이에 우편전달

- 서류 미비사항이 있을 시 카카오페이에서 교회에 재안내해드립니다.

• 하나은행 하나원큐는 전화로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카카오페이의 가입진행 상태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완료가 되어야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에서 헌금 드리기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당일 건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모바일헌금은 교인이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을 통해 카카오페이로 헌금을 드리는 즉시

지저스온 교회관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헌금 등록 처리가 등록됩니다.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헌금을 취소하는 경우 지저스온 교회관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헌금 등록된 헌금이 즉시

삭제됩니다.

단식헌금을 사용하는 교회는 헌금전표처리를 하실 때 당일 헌금전표처리를 한 후 헌금이 등록되거나

취소에 의해 삭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헌금전표처리는

다음날 하시기 바랍니다.

복식헌금을 사용하는 교회는 마감처리를 하실 때 당일 마감처리 이후 헌금이 등록되거나 취소에 의해

삭제가 되어 수입전표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닏. 가급적이면 마감처리는

다음날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사용 시 주의사항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헌금은 지저스온 교회관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지저스온에서는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내역을 관리하는 통합 CMS 프로그램의 헌금내역을

지저스온 교회관리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사용을 원하실 때 교회 PC 또는 서버에 별도로 설치해드립니다.

하나원큐의 경우 실시간으로 지저스온 교회관리에 헌금으로 등록되지 않고

관리자가 실행시킬 때 일괄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헌금 개수가 모두 끝난 이후, 마감 전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 이후에도 헌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다음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원큐에 대한 사용방법은 하나은행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원큐 사용 시 주의사항



지저스온 모바일헌금

<교인 사용 안내 – 하나은행 하나원큐>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에서

교인으로 로그인한 후

모바일헌금(하나은행) 아이콘를 눌러

모바일헌금을 진행합니다.



최초 1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은행의 출금계좌가 있는

교인과 타 은행이 출금계좌인 교인의

가입 절차가 다릅니다.



헌금종류 선택, 헌금액 입력을 모두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헌금에서 진행합니다.



지저스온 모바일헌금

<교인 사용 안내 – 카카오페이>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에서

교인으로 로그인한 후

모바일헌금(카카오) 아이콘를 눌러

모바일헌금을 진행합니다.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에서

예배종류, 헌금종류, 헌금액을 입력하고

[헌금 드리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페이 앱이 연결됩니다.

카카오페이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로 연결되어

설치하신 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카카오페이 가입 절차를 최초 1회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계좌 연결하기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pay 머니에 의해 결제가 됩니다.

단, pay 머니 잔액이 없으면 연결된 계좌에서 헌금액 만큼만

자동으로 충전이 되며, 즉시 결제가 됩니다.



완료 시 다시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으로

돌아오고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 취소는 이 화면에서만 가능하며

이 화면을 벗어나면 최소를 할 수 없습니다.

헌금 내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를 하게 되면 결제가 취소되는 즉시,

취소된 헌금액 만큼 계좌로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Pay 머니로 환불이 됩니다.

단, 카카오페이의 10회 무료 송금기능으로

다시 계좌로 옮기면 현금화 됩니다.



헌금 결제 완료 또는 취소 시에는

결제 내역 및 취소 내역이

해당 교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