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진입, 새로운 헌금문화를 위한 제안 !

간편헌금 서비스

㈜지저스온넷
www.jesuson.net

02-565-5135

간편헌금 서비스란?

■ 간편헌금 서비스란?
현금(Cash) 없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헌금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현금(Cash) 이외의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헌금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현금(Cash)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 현금 (Cash) 없는 사회로 진입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Cash) 이외에도 헌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간편헌금 이용에 따른 거부감은 적어지고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주 이용층

정산, 자동입금

교인

은행
카드사

- 현금(Cash)를 미처 준비 못한 교인

교회

- 온라인 뱅킹/결제에 익숙한 20~40대
- 평소 현금 (Cash) 사용률이 적은 교인
- 십일조 등 큰 금액을 헌금하려는 교인

직불카드
체크/신용카드
자동이체(CMS)
가상계좌

- 작정 헌금 하려는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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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방법의 다양성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교회에 헌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방법＼주체

전통적인 방법

교회 헌금 서비스

(교인이 직접)

(교회가 준비)

현금 (Cash)

교회계좌에 입금
통장 입금

현금

ATM, 폰뱅킹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상계좌에 입금

교인이 은행에 신청
자동이체

가상계좌서비스

은행 방문으로 신청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교회에서 신청

자동이체서비스(CMS)

체크/신용 카드

PAYAT(현장결제)

직불카드

헌금 간편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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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헌금 서비스의 편리함

간편헌금 서비스는 교회와 교인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 합니다.

구분

장점
• 교인들이 따로 현금(Cash)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헌금 방법으로 교인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교인

• 예배 전후 언제나 헌금이 가능 합니다.
• 준비해 온 현금(Cash) 이외에 추가로 헌금 하기가 쉽습니다.

• 현금(Cash) 계수와 집금 과정을 거쳐서 은행에 입금하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을 보관하고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듭니다.
• 주일에 헌금을 확인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헌금봉투에 있는 성명, 금액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교회

• 누가 헌금 했는지, 어떤 헌금을 했는지가 명확해 집니다.
• 헌금 봉투 제작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헌금봉투를 비치하는데 드는 인력과 공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
• 실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헌금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40대 헌금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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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헌금 서비스 내용 및 필요성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 해보세요.
헌금 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자동이체서비스(CMS)

PAYAT(현장결제)

헌금간편이체

내용

필요한 교회

1. 동명이인 수가 많은 교회

무통장 입금과는 달리 교인별로
가상의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입
금 받는 서비스 입니다.

2. 헌금이 교회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정확히 어느 교인
인지, 어느 헌금종류로 입금된 것인지 파악이 힘든 경우

교인의 동의를 통해 지정된 계좌 1. 교인들이 작정한 날짜에 규칙적으로 헌금을 했으면
또는 카드로 출금(승인)하여 교
하는 교회
회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결
2/6 2. 작정한 날짜에 매번 헌금 하는 것이 번거로운 교인
제 서비스 입니다.
1. 현금을 준비 못한 교인을 배려를 하고자 하는 교회

교회에서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체크/신
용카드로 간편하게 헌금하는 현
장결제 서비스 입니다.

2. VAN 카드단말기 비용이 부담되는 교회
3. VAN 카드단말기 휴대가 불편한 교회

납부기기(패드)를 교회내에 비치
하여 직불카드로 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계좌번호를 몰라
도 되므로 ATM기기 보다 편리
합니다.

1. 교회내에 은행 ATM 기기를 도입을 하고 싶은 교회
2. ATM 기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교회

5

간편헌금 서비스 안정성

새로운 헌금문화를 위한 서비스 제안 !
이제는 교인들에게 현금 뿐만이 아니라
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의 편리함을 제공 하세요.

안전한 금융거래 시스템

실시간 헌금 서비스

낮은 수수료

은행, 카드사,

은행 금융망을 통해 교회에

은행 거래 수수료보다

NICE 정보통신, KOPASS

실시간 처리 되므로,

저렴한 수수료를

등과 함께 운영하여

헌금을 Cash로 받았을 때와

통해 더욱 경제적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같이 바로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분실, 도난 위험 없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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