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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션 21 전자출입시스템 개요 

• 이제 교회 출입 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펜으로 매번 출입 시 출입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또한 하나의 펜을 

여러 명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 미션 21 전자출입시스템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출입시간을 단축시켜드립니다. 

 

• 미션 21QRcode 전자출입시스템은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출입시간을 기록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발생에 가장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출입시스템에 기록된 성도의 기록만으로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누구에게 

연락해야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시스템은 출석관리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성도의 출석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남녀노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 미션 21 은 교회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인쇄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인별로 직접 앱을 설치하여 QRcode 를 발급받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므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어르신 성도분들 개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이 과정 

없이도 QRcode 를 제공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구성 

• 미션 21 QR 전자출입시스템은 3 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1. 교회 관리자 웹 서비스:  

▪ 관리자가 성도 엑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고,  

▪ 성도를 한 명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성도 전체의 QRcode 를 pdf 로 내보낼 수 있고,  

▪ 각 개별 성도의 QRcode 를 pdf 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을 인쇄하여 성도에게 나누어주시면 됩니다. (라벨지를 

사용하시면 QRcode 를 성도의 성경책에 부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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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별로 성도의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2. 미션 21 이 성도의 QRcode 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합니다. 

▪ 교회는 해당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교회 입구에 비치하여 앱을 실행해 

놓으시면 성도가 자신의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는 것 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고, 본인의 출입 시간이 서버에 기록됩니다. 

▪ 앱의 캘린더 기능은 교회에 출입한 성도의 리스트를 출입 시간과 함께 

보여줍니다. 

o 3. (Option) 성도 앱을 제공합니다. 이 앱은 선택입니다. 

▪ 성도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QRcode 가 앱에 나타나게 됩니다. 

▪ 성도는 자신의 앱을 사용할 경우 교회가 제공하는 인쇄된 QRcode 를 

성경책 등에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도 입력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교회 계정은 신청 시 생성하여 

보내드립니다. 

• http://admin.qrfoot.com/store-admin/login 

• 화면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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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을 하면 왼쪽에 두 개의 메뉴가 있고, 그 중 Members 를 클릭 

 

 

4. 성도 정보 엑셀파일 Import – 불러와 저장하기 

• 성도정보 엑셀파일을 QRcode Database 저장합니다. 각 성도의 QRcode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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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file 을 클릭하시고, 성도 정보가 들어있는 엑셀파일을 선택, SAVE 클릭 

 

* 입력 가능한 엑셀파일 Format 을 제공해드립니다. 해당 포맷에 맞아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이 안되시는 경우 미션 21(mission21@gmail.com) 에 보내주시면 등록해드립니다. 

 

5. 성도 개별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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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Member 를 클릭하시고 아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하시면 등록 & QRCode 

생성 

 

 

6.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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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RCode 전체/개별 생성 

• 전체 생성: 아래 Export QRcode 를 클릭합니다. QRcode.pdf 파일이 저장됩니다. 

 

• 개별 생성: 각 개인의 QRcode 인쇄를 위해서는 위 화면의 각 줄의 오른쪽 끝의 QRcode 

를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명의 QRcode 가 기록되 pdf 파일이 다운로드, 

인쇄합니다. 

                             

8. Report 

• 왼쪽 메뉴의 Report 를 클릭합니다. 

• Report 화면에서는 그동안 기록된 출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출입 리스트를 Excel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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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선택한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 Search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결과, 필요한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Email, Phone 

번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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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리스트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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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회 Scanner 앱 사용 방법 

• 교회 Scanner 앱은 성도의 Qrcode 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앱입니다. 

•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mission21.com/download/QRFootageStore_16_07_2020.apk 

• 앱 등록이 완료되는대로 아래 링크 등록 

 

10. 앱 실행 

• 앱 아이콘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터치합니다. 

 

• 처음 실행하시면 마치 카메라앱같이 실행됩니다. 

 

11. QRcode 스캔 

• 사진을 찍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에 QRcode 를 대시는 것입니다. 

• 앱을 실행 후 성도의 QRcode 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시면 QR 코드를 확인 후 확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 정상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성도의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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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록 보기 

• 앱의 좌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 그 중에 Calendar 를 클릭합니다. 방문이 있는 날은 적색으로 그 숫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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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기록된 성도 리스트가 시간과 함께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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