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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회원용

선거 프로그램 구성

오직 노회선거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Ⅰ. 개요

노회 회원 등록 관리
(8페이지)

관리자용

오직교적
온라인교인센터

관리자 QR출입확인

선거 셋팅
(후보등록, 선거일정 등)

(10페이지)

현장 담당자
QR코드 출입확인

(13페이지)

노회 회원
선거 참여용 시스템

온라인교인센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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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준비

선거 전에 아래 사항을 준비합니다.

2

1. 오직교적에 노회 회원 등록
2. 교적에 등록된 정보(휴대폰번호 등)가

실제 회원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교적에 노회원 등록01 선거 후보등록 및 셋팅02

1. 온라인교인센터 관리자프로그램에서
선거 및 후보자 등록

2. 투표 상태 ‘준비중’으로 설정

QR출입확인 태블릿 점검03

1. 현장 담당자 교육
2. 태블릿 카메라 동작 점검

(폰에 따라 안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점검 필요)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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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진행순서

선거당일에는 아래 순서대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3

1. 유권자는 휴대폰에서
온라인교인센터 앱으로 교인증 준비

2. 선거현장 담당자가 QR출입확인으로
방문자 출입 확인
( 13페이지 참고 )

출입확인01 결과확인03

1. 온라인교인센터 관리프로그램에
서 ‘투표결과 집계’ 클릭하여
결과확인

투표 진행02

1. 온라인교인센터 관리프로그램에서
선거 상태 ‘진행중’으로 설정

2. 유권자는 휴대폰으로 투표 진행

Ⅰ. 개요



1. (교적) 접속 방법

2. (교적) 노회 회원 등록

3. (선거관리 프로그램) 접속 방법

4. (선거관리 프로그램) 선거 셋팅

5. (선거관리 프로그램) 투표 추가

6. (온라인교인센터 앱) 노회 회원 투표참여

7. (QR출입확인) 현장 담당자 출입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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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접속 방법

오직 홈페이지(ohjic.com) 로그인 후 “이름 클릭” > “노회”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1

* 교적부관리자로등록되어있어야접속이가능합니다. 
관리자추가방법은아래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Ⅱ. 상세 사용방법

http://help.ohjic.com/pages/viewpage.action?pageId=933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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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노회 회원 등록

오직 홈페이지(ohjic.com) 로그인 후 “이름 클릭” > “노회”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2

노회 및 시찰회 선택

교역자 등록, 교역자 편집(삭제, 시찰회 및 교회 이동)

교역자 관련 정보

교역자 클릭 시 오른쪽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카드가 뜹니다.

Ⅱ. 상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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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프로그램) 접속 방법

오직 교적에 접속한 상태에서 교적부 상단에 ‘교인센터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3 Ⅱ. 상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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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프로그램) 선거 셋팅

온라인교인센터 관리프로그램에서 투표-투표관리 메뉴에서 선거를 셋팅 할 수 있습니다. 

4

투표 진행시 ‘진행중’으로 설정
투표를 초기화 할때는 ‘종료’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번의 선거에 여러 종류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추가를 클릭하여 투표를 추가하고,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조건을 설정합니다. 
보통 노회는 ‘목사, 장로’ 모두를 선택합니다.

Ⅱ. 상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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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프로그램) 투표 추가

온라인교인센터 관리프로그램에서 투표-투표관리 메뉴에서 선거를 셋팅 할 수 있습니다. 

5

보통 ‘선발투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괄로 사진을 등록할 경우 후보자 정보에 있는 생년월일과 일치하도록
사진파일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홍길동 목사 / 650101 / 오직교회” 처럼
점(.)과 슬러쉬(/)를 이용해 후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엑셀, 한글에서 다수 인원 붙여넣기 가능)

1명의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최대 인원을 설정합니다.

Ⅱ. 상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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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인센터 앱) 노회 회원 투표참여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용 앱입니다. 
앱스토어에서 “온라인교인센터“ 를 검색하거나, ohjic.com/pass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6

교회(단체)명: 노회이름
담임목사(대표자)이름: 노회장님 이름 입력

* 기존에 다른기관으로 로그인되어있던 분은로그아웃 후에
다시로그인하시면 됩니다.

Ⅱ. 상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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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출입확인) 현장 담당자 출입확인하기

스마트폰에서 ohjic.com/q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크롬, 아이폰의 ‘인터넷＇, 삼성인터넷 등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직접 클릭하여 접속하면 동작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교회코드: 별도로 오직에서 안내 드립니다. 
인증키: 별도로 오직에서 안내 드립니다. 
디바이스별칭: 시찰회별로 고유한 번호를 임의로 지정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Ⅱ. 상세 사용방법



1. (온라인교인센터 관리자) 출석 통계 확인

2. (온라인교인센터 관리자) 명찰용 라벨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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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인센터 관리자) 출석 통계 확인

오직 교적에 접속한 상태에서 교적부 상단에 ‘교인센터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예배예약-QR방문이력 메뉴에서 QR코드로 방문한 인원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때와 같이 시찰회별, 직분별 출입자 통계를 구해야 할 경우
방문자통계 메뉴에서 통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Ⅲ.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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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인센터 관리자) 명찰용 라벨출력

오직 교적에 접속한 상태에서 교적부 상단에 ‘교인센터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예배예약-QR라벨인쇄 메뉴에서 QR라벨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통은 유권자 휴대폰으로 온라인교인센터 앱의 QR코드를 활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QR코드를 라벨로 인쇄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Ⅲ. 부가 기능



감사합니다.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