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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ing Center 회사의 창업 시작은 교회 예배를 돕기

1
PLANNING
CENTER는
어떤 회사인가요?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된 기독교 회사입니다.
현재는 예배프로그램과 함께 교적 관리 프로그램, 예배
체크인 프로그램, 교회시설 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Planning Center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관련 서비스만 국한하여 개발하는 회사이므로
각 교회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개인 정보들은 해당 교회,
그리고 개인만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 3 회사들에게 정보를 팔거나 아니면
소유 회사가 개인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곳과 다르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교회와 교인에게만
소유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10년이 넘도록 Planning Center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며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왜
외부회사가
저의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는 작년부터 교적 관리의

편리함과 확장성을 위하여 여러 서비스를 테스트
해왔고 그 중 가장 안전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Planning Center 를 선택하였으며
이번 여름에 기존에 사용하던 교인 데이터를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Church Center 를 열었을 때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은, 열린문 교회의 등록교인분들의
정보를 이미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Check
in 에서 사용하는 개인 정보는, 신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만들어 졌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3
QR코드는 어떻게
생성이 되나요?
바코드와는 다른
것인가요?

 두 코드 모두 컴퓨터가 쉽게 문자 혹은 숫자를

읽기 쉽게 표기해 놓은 표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나 영어를 컴퓨터 언어로
번역해 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arcode 는 숫자를 그림으로 변경한

표기법이며 이는 막대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R Code 는 숫자만으로 정보를 표기하기엔
너무나 많은 숫자를 넣어야 하므로 영어
알파벳이나 문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한 바코드의
발전된 표기법 입니다.

4
SCAN 할 때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에 체크인 할 때 생성되는 QR코드는

핸드폰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Planning Center 에서 만들어진 특정 문구를
컴퓨터가 읽기 쉽도록 변형한 것이기에
개인 핸드폰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11시 예배 출석” 이라는

문구를 컴퓨터가 읽기 쉽도록 변형한 코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