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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그램 시작 – 설치하기 
 

- 마중물_승인시스템.exe 를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C:\majungmul\ 폴더가 생성 되고 바탕화면 및 시작프로그램에 등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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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램 시작 - 실행하기 

 바탕화면 마중물시스템 아이콘 및 시작-프로그램-majung_card폴더-마중물시스템아이콘 

<메인화면> 

아이콘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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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램 시작 - 정보 업데이트 

• 프로그램 시작시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카드빈, 수기입력권한, 안내메시지, 등을 업데이트 합니다. 
• 최초 프로그램 실행시 정보업데이트가 되어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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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실행 화면> <서버접속 실패 화면> 

정보 업데이트 오류시  
Page 12 (정보업데이트) 참고 하세요. 



2-1 환경설정 - 들어가기 

• 메인화면에서 환경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환경설정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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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클릭 



2-2 환경설정 – 설정 및 저장 

마중물 가맹점 정보 설정 

설치된 단말기 관련 설정 
설치PC COM포트 설정 
영수증 : 학생용 (이름,학교 출력안됨) 
            가맹점용 (이름,학교 출력됨) 
용지규격 : 단말기 모델  

마중물 승인서버 설정 
<IP, PORT 절대변경 금지> 

설정 후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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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래하기 – 카드승인(1/2) 
• 거래구분 승인을 선택 후 카드리더기 또는 수기입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카드 승인 절차 

1. 거래구분 : 승인 선택 

2. 카드입력 구분 

-카드리더기 선택시 팝업창이 뜨면 단말기에서 카드리딩 

-수기입력 선택시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수기입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필요 시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회원정보 자동으로 가져오기(치료영역,강사,기본금액) 

3. 치료영역이 두개 이상인 학생은 치료영역 선택 (해당 치

료영역에 따라 강사 및 금액 자동 입력됨.) 

4. 금액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액변경 선택 후 변경사유

를 반드시 입력해야 승인 됨.(예시:월잔액사용 등) 

5.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 클릭 

6. 영수증 출력 (기본 학생용1장, 설정 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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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래하기 – 카드승인(2/2) 
• 마중물 카드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결과메세지에서 확인 합니다. 

 

- 정상거래시 해당건 영수증 출력 

<승인거절시> 

승인거절시 거절에 대한 사유 표시 
정상거래시 승인번호,학생/카드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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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래하기 – 카드취소 
• 정상승인된 거래건에 대해서 취소하는 경우 

카드 취소 절차 

1. 거래구분 : 취소 선택 

2. 카드입력 구분 

-카드리더기 선택시 팝업창이 뜨면 단말기에서 카

드리딩 

-수기입력 선택시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3. 취소할 치료영역 선택  

4. 치료금액: 취소할 원거래의 금액이 자동 입력됨 

(선택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액변경을 클릭하여 금액수정) 

5. 원거래 승인번호 

- 취소할 원거래의 승인번호 입력 

6. 원거래 승인일자 

- 취소할 원거래의 승인일시 선택 

7. 결재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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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거래하기 – 잔액조회 
• 마중물 카드에 대한 지원/사용 금액 등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 잔액조회 절차 

1. 거래구분 : 잔액조회 선택 

2. 카드입력 구분 

-카드리더기 선택시 팝업창이 뜨면 단말기에서 

카드리딩 

3. 결과 메시지 창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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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타기능 – 영수증 재발행 
• 영수증 출력시 오류가 난 경우 , 영수증 재발행 버튼 을 누르면  
     직전 거래건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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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타기능 – 정보 업데이트 
• 프로그램 시작시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카드빈, 수기입력권한, 안내메시지 등을 업데이트 합니다. 
• 서버접속 실패, 응답지연 등의 이유로 업데이트 실패시,  
     수동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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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4-3 기타기능 – 트래이아이콘 
•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 작업표시줄의 트래이아이콘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최소화 버튼 클릭하여 프로그램 숨깁니다. 

<윈도우 작업표시줄> 
더블클릭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로그램 재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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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타기능 – 거래조회 및 정산내역 조회 

• 로그인 – 가맹점 선택 후 사업자번호, 
인증번호 입력( 최초 인증번호는 사업
주, 인증번호 꼭 변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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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usan.majungmul.or.kr 

ID : 사업자번호 
인증번호 : 사업주 

http://busan.majungm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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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조회 
클릭 

4-4 기타기능 – 거래조회 및 정산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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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타기능 – 사용실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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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타기능 – 정산내역 조회 



4-5 오류 증상 팝업 메세지 

• PC 통신 포트(COM PORT)를 잘 못 설정 한 경우  
     => PC제어판-장치관리자에서 통신포트를 확인 후 마중물 프로그램    
환경설정에서 COM 번호를 수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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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통신 포트(COM PORT)와 젠더 연결이 분리된 경우 
=> 케이블 연결을 확인합니다. 
 

• 단말기가 사용중 일 때 카드리딩을 한 경우 
     => 단말기가 대기 상태인지 확인 합니다.(단말기 종료키
를 여러 번 눌러 메뉴화면에서 빠져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