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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리 사용설명서 
채플 (성도용 교회앱)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미니스트리 채플 



1. 채플 앱 

클릭 

스마트폰에서 
성도들의 연락처와  
교회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1. 채플 앱 

클릭 

스마트폰에서 
성도들의 연락처와  
교회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2. 앱 설치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계정과목관리에서 
관항, 목까지  
모두 등록해야 
계정과목이 
나타납니다. 

‘채플’검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태블릿 등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채플’로 검색하셔서 설치합니다. 

‘채플’검색 



2. 앱 설치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계정과목관리에서 
관항, 목까지  
모두 등록해야 
계정과목이 
나타납니다. 

‘채플’검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태블릿 등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채플’로 검색하셔서 설치합니다. 

‘채플’검색 



3. 앱 설치 (휴대폰인증)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교회프로그램에 등록된 
휴대폰을 입력합니다. 

샘플로그인은 
 
휴대폰 : 
01012345678 
인증번호 : 1234 
국가 : 한국 
 
입니다. 

교회프로그램 등록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출석교회의  
국가명을 선택합니다. 
해외 교회일때 
선택하세요. 



3. 앱 설치 (휴대폰인증)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교회프로그램에 등록된 
휴대폰을 입력합니다. 

샘플로그인은 
 
휴대폰 : 
01012345678 
인증번호 : 1234 
국가 : 한국 
 
입니다. 

교회프로그램 등록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출석교회의  
국가명을 선택합니다. 
해외 교회일때 
선택하세요. 



4. 앱 설치 (휴대폰인증)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해외 교회의 경우는 
이 화면을 건너뜁니다..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앱 설치 (휴대폰인증) 채플 앱 설치 및 관리 

선택한교회로 ‘다음＇버튼을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리미 관리 
미니스트리 채플 

(유투브 설교영상, 온라인주보, 홈페이지링크, 소식, 말씀묵상,행사&경조사) 



1. 알리미 관리 알리미 관리 

엔터키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칩니다. 

클릭 

성도에게 교회 설교, 주보, 말씀, 행사, 소식 등의 
교회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알리미 관리 (입력화면) 알리미 관리 

클릭 

알리미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3. 알리미 관리 (입력화면) 알리미 관리 

발신그룹 : 앱의‘알리미’상단에  
표시될 발신그룹입니다. 

체크하면 성도에게 
푸시알림이 전송됩니다. 

체크하면 모든 성도에게 
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전체성도’를  
체크해제하면 

메시지를 수신할 조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 회신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알리미 관리 (입력화면) 알리미 관리 

발신그룹 : 앱의‘알리미’상단에  
표시될 발신그룹입니다. 

체크하면 성도에게 
푸시알림이 전송됩니다. 

체크하면 모든 성도에게 
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전체성도’를  
체크해제하면 

메시지를 수신할 조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 회신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알리미 관리 (입력화면) 알리미 관리 

발신그룹 : 앱의‘알리미’상단에  
표시될 발신그룹입니다. 

체크하면 성도에게 
푸시알림이 전송됩니다. 

체크하면 모든 성도에게 
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전체성도’를  
체크해제하면 

메시지를 수신할 조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 회신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알리미 관리 (입력화면) 알리미 관리 

발신그룹 : 앱의‘알리미’상단에  
표시될 발신그룹입니다. 

체크하면 성도에게 
푸시알림이 전송됩니다. 

체크하면 모든 성도에게 
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전체성도’를  
체크해제하면 

메시지를 수신할 조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 회신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알리미 관리 (알리미 앱화면) 알리미 관리 

발신그룹 

발신자 

발신자 : 미니스트리 

발신자 : 미니스트리 



5. 알리미 관리 (설교영상) 알리미 관리 

①유튜브에서 설교영상주소를 
복사해서 제목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설교영상을 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②클릭 

발신자 : 미니스트리 



5. 알리미 관리 (설교영상) 알리미 관리 

①유튜브에서 설교영상주소를 
복사해서 제목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설교영상을 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②클릭 

발신자 : 미니스트리 



6. 알리미관리 (온라인 주보) 알리미 관리 

워드,한글 등의 프로그램에서 
만드신 주보를 PDF로 저장하신 후에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휴대폰 또는 태블릿(갤럭시탭, 아이패드등)에서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6. 알리미관리 (온라인 주보) 알리미 관리 

워드,한글 등의 프로그램에서 
만드신 주보를 PDF로 저장하신 후에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휴대폰 또는 태블릿(갤럭시탭, 아이패드등)에서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7. 알리미관리 (홈페이지 링크) 알리미 관리 

홈페이지 링크제목과  
URL주소를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발신자 : 미니스트리 

클릭 



7. 알리미관리 (홈페이지 링크) 알리미 관리 

홈페이지 링크제목과  
URL주소를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발신자 : 미니스트리 

클릭 



8. 알리미관리 (교회소식) 알리미 관리 

소식을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발신자 : 미니스트리 



8. 알리미관리 (교회소식) 알리미 관리 

소식을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발신자 : 미니스트리 



9. 알리미관리 (말씀 묵상) 알리미 관리 

발신자 : 미니스트리 

말씀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9. 알리미관리 (말씀 묵상) 알리미 관리 

발신자 : 미니스트리 

말씀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10. 알리미관리 (행사,경조사) 알리미 관리 

행사,경조사 등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발신자 : 미니스트리 



10. 알리미관리 (행사,경조사) 알리미 관리 

행사,경조사 등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를 
마우스우측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발신자 : 미니스트리 



교회연락처 
미니스트리 채플 



1. 교회연락처 교회연락처 

클릭 

헌금정보를 
수정합니다. 

클릭 

교회연락처를 클릭합니다. 



2. 교회연락처(등록) 교회연락처 

교회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교회연혁 
미니스트리 채플 



1. 교회 연혁 교회연혁 

클릭 

교회연혁을 클릭합니다. 

클릭 



2. 교회 연혁 등록 교회연혁 

클릭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미리 편집한 교회연혁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2. 교회 연혁 등록 교회연혁 

클릭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미리 편집한 교회연혁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예배시간 
미니스트리 채플 



1. 예배시간 예배시간 

헌금 목록에서 
선택한 헌금들에 대해 

헌금일, 입금방법, 계정과목을  
일괄변경합니다. 

클릭 

예배시간을 클릭합니다. 



2. 교회예배시간 등록 예배시간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미리 편집한 예배시간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2. 교회예배시간 등록 예배시간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미리 편집한 예배시간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앱 설치한 성도 
미니스트리 채플 



1. 앱 설치한 성도 조회 앱 설치한 성도 조회 

클릭 

헌금정보를 
수정합니다. 

채플앱을 설치한 성도를 
조회합니다. 

앱설치성도를 클릭합니다. 



앱 설정 
미니스트리 채플 



1. 앱 설정 앱 설정 

클릭 

앱 설정을 클릭합니다. 

클릭 



2. 앱 설정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조직,직분,검색)의 
메뉴를 사용할지를 선택합니다. 

설교영상을 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체크했을때 앱메뉴에서 
조직메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메뉴 : 직분별, 조직별 
연락처메뉴가 표시됩니다.  

조직메뉴 : 프로그램의 탐색기폴더의 
‘채플앱설정’에서‘앱메뉴노출’로   
체크한조직이메뉴로 표시됩니다. 



2. 앱 설정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조직,직분,검색)의 
메뉴를 사용할지를 선택합니다. 

설교영상을 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체크했을때 앱메뉴에서 
조직메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메뉴 : 직분별, 조직별 
연락처메뉴가 표시됩니다.  

조직메뉴 : 프로그램의 탐색기폴더의 
‘채플앱설정’에서‘앱메뉴노출’로   
체크한조직이메뉴로 표시됩니다. 



2. 앱 설정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조직,직분,검색)의 
메뉴를 사용할지를 선택합니다. 

설교영상을 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체크했을때 앱메뉴에서 
조직메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메뉴 : 직분별, 조직별 
연락처메뉴가 표시됩니다.  

조직메뉴 : 프로그램의 탐색기폴더의 
‘채플앱설정’에서‘앱메뉴노출’로   
체크한조직이메뉴로 표시됩니다. 



2. 앱 설정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조직,직분,검색)의 
메뉴를 사용할지를 선택합니다. 

설교영상을 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체크했을때 앱메뉴에서 
조직메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메뉴 : 직분별, 조직별 
연락처메뉴가 표시됩니다.  

조직메뉴 : 프로그램의 탐색기폴더의 
‘채플앱설정’에서‘앱메뉴노출’로   
체크한조직이메뉴로 표시됩니다. 



3. 앱 설정(기본 메뉴) 앱 설정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3. 앱 설정(기본 메뉴) 앱 설정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3. 앱 설정(기본 메뉴) 앱 설정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3. 앱 설정(기본 메뉴) 앱 설정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4. 앱 설정(조직 메뉴)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 
                       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체크 

선택 

클릭 

탐색기 최상위 폴더에서 
등록/수정을 클릭합니다. 



4. 앱 설정(조직 메뉴)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 
                       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체크 

선택 

클릭 

탐색기 최상위 폴더에서 
등록/수정을 클릭합니다. 



4. 앱 설정(조직 메뉴)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 
                       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체크 

선택 

클릭 

탐색기 최상위 폴더에서 
등록/수정을 클릭합니다. 



4. 앱 설정(조직 메뉴)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 
                       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체크 

선택 

클릭 

탐색기 최상위 폴더에서 
등록/수정을 클릭합니다. 



4. 앱 설정(조직 메뉴) 앱 설정 

앱에서 연락처에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보기 : 세대주이름이나옵니다. 
배우자 보기 : 배우자이름이나옵니다. 
가족 보기 : 가족리스트와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성조직 보기 : 편성조직(활동조직)과 
                       문자/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체크 

선택 

클릭 

탐색기 최상위 폴더에서 
등록/수정을 클릭합니다. 



연락처 공유 설정 
미니스트리 채플 



1. 연락처 공유 설정 연락처 공유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연락처공유로 설정된 성도의 연락처만 앱에서 연락처정보가 조회됩니다. 



2. 연락처 공유 설정 (조회에서) 연락처 공유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 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2. 연락처 공유 설정 (조회에서) 연락처 공유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 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3. 연락처 공유 설정 (탐색기에서) 연락처 공유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 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더블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3. 연락처 공유 설정 (탐색기에서) 연락처 공유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 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더블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4. 연락처 공유 설정 (성도에서) 연락처 공유 설정 

이 기능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 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더블 
클릭 

연락처공유된 성도의  
이름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회결과에서 
선택한성도에게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클릭 

연락처공유 또는 
해제를 합니다. 



즐겨찾기 
미니스트리 채플 



1. 즐겨찾기 즐겨찾기 

터치 

‘즐겨찾기’로 설교 등 자주보는 메시지와 교구의 연락처를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조회 
미니스트리 채플 



1. 연락처 조회 연락처 조회 

터치 

이름 입력 후 검색을 
 터치합니다. 



앱 공유하기 
미니스트리 채플 



1. 앱 공유하기 앱 공유하기  

‘앱공유’로 SNS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터치 

안드로이드폰 설치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
ails?id=kr.co.ichurch.alimi 

아이폰 설치 주소 : 
https://itunes.apple.com/kr/app/%EC%
B1%84%ED%94%8C/id1390612282?mt=
8 



1. 앱 공유하기 앱 공유하기  

‘앱공유’로 SNS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터치 

안드로이드폰 설치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
ails?id=kr.co.ichurch.alimi 

아이폰 설치 주소 : 
https://itunes.apple.com/kr/app/%EC%
B1%84%ED%94%8C/id1390612282?mt=
8 



환경설정 
미니스트리 채플 



1. 환경설정 환경설정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입니다. 

교회에서 알리미 메시지를 발송할때 
푸시알림을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1. 환경설정 환경설정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입니다. 

교회에서 알리미 메시지를 발송할때 
푸시알림을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