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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리 사용설명서 
성도관리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 등록 
미니스트리 성도관리 



1. 새가족등록 클릭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클릭 

새성도등록을 클릭합니다. 



2. 새가족등록 사짂편집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사진은 마우스오른쪽메뉴로 
직접 사진을 등록하거나, 

‘사진편집＇버튼을 이용합니다. 



3. 새가족등록 개인정보입력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새가족등록 가족정보&기타정보 입력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가족정보와 기타정보를 
입력합니다. 



5. 새가족등록 저장 및 완료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클릭 
Ctrl+S 

저장버튼 또는 Ctrl+S를 누릅니다. 



6. 새가족등록 가족추가 선택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클릭 

가족추가를 클릭합니다. 



7. 새가족등록 가족추가 등록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가족목록에 ‘새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8. 새가족등록 가족정보 입력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를 선택합니다. 



9. 새가족등록 가족정보&기타정보 입력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가족정보와 기타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새가족등록 가족추가 완료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클릭 
Ctrl+S 

저장버튼 또는 Ctrl+S를 누릅니다. 



11. 성도정보에서 선택하여 바로보기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더블클릭하면 
선택한 성도정보로 

이동됩니다. 



12. 세대주, 배우자 지정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세대주를 선택합니다. 



13. 세대주, 배우자 지정 저장 및 완료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클릭 
Ctrl+S 

저장버튼 또는 Ctrl+S를 누릅니다. 



14. 가족목록의 기능구성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선택한 가족을 분가합니다. 

가족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15. 가족목록의 기능구성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더블클릭 : 목록에서 더블클릭하면 
성도정보로 이동합니다. 
 
드래그편성 : 선택한 성도를  
좌측 조직편성으로 드래그편성합니다. 



16. 가족목록의 기능구성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텍스트박스에 바로 
이름 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치시면  

조회한 성도를  
현재 가족구성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7. 가족목록의 기능구성 새성도 및 가족구성원등록 

‘가족추가’를 클릭하면 가족에 
새로운 성도가 바로 등록됩니다. 



성도 조회 
미니스트리 성도관리 



1. 찾기 (단축키 Ctrl + F) 성도 조회 

Ctrl + F 
단축키 



2. 찾기 (이름입력 후 엔터키) 성도 조회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치세요. 

확인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3. 찾기 (성도선택 후 더블클릭 또는 엔터키) 성도 조회 

성도를 선택한 후 
더블클릭 또는 

엔터키를 치면 선택됩니다. 



4. 찾기화면 구성 성도 조회 

자주사용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찾기화면 구성 성도 조회 

조회조건을 재설정한 후 
확인클릭하면 다시 조회합니다. 



6. 빠른조회 (퀵조회) 성도 조회 

이름 입력후 
Entet 키 



7. 빠른조회 (퀵조회) 결과 성도 조회 

성도를 선택한 후 더블클릭 또는 
엔터키를 치면 선택됩니다. 



8. 빠른조회 (퀵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자주사용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9. 빠른조회 (퀵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조회조건을 재설정한 후 
확인클릭하면 다시 조회합니다. 



10. 빠른조회 (퀵조회) 완료 성도 조회 

클릭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성도정보에서 바로조회 (이름입력후 엔터키) 성도 조회 

성도정보에서 
바로 이름을 입력후 

Entet 키 



12. 성도정보에서 바로조회 결과 및 선택 성도 조회 

성도를 선택한 후 더블클릭 또는 
엔터키를 치면 선택됩니다. 



13. 성도정보에서 바로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자주사용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4. 성도정보에서 바로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조회조건을 재설정한 후 
확인클릭하면 다시 조회합니다. 



15. 성도정보에서 바로조회 완료 성도 조회 

클릭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16. 상세조회 선택 ( F5 ) 성도 조회 

클릭 

조회-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17.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조직 또는 교육에서 
성도를 조회합니다. 



18.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조직미편성자, 제적자포함여부, 
세대주조회여부를 체크 합니다. 



19.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조회 결과모양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20.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더블클릭 : 선택한 성도정보로 이동. 



21.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드래그편성 : 선택한 성도를  
                  좌측 조직으로 드래그앤드롭으로편성 



22.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편집 : 성도정보를 리스트에서 바로 편집. 



23. 상세조회 화면구성 (젂교인조회) 성도 조회 

아무 조회조건없이 조회하면 
전교인이 조회됩니다. 

클릭 



24.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조회결과를  
엑셀,PDF,이미지,HTML등 으로  

변환합니다. 



25.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자주 사용하는 컬럼으로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26. 상세조회 화면구성 성도 조회 

선택한 성도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합니다. 



우편라벨 
미니스트리 유용한기능 



1. 우편 선택 우편라벨 

선택한 성도들에 대한 
우편라벨을 인쇄합니다. 



2. 우편 선택 우편라벨 

Formtec 계열 우편라벨을 
문구점에서 구입합니다. 

클릭 



3. 우편라벨 인쇄 우편라벨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심방 등록 
미니스트리 성도조회 



1. 심방선택 심방 등록 

클릭 

심방을 클릭합니다. 



2. 새심방 클릭 심방 등록 

클릭 

새심방을 클릭합니다. 



3. 새심방 정보입력 및 완료 심방 등록 

심방정보를 입력 합니다. 

클릭 

입력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심방 수정 
미니스트리 성도조회 



1. 심방수정 선택 심방 수정 

선택한 심방을 수정합니다. 

심방 수정은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클릭 



2. 심방수정 정보입력 및 완료 심방 수정 

심방정보를 입력 합니다. 

클릭 

입력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심방 보안 
미니스트리 성도조회 



1. 심방보안 선택 심방 보안 

클릭 

보안을 클릭합니다. 



2. 심방보안 볼 수 없는 사용자선택 심방 보안 

심방을 볼 수 없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클릭 



3. 심방보안 설정 완료 심방 보안 

클릭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짂 편집 
미니스트리 성도조회 



1. 사짂편집 선택 사짂 편집 

클릭 

사집편집을 클릭합니다. 



2. 사짂파일 열기 사짂 편집 

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3. 영역지정 사짂 편집 

영역 
선택 



4. 사짂편집 완료 사짂 편집 

클릭 



성도 상세 정보 
미니스트리 성도조회 



1. 출석 성도 기타 정보 

예배 종류별로 
출석현황을 
보여줍니다. 

출석체크는 
조직관리에서 
설명합니다. 

클릭 



2. 조직 성도 기타 정보 

조직편성은 
조직관리에서 
설명합니다. 

클릭 

현재성도가 편성된 
조직입니다. 



3. 교육 성도 기타 정보 

현재성도가 받은  
교육정보입니다. 

교육편성은 
교육관리에서 
설명합니다. 

클릭 



4. 헌금 성도 기타 정보 

클릭 

현재 성도의 헌금 
기록입니다. 

 
 
 
 
 
 
 
 
 
 
 
 
 
 

헌금기록을 볼 수 없는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5. 히스토리 성도 기타 정보 

조직 편성기록, 
가족분가 / 합가기록, 
주소변경기록입니다. 

클릭 



6. 가족변동내역 성도 기타 정보 

가족변동 내역 
기록입니다. 

클릭 



제적자관리 
미니스트리 유용한기능 



1. 제적자 선택 제적자관리 

클릭 

제적자명단을 클릭합니다. 



2. 제적자 결과 제적자관리 

성도정보에서 삭제된  
제적자목록입니다. 



3. 제적자 복원 제적자관리 

선택한 성도를 복원합니다. 

클릭 



4. 제적자 완젂삭제 제적자관리 

선택한 성도를 
완전삭제합니다. 

클릭 



교인관계도 
미니스트리 유용한기능 



1. 관계 선택 교인관계도 

클릭 

관계버튼을 클릭합니다. 



2. 관계 입력 교인관계도 

상호간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3. 관계 입력 후 엔터키 교인관계도 

이름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성도를 조회합니다. 



4. 관계 추가 교인관계도 

클릭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5. 관계 삭제 교인관계도 

 선택한 상대편과의 
관계를 삭제합니다. 



6. 관계도 보기 교인관계도 

상대편의 관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