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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리 사용설명서 
교육관리 



교육만들기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교육조직 선택 교육만들기 

클릭 

교육조직을 클릭합니다. 



2. 교육폴더 생성 교육만들기 

① 생성할 상위 폴더에서 
마우스오른쪽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폴더 생성을 클릭합니다. 



3. 교육폴더 생성 완료 교육만들기 

클릭 

이름, 교육기간, 
설명을 입력합니다. 



교육편성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탐색기에서 편성(폴더선택) 교육편성 

폴더를 선택합니다. 

클릭 

폴더를 선택합니다. 



2. 교육탐색기 편성구성 교육편성 

선택한 성도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성도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치면 편성됩니다. 



3. 교육탐색기 편성구성 교육편성 

편성성도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선택한 편성을 
취소합니다. 



4. 리스트에서 편성(폴더더블클릭) 교육편성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 합니다.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5. 리스트에서 편성 완료 교육편성 

선택한 편성을 
취소합니다. 

성도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치면 편성됩니다. 



6. 리스트에서 드래그 편성(폴더클릭) 교육편성 

클릭 

조직리스트 또는  
조회결과 입니다.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클릭합니다. 



7. 리스트에서 드래그 편성(편성선택) 교육편성 

클릭 

편성을 클릭합니다. 편성을 클릭합니다. 



8. 리스트에서 드래그 편성완료 교육편성 

마우스 드래그 

마우스클릭 상태로 드래그합니다. 마우스 클릭상태로 드래그합니다. 



9. 가족목록에서 드래그 교육편성 

마우스 드래그 

마우스 클릭상태로 드래그합니다. 

마우스 클릭상태로 드래그합니다. 



교육수정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교육선택 교육수정 

클릭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클릭합니다. 



2. 교육속성선택 교육수정 

속성을 클릭합니다. 

클릭 

속성을 클릭합니다. 



3. 교육 속성 수정완료 교육수정 

클릭 

조직이름, 
설명을 변경합니다. 



교육리스트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교육 폴더 선택 교육리스트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2.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조회 결과모양을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3.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더블클릭 : 선택한 성도정보로 이동. 



4.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드래그편성 : 선택한 성도를  
                   좌측 조직으로  
                  드래그앤드롭으로편성. 



5.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편집 : 성도정보를 리스트에서 바로 편집. 



6.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선택한 성도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7.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자주 사용하는 컬럼으로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8.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선택한 성도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합니다. 



9. 교육리스트 구성 교육리스트 

조회결과를 엑셀,PDF,
이미지,HTML등 으로 변

환합니다. 



출석, 수료관리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교육폴더 더블클릭 출석, 수료관리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2. 교육선택 출석, 수료관리 

선택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를 선택합니다. 



3. 출결/수료체크 선택 출석, 수료관리 

출결/수료체크를 선택합니다. 

선택 

출결/수료체크를 선택합니다. 



4. 출석날짜 선택 출석, 수료관리 

날짜를 선택합니다. 

선택 

날짜를 선택합니다. 



5. 출석체크 완료 출석, 수료관리 

체크 

체크여부에 선택합니다. 체크여부에 선택합니다. 



6. 수료체크 완료 출석, 수료관리 

수료여부에 선택합니다. 

체크 

수료여부에 선택합니다. 



수료증, 증서 발급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교육폴더 더블클릭 수료증, 증서 발급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 합니다.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2. 교육선택 수료증, 증서 발급 

클릭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클릭합니다. 



3. 레포트선택 수료증, 증서 발급 

선택 

레포트를 선택합니다. 레포트를 선택합니다. 



4. 발급 대상자 선택 수료증, 증서 발급 

선택 

발급종류를 선택합니다. 발급종류를 선택합니다. 



5. 발급 인쇄 수료증, 증서 발급 

클릭 

인쇄를 클릭합니다.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미니스트리 교육관리 



1. 교육폴더 더블클릭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 합니다.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2. 교육선택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클릭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클릭합니다. 



3. 레포트 관리 선택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클릭 

레포트관리를 클릭합니다. 레포트관리를 클릭합니다. 



4. 수정선택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수정을 클릭합니다. 

클릭 

수정을 클릭합니다. 



5. 편집선택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파일을 열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파일을 열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6. 증서편집 후 PC 저장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클릭 

편집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편집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저장한 증서 불러오기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파일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파일열기를 클릭합니다. 



8. 저장한 증서 저장하기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9. 라벨(Label) 예약어 정의표 수료증, 각종증서 편집 

증서편집시 라벨명(Label  Name) 을  
이와 같이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성도정보로 치환되어 인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