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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리 사용설명서 
조직관리 



조직 종류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탐색기 종류 조직 종류 

교인조직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합니다. 



2. 탐색기 종류 구성 조직 종류 

중복편성 탐색기 :  
 
한 성도가 여러 조직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조직 편성시 성도는 
복사가 됩니다. 
 
예) 봉사조직 등 



3. 탐색기 종류 구성 조직 종류 

중복불가 탐색기 :  
 
한 성도는 한 조직에만 편성됩니다. 
조직편성시 성도는 이동이 됩니다. 
 
예) 교구조직 등 



4. 탐색기 종류 구성 조직 종류 

임시 탐색기 :  
수련회나 일시적인 행사시 성도연락처나 인
원관리할때 사용합니다. 
 
이 탐색기에 편성된 조적정보는 성도의 조직
히스트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직 만들기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폴더(조직) 선택 조직 만들기 

선택한 폴더 하위로 
새폴더를 생성합니다. 

클릭 



2. 폴더(조직) 생성 조직 만들기 

조직이름, 
설명을 입력 
합니다. 

클릭 



조직 편성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탐색기에서 편성(조직선택) 조직 편성 

클릭 

폴더를 클릭합니다. 



2. 탐색기화면 구성 조직 편성 

선택한 성도에게 
문서를 발송합니다. 

성도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치면 
편성됩니다. 



3. 탐색기화면 구성 조직 편성 

선택한 편성을 
취소합니다. 

편성성도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4. 리스트에서 편성(조직선택) 조직 편성 

더블 
클릭 

폴더를 클릭합니다. 



5. 편성할 이름입력 후 엔터키 조직 편성 

편성란에 
성도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치면 
편성됩니다. 



6. 리스트에서 편성 취소 조직 편성 

선택한 편성을 
취소합니다. 



7. 리스트에서 드래그편성(조직선택) 조직 편성 

클릭 



8. 리스트에서 드래그편성 완료 조직 편성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9. 조회에서 드래그편성(조회하기) 조직 편성 

클릭 

조회에서 아래메뉴를 클릭합니다. 



10. 조회에서 드래그편성 완료 조직 편성 

마우스 드래그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11. 가족목록에서 드래그편성 및 완료 조직 편성 

마우스 드래그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조직 수정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조직선택 및 내용입력 조직 수정 

조직이름, 
설명을 변경 
합니다. 

클릭 



2. 조직속성 선택 조직 수정 

클릭 

속성을 클릭합니다. 



3. 조직속성 내용입력 및 수정완료  조직 수정 

클릭 

조직이름, 
설명을 변경 
합니다. 



조직 리스트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조직 더블클릭 조직 리스트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 합니다. 



2. 조직 선택 조직 리스트 

클릭 

폴더를 클릭합니다. 



3.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조회 결과모양을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4.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더블클릭 : 선택한 성도정보로 이동. 



5.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드래그편성 : 선택한 성도를  
                   좌측 조직으로  
                  드래그앤드롭으로편성. 



6.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편집 : 성도정보를 리스트에서 바로 편집. 



7.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선택한 성도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8.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조회결과를  
엑셀,PDF,이미지,HTML등 으로 

변환합니다. 



9.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자주 사용하는 컬럼으로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10.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선택한 성도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합니다. 



11. 조직리스트 화면구성 조직 리스트 

클릭하면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주소로 
웹브라우저가 실행됩니다. 
 
웹주소를 홈페이지에 삽입하거나 
문자발송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새가족등록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조직 더블클릭 조직에서 새가족등록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2. 조직 선택 조직에서 새가족등록 

폴더를 클릭합니다. 

클릭 



3. 새성도등록 선택 조직에서 새가족등록 

새성도등록을 클릭합니다. 

클릭 



4. 새성도등록 입력 조직에서 새가족등록 

이 상태에서 등록된 
모든 성도 및 가족구성원은 
현재 조직에 자동등록됩니다. 



5. 새성도등록 입력 조직에서 새가족등록 

전도축제, 사랑나눔등 행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성도를 등록할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출석체크 
미니스트리 조직관리 



1. 조직 더블클릭 출석체크 

더블 
클릭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2. 조직 선택 출석체크 

폴더를 클릭합니다. 

클릭 



3. 출석체크 선택 출석체크 

출석체크를 클릭합니다. 

클릭 



4. 출석종류 선택 출석체크 

클릭 

출석종류를 선택합니다. 



5. 출석체크 완료 출석체크 

출석여부를 체크합니다.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