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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날짜: 2018년 8월 10일

수신: 총관리 역원,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발신: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신권 가족부(1‑801‑240‑4357)

제목: 2018년 9월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쿠엔틴 엘 쿡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쿠엔틴 엘 쿡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이 2018년 9월 

9일 일요일에 교회 위성 시스템 및 LDS.org, 유튜브,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생방송 될 예정입니다. 이번

에는 쿡 장로, 그리고 교회 역사가인 케이트 홀브룩 자매와 매트 그로우 형제도 함께 참석합니다. 이 모

임에서는 교회 역사를 집중하여 다룰 것이며, 교회사를 풀어쓴 새로운 이야기인 성도들을 소개할 것입

니다.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 성인(만 18~30세) 및 2018년 말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

육 기관을 졸업하는 학생이 참석 대상입니다.

생방송 직후, devotionals.lds.org와 ysafacetoface.lds.org에 영적 모임 녹화 방송이 저장될 것이

며, 언제든 실시간으로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언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

부된 방송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9월 22일 토요일부터 승인된 모든 언어로 녹화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시청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 및 시간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미디어용 자료(페이

스북 및 트위터용 메시지, 인용구가 적힌 이미지, 배너)는 devotionals.lds.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나부 현지 생방송
LDS.org, YouTube, Facebook에서 시청하세요!

이야기 형식의 
새로운 교회 
역사서인 
성도들이 
소개됩니다.

#LDSD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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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0일 월요일 • 오전 9:00 (한국 시간)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쿠엔틴 엘 쿡 장로, 
케이트 홀브룩, 매트 그로우

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케이트 홀브룩,  
교회 역사부

매트 그로우,  
교회 역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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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위성 방송 일정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쿠엔틴 엘 쿡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

2018년 9월 9일 일요일

소요 시간: 1시간 15분

일반 정보

시청 시간

여러분 지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시청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 및 시간1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를 위한 정보

이 방송은 교회 위성 시스템 및 devotionals.lds.org, ysafacetoface.lds.org, YouTube2, 다른 미디어에서 생방

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devotionals.lds.org 또는 ysafacetoface.lds.
org에서 방송을 재생 또는 다운로드 하거나, 생방송을 녹화하여 차후에 시청하거나, 또는 이 방송 일정표에 

있는 다른 방송 시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성 방송 준비 또는 기술 지원 요청에 관한 안내 사항은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를 위한 위성 장비 정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위성 수신기 근처에 두어야 합니다.

집회소에서 교회 위성 방송을 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위성 장비나 인터넷 또는 기타 장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를 보려면, mhtech.lds.org로 가십시오. 이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서비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영어를 읽고 쓰는게 가능하다면 방송이 끝난 뒤에 방송 후 설문조사(Broadcast Postevent Survey)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설문 조사는 영어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설문 조사에 접속하려면 mhtech.lds.org을 

방문하여 broadcast survey를 검색합니다.

자막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여러 지역의 위성 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전자 기기에서 인터

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자막은 영어로만 제공합니다.

1. 방송 시간, 날짜, 이용 가능 언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변경 사항은 events.lds.org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언어의 경우 변경 사항은 해당 지역 서비스 센터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문서에 언급된 모든 제품 또는 회사 이름, 장치, 로고, 아이콘, 그래픽, 디자인은 각 소유자의 고유 상표이며 그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
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제품 또는 서비스, 회사, 단체, 홈페이지, 웹사이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적인 후원이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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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정: 전 세계 영적 모임—청년 성인을 위한 실시간 대화 모임

동영상 복제

이 방송의 동영상은 교회 전용입니다.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는 집회소 도서관용 복제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

니다. 각 동영상 라벨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 공지를 붙이십시오.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쿠엔틴 엘 쿡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

2018년 9월 9일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영적 모임은 devotionals.lds.org 및 ysafacetoface.lds.org에도 저장될 것입니다.

생방송

생방송은 교회 위성 방송 시스템, devotionals.lds.org, ysafacetoface.lds.org, mormonchannel.org, Roku 몰
몬 채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 LDS 종교 교육원 페이스북 페이지 및 몰몬 채널 모

바일 앱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생방송 MDT: 2018년 9월 9일 일요일 오후 6:003 

UTC: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0000

교회 위성 방송 시스템과 devotionals.lds.org, ysafacetoface.lds.org, Roku 몰몬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

한 언어:

미국 수화4 스페인어 영어(자막)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 LDS 종교 교육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 가

능한 언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mormonchannel.org의 생방송 및 오디오 방송 언어와 몰몬 채널 모바일 앱의 생방송 언어:

미국 수화 스페인어 영어(자막)

Roku 몰몬 채널에서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언어로는 생방송 시간에

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mormonchannel.org와 몰몬 채널 앱에서의 스페인어 방송도 생방송 시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devotionals.lds.org와 ysafacetoface.lds.org에서 위의 언

어로 영적 모임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모임 시작 시간은 유타 현지 시간(MDT)과 협정 세계시(UTC)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MDT는 일광 절약 시간(서머타임)을 적용하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현지 시간입
니다. UTC는 국제 표준 시간입니다.

4. 미국 수화(ASL)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화(ASL) 방송은 수화 사용자용이며 화면 안의 작은 칸 안에 수화 연사가 나옵니다. 영어 라디오 방송
이 미국 수화와 함께 방송됩니다. 위성으로 미국 수화를 수신해야 하는 경우 적어도 방송 2주일 전에는 담당 시설 관리 그룹에 연락하십시오. 추가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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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정: 전 세계 영적 모임—청년 성인을 위한 실시간 대화 모임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devotionals.lds.org, ysafacetoface.lds.org, mormonchannel.org, Roku 몰몬 채널, 그리고 몰몬 

채널 모바일 앱에서 제공됩니다.

devotionals.lds.org 및 ysafacetoface.lds.org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및 오디오 아카이브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

한국어

광둥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몽골어

미국 수화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아노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자막)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표준 중국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생방송 동영상 파일은 방송 직후에 devotionals.lds.org 및 ysafacetoface.lds.org에 저장됩니다. 오디오 파일 

및 추가 동영상 파일은 방송 이후 2018년 9월 22일 토요일에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이 방송의 텍스트 파일은 

게시되지 않습니다.

mormonchannel.org, Roku 몰몬 채널, 몰몬 채널 앱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아카이브 언어:

미국 수화 영어(자막)

본 방송은 생방송 이후 수 일내로 mormonchannel.org의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동영상 모음에 

추가될 것이며, 몰몬 채널 아카이브와 몰몬 채널 모바일 앱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2. 모임 시작 시간은 유타 현지 시간(MDT), 협정 세계시(UTC)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MDT는 일광 절약 시간(서머타임)을 적용하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현지 시간입니
다. UTC는 국제 표준 시간입니다. MDT나 UTC를 기준으로 지역별 시청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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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정: 전 세계 영적 모임—청년 성인을 위한 실시간 대화 모임

기타 전송 방법

텔레비전 및 라디오

본 방송은 전 세계 가능한 지역에서는 방송 및 케이블, 위성, 인터넷, Mormon Channel HD Radio를 포함하

여 다양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프로그램 목록

에서 본 모임이 시청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거나 mormonchannel.org 또는 byutv.org로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은 애플(iOS)이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갖춘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의 다양

한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obile.lds.org를 방문하거나 갖고 계신 기기의 앱 스

토어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되는 언어의 경우 대부분 방송 후 한 달 이내에 동영상 및 오디오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캐스트는 devotionals.lds.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및 오디오 언어:

이용 가능한 언어는 devotionals.lds.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