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를 통한 홍보-언론 매체 일정표

여러분 스테이크 내 각 와드/지부의 회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세미나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홍보 일정을 추천합니다.

ㄱ. 행사 12주 전:

i. 여러분이 세미나에 등록시키려는 사람 수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ii. 여러분 지역의 홍보 분야 대외 관계 대표에게 연락하고 세미나 세부사항을 공유합니다.

iii. 스테이크 일정표에 세미나를 기록하고 모든 감독과 지부 회장이 행사 세부사항을 알도록 합니다.

iv.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와 색인 작업 책임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에게 행사 세부사항을 전합니다. 계획 모임에 그들을 

초대하여 세미나 기간 동안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v. 인접한 다른 스테이크를 세미나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vi. 감독과 지부 회장들에게 세미나 세부사항을 와드/지부에 널리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각 감독/지부 회장에게 다음 

물품을 전합니다.

1. 와드 게시판에 부착할 12x18 인치 크기의 집회소용 포스터 1장.

2. 와드 회원들에게 배부할 75~100장 내외의 반페이지 크기 전단지.

3. 일요일 게시용 광고지 1장

ㄴ. 행사 8주 전:

i. 감독,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색인 작업 책임자, 담당 고등평의원에게 참석자 목표를 전합니다. 

행사를 홍보하고 참석 독려를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ii. 집회소 현관에 24x32 인치 크기의 집회소용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iii. 현지 가족 역사 센터에 12x18 인치 크기의 집회소용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ㄷ. 행사 6주 전:

i. 감독,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색인 작업 책임자, 담당 고등평의원과 함께 등록자 수를 다시 파악하고, 

참석자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행사 홍보를 독려합니다.

ii.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와드에서 세미나를 홍보해줄 것을 감독들에게 상기시킵니다.

iii. 12x18 인치 크기의 지역사회용 포스터와 반 페이지 크기의 지역사회용 전단지를 현지 도서관, 지역사회 센터, 역사 

단체, 기타 공공장소의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스테이크 가족 역사 세미나

홍보 일정표



1. 이런 곳에 포스터를 게시하려면 사전 승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미나 상세사항을 웹사이트, 포럼, 이메일 등으로 전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안내 (PSA)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iv. 현지 언론매체(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연락해 언론용 자료와 8½ x 11 인치 크기의 신문 삽입용 전단을 제공합니다. 

이 무료 행사를 위한 공공 안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v. 여러분 지역의 홍보 분야 대외 관계 대표가 세미나 홍보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와드 및 

스테이크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알립니다.

ㄹ. 행사 4주 전:

i. 감독,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색인 작업 책임자, 담당 고등평의원과 함께 등록자 수를 다시 

파악하고, 참석자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행사 홍보를 독려합니다.

ii.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와드에서 세미나를 홍보해줄 것을 감독들에게 상기시킵니다.

iii. 등록된 참석자들에게 행사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세미나 참석을 장려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미나에 오면 가족 역사에 대한 경험에 관계없이 알맞은 수준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ㅁ. 행사 3주 전:

i. 감독,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색인 작업 책임자, 담당 고등평의원과 함께 등록자 수를 다시 

파악하고, 참석자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행사 홍보를 독려합니다.

ii.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와드에서 세미나를 홍보해줄 것을 감독들에게 상기시킵니다.

iii. 여러분이 지역사회용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부했던 곳을 다시 가봅니다. 포스터와 전단지를 새로 붙이거나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공공 서비스 안내 기회가 있는지 다시 알아봅니다.

ㅂ. 행사 2주 전:

i. 감독,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색인 작업 책임자, 담당 고등평의원과 함께 등록자 수를 다시 

파악하고, 참석자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행사 홍보를 독려합니다.

ii.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와드에서 세미나를 홍보해줄 것을 감독들에게 상기시킵니다.

iii. 등록된 참석자들에게 행사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세미나 참석을 장려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미나에 오면 가족 역사에 대한 경험에 관계없이 알맞은 수준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ㅅ. 행사 기간:

i. 행사장이나 주출입구와 같이 잘 보이고 통행이 많은 곳에 현수막을 겁니다.(선택 사항) 승인받은 경우, 건물 앞 잔디 

위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주: 적절한 곳에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승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ii. 주출입구 문에 환영 표지판을 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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