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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일

수신: 총관리 역원 및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의 다음 지도자들: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17년 10월 연차 대회 입장권—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자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2017년 9월 18일 화요일부

터 연차 대회 주말까지 컨퍼런스 센터 4번 출구 안에 위치한 컨퍼런스 센터 입장권 사무실에서 입장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방문객은 입장권을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모임의 입장권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역 사무실 직원 및 신권 지도자들은 연차 대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는 회원들에게 컨퍼런스 센

터 4번 출구에 있는 입장권 사무실을 방문할 때 모든 일행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직접 여권을 보여줘

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도움을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입장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교회 회원 기록이 있는 곳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미

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회원은 해외 방문객 자격으로 입장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단위 조

직 내에 연차 대회에 참석하려는 회원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이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감리 감독단



입장권 구하기

미국이나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오는 회원은 한 사람당 

토요 모임 입장권 한 장과 일요 모임 입장권 한 장을 받

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매들은 여성 총회의 입장

권을 한 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신권 모임 

입장권도 한 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2주 전부

터 각 회원은 컨퍼런스 센터의 4번 출구 쪽에 있는 입장

권 사무실에 자신의 여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요일	 시간

 월요일 오전 10:00~오후 5:00

 화요일 오전 10:00~오후 5:00

 수요일 오전 10:00~오후 5:00

 목요일 오전 10:00~오후 5:00

 금요일 오전 9:00~오후 7:00

 토요일 오전 8:00~오후 6:30

 일요일 오전 7:30~오후 2:30

이 운영 시간은 연차 대회가 열리는 그 주에만 적용됩니

다.

입장권에 대한 자격 여부는 그 사람의 교회 회원 기록

이 소재한 지역에 의거해 결정됩니다. 회원 기록이 미

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회원은 해외 방문객 자격으로 

입장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대회 일정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 기록이 미국 또는 캐나다 지역 밖으

로 옮겨졌다면 입장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장권

연차 대회 모임 입장권 소지자는 모임 시작 30분 전까지 

컨퍼런스 센터의 해당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그 후부

터는 대기줄에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좌석이 배정될 것

입니다. 컨퍼런스 센터의 출입구는 각 모임 시작 90분 

전에 열립니다. 유아를 포함하여 만 8세 미만의 어린이

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필요 사항

연차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 중에 휠체어 통로, 휠체어 

고정 좌석, 통역 지원, 자막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하여 서비스 안내자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 입장

입장권 미소지자들을 위한 대기자 줄은 템플 스퀘어 북

문에서 시작되며, 선착순 원칙에 따라서 입장권을 지급

해 드립니다. 대기자 입장을 기다리는 분들은 줄을 서면

서 다른 사람 자리를 맡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대기자 모두가 컨퍼런스 센터에 입장하지 못할 수도 있

습니다. 각 모임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하여 대기자 줄

에 계신 분들은 착석 가능한 좌석이 찰 때까지 컨퍼런

스 센터에 입장하게 됩니다. 초과되는 인원을 위한 별도 

좌석이 템플 스퀘어 내 다른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보안

대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 본부에는 보안 규

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규정에 따라 등

에 메는 가방, 소포나 짐 꾸러미, 음식물, 무기류, 카메

라, 녹음 및 녹화 관련 장비는 교회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원들은 각 모임에 일찍 도착해야 

하고 모임이 끝나면 컨퍼런스 센터에서 곧바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협조해 주신다면 보안 검열로 

지체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연차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보

안 규정을 알려 주셔서 회원들이 그에 따라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이 연차 대회의 

특별한 영을 방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에게도 정중하게 대할 것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연차 대회와 컨퍼런스 센터, 템플 스퀘어 내 행사 및 주

변 행사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www.lds.org/

events에 접속하거나 801-570-0080 또는 1-866-537-

8457(수신자 부담: 북미 지역 번호 사용시)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연차 대회 입장권 

관련 정보
2017년 8월 7일





 
 
 
 
 
 
 
 
 
 
 
 
 
 
 
 
 
 
 
 
 
 
 
 
 
 
 
 
 
 
 
 
 
 

This letter is being translated and will be distributed to units identified as Albanian, Armenian, Bulgarian, Cambodia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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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nference 
Ticket Information 
August 7, 2017 
 
 

Obtaining Tickets 
A member arriving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Canada is entitled to receive one ticket for a 
Saturday session and one ticket for a Sunday 
session. Sisters ages eight and older are also 
eligible for one ticket to the general women’s 
session. Priesthood holders are also eligible for one 
ticket for the priesthood session. Beginning two 
weeks prior to general conference, each member 
must be present and show his or her passport at  
the ticket office located through door 4 of the 
Conference Center. 
 

   Day Hours 
Monday 10:00 a.m.–5:00 p.m. 
Tuesday 10:00 a.m.–5:00 p.m. 
Wednesday 10:00 a.m.–5:00 p.m. 
Thursday 10:00 a.m.–5:00 p.m. 
Friday 9:00 a.m.–7:00 p.m. 
Saturday 8:00 a.m.–6:30 p.m. 
Sunday 7:30 a.m.–2:30 p.m. 

 
These hours apply only to the week prior to 
general conference. 
 
Eligibility for tickets will be determined based on 
where the individual’s Church membership record 
is located. If the individual’s membership record i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they will 
not be eligible for tickets as an international 
visitor. If an individual’s membership record has 
been moved out of the United States or Canada 
within the two weeks prior to the conference they 
will not be eligible for tickets. 
 
Tickets 
A ticket for a session of general conference 
ensures the ticket holder a seat in the Conference 
Center until 30 minutes before that session begins. 
After that time, seats may be made available to 
those waiting in the standby line. Doors open 90 
minutes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years, including 
infants, will not be admitted. 
 

Special Needs 
If members attending general conference require 
wheelchair access, accessible seating, translation 
support, closed captioning, or other services, they 
should inform the guest service ushers upon arrival 
at the Conference Center. 
 
Standby Admittance 
A standby line for those without tickets begins at 
the Temple Square north gate and is form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ose seeking 
standby admittance are asked not to hold places in 
line for others. Admittance into the Conference 
Center cannot be assured. Beginning 3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each session, those in the 
standby line will be admitted to the Conference 
Center until available seats are filled. Overflow 
seating is available elsewhere on Temple Square. 
 
Safety and Security 
Security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t Church 
headquarters for the safety of conference 
attendees. These measures prevent backpacks, 
packages, food items, weapons,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from entering Church buildings. 
Members are asked to arrive early for each session 
and exit the Conference Center promptly at the 
conclusion of each session. These steps will aid in 
the screening process and limit delays. 
 
Priesthood leaders should inform members who 
will attend general conference of the safety 
measures so they can plan accordingly. Some 
people may attempt to disrupt the special spirit of 
the general conference sessions. All who attend are 
encouraged to be courteous to such persons. 
 
Additional Information 
For information about general conference, the 
Conference Center, and events on and around 
Temple Square, visit www.lds.org/events or call 
801-570-0080 or 1-866-537-8457 (toll free from 
locations with North American area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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