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25 August 2016: Training on Teaching in the Savior’s Way의 번역. Korean. 14196 320

공지 사항 

날짜: 2016년 8월 25일

수신: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발신: 신권 가족부(1‑801‑240‑2134)

제목: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훈련 모임

다음 생방송 일정을 스테이크 및 와드 캘린더에 추가해주십시오.

한국 시간으로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오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LDS.org와 교회 위성 시스템을 

통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훈련 모임이 생방송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훈련 모임은 교사 

평의회 모임과 새로운 교사 예비 교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 가르침을 전할 

것이며 양방향 훈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각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 중 한 명과 각 감독단 일원 중 한 명, 주일학교 담당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및 와드 보조 조직 회장단 전원, 장로 정원회 회장단 및 대제사 그룹 지도자 전원, 그리고 부름 

받은 교사 전원이 이 방송을 시청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집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및 와드는 집회소에서 방송 시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사람은 방송이 시작한 이후에 언제든지 LDS.org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와드에서는 방송 일자 이후에 열리는 교사 및 지도자 모임에서 녹화 방송을 보

여주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언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 공지 사항에 동봉된 방송 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 방송 일정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훈련 모임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모임 길이: 1시간 30분

일반 정보

시청 시간 선택

여러분 지역의 회원들에게 가장 좋은 시청 시간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를 위한 정보

이 방송은 교회 위성 시스템 및 LDS.org에서 생방송1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 시청하려면 lds.org/broadcasts/
training에서 방송을 실시간 재생 혹은 다운로드받거나 생방송을 녹화하여 다른 시간대에 시청해야 합니다.

위성 방송 준비 또는 기술 지원 요청에 관한 안내 사항은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를 위한 위성 장비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위성 수신기 근처에 두어야 합니다.

집회소에서 교회 위성 방송을 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위성 장비나 인터넷 또는 기타 장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보려면, mhtech.lds.
org로 가십시오. 이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관리 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은 여러 지역에서 교회 위성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영어는 자막 

채널1(CC1), 스페인어는 자막 채널3(CC3), 포르투갈어는 자막 채널4(CC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막 방송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가 필요한 회원을 위해 텔레비전 모니터를 설정해 주십시오.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를 위한 위성 장비 

정보에 있는 유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자막 방송은 전자 기기가 지원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복제

이 방송의 비디오는 교회 전용입니다.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는 집회소 도서관용 복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비디오 라벨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 공지를 붙이십시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훈련 모임

2016년 11월 5일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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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은 lds.org/broadcasts/training에 저장될 것입니다.

1. 방송 시간, 날짜, 언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업데이트는 broadcastinfo.lds.org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된 변경 사항은 해당 지역 관리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생방송은 교회 위성 시스템 및 lds.org/broadcasts/training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한국시간: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오전 5:00

	 MDT: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002

	 UTC: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1900

녹화 방송은 오직 lds.org/broadcasts/training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생방송 및 아카이브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

한국어

광둥어

독일어

러시아어

미국 수화3

스페인어(자막)

영어(자막)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자막)

표준 중국어

프랑스어

방송	일정: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훈련	모임

2. 모임 시작 시간은 산악 여름 시간(MDT)과 협정 세계시(UTC)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MDT는 일광 절약 시간(서머타임)을 적용하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현지 

시간입니다. UTC는 국제 표준 시간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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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미국 수화와 함께 방송됩니다. 위성으로 미국 수화를 수신해야 하는 경우 적어도 방송 2주일 전에는 담당 시설 관리 그룹에 연락하십시오. 추가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