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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빠른시작 안내

가족 역사 센터의 목적은 회원들이 조상의 성전 의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 역사 센터는 회원들과 지역사회 

방문자들이 한데 모여서 자료, 강의 및 활동, 일대일 지원을 통해 가족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효과적인 

센터에서는 가족 역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함께 참여하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담당 고등평의원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 아래 스테이크 가족 역사 센터를 감독합니다. 연합 스테이크 가족 역사 센터 또는 FamilySearch 

도서관은 지명된 고등평의원이 감독합니다.

부름

센터 책임자로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그 외 다른 임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설 및 

자원을 관리합니다.

신권 목표를 지원합니다.

회원 및 지역사회 

방문자를 돕습니다.

신권 지도자를 지원한다

신권 지도자는 구원 사업에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평의원과 정기적으로 만나 다음 

사항을 토론합니다:

• 스테이크 및 와드 목표, 특히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관련 목표

• 스테이크 및 와드 목표를 위한 센터의 효과적 운영 방안

• 직원 채용, 자원 및 운영 등 스테이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갖출 방법

다음 링크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lds.org/familyhistorycallings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 
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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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가족들이 자기 조상을 찾도록 돕는다

다음 링크에서 회원을 돕는 것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lds.org/familyhistorycallings.
가족 역사 상담자 편을 봅니다.

사진 및 전시물을 추가합니다.

초등회 어린이, 청소년 

그룹, 가족들을 위한 찾기 

활동을 계획합니다.

부채꼴 가계도를 

인쇄하여 정보가 비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사진, 이야기, 문서를 

통해 가족이 자기 조상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강의와 워크숍을 

계획하고 행사 및 공개 

모임을 엽니다.

1. 등록

lds.org 또는 familysearch.org에서 LDS 계정을 등록합니다.

2. FamilySearch 지원팀에 연락하기

여러분이 새로운 책임자로 부름받았음을 FamilySearch 

지원팀에 알립니다. contact.familysearch.org으로 갑니다.

3. 훈련

lds.org/familyhistorycallings에서 훈련 자료를 시청합니다.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 및 가족 역사 상담자 편을 봅니다.

4. 검토

고등평의원과 이전 센터 책임자에게서 센터의 운영 현황 및 

목표를 들어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
원이 자기 조상을 
찾도록 돕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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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역사 세미나 정보

가족 역사 센터 이름:  단위 조직 번호:  

주소:  

전화번호:  

스테이크 이름:  스테이크 번호:  

가족 역사 담당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FamilySearch 지원팀

전화번호:   (http://contact.familysearch.org에서 전화번호 확인)

이메일: support@familysearch.org

현지 시설 관리소장 (신권 지도자들에게 문의)

이름:  전화번호:  

컴퓨터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LDS메일: new.ldsmail.net (매주 한 번 이상 확인)

이메일 주소:  @ldsmail.net 비밀번호:  

CDOL: cdol.lds.org (자신의 LD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

선택사항(일부 지역에만 해당)

온라인 마이크로필름 주문: www.familysearch.org/films (자신의 LD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

온라인 필름 주문 관리 패널: www.familysearch.org/films/admin

아이디:  비밀번호:  

스테이크 재정 서기

이름:  전화번호:  

면세 번호(해당되는 경우 신권 지도자에게 번호를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