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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깊은 감사와 함께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를 총관리 역원 및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해임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린 지 로빈스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2014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칠십인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페드로 이 

아부랄라크, 훌리오 아 안굴로, 빅토 아 

아스코냐비에타, 배덕수, 후안 시 바로스, 

콜린 에이치 브릭넬, 데니스 시 브림홀, 

토마스 엠 체링턴, 킴 비 클라크, 윈 알 

듀스너프, 로덜포 시 프랑코, 지 기예르모 

가르시아, 훌리오 시 곤잘레스, 마우로 

후노 데 마리아, 래리 에스 캐처, 데이비드 

이 르쉐르, 파울로 시 로레로, 스티븐 

제이 런드, 아브라함 마르티네스, 우고 이 

마르티네스, 세르게이 엔 미쿨린, 크리스토퍼 

비 먼데이, 히로후미 나가츠카, 치카오 

오이시, 알레한드로 에스 파타냐, 르나토 엠 

페틀라, 아나톨리 케이 레쉐니코프, 조나단 

시 로버츠, 제이 크레이그 로우, 로버트 비 

스미스, 워렌 지 테이트, 헤스본 오 우시, 

타니엘라 비 와콜로, 랜디 더블유 윌킨슨, 치 

홍 (샘) 웡.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수고해 

주신 러셀 티 오스구토프 형제와 데이비드 

엠 맥콩키, 매튜 오 리차드슨 형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주일학교 임원회의 모든 

임원들도 해임하고자 합니다.

이 형제 자매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토
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교회 역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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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치 홍 (샘) 웡과 외르크 클레빈가트를, 또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래리 

에스 캐처와 우고 이 마르티네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다음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리오 시사르 

아코스타, 블레이크 알 알더, 알레인 시 

알라드, 타이치 아오바, 카를로스 에프 

아레돈도, 블라디미르 엔 아스타쇼프, 호게 

티 베세라, 마이클 에이치 번, 로물로 브이 

카브레라, 호세 클라우디오 에프 캄포스, 

니콜라스 카스타녜다, 월터 차토라, 후크 

휀 세노 쵸우, 제이 케빈 엔스, 케이 마크 

프로스트, 마우리시오 지 곤사가, 레너드 

디 그리어, 호세 이사귀르, 마이클 알 젠슨, 

아돌프 요한 요한슨, 정태걸, 비시트 카나캄, 

세리 아 코발로프, 세르기오 크라스노셀스키, 

밀란 에프 쿤즈, 브라이언 알 라슨, 제랄도 

리마, 더블유 장피엘 로노, 타사라 마카시, 

쿰불라니 메들레취, 데일 에이치 멍크, 

에두아르도 아 노람부에나, 유타카 온다, 

라이문도 파세코 드 피뇨, 마르코 안토니오 

라이스, 스티븐 케이 랜들, 알 스코트 

루니아, 알렉시 브이 사마이킨, 에드윈 에이 

섹스턴, 라울 에이치 스피탈, 카를로스 월터 

트레비노, 후안 아 우라.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본부 주일학교 회장에 태드 알 콜리스터, 

제1보좌에 존 에스 태너, 제2보좌에 데븐 지 

듀란트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태너 형제와 듀란트 형제는 현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두 분은 2014년 7월에 선교부 회장에서 

해임된 후에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서 

공식적인 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와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총관리 역원들은 앞으로 

나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