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2431 W. La Palma Avenue / Anaheim, CA 92801
 PO Box 2121 / Anaheim, CA 92814 / USA

발신일: 2022년 12월 30일

수신인: 주님의 회복 안의 모든 교회들 
내용: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주님 안의 형제자매님들께
2023년 국제 중국어 특별 섞임 집회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주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특별 섞임 집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초
대하고자 합니다. 

집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집회: 2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두 번째 집회: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세 번째 집회: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네 번째 집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다섯 번째 집회: 2월 19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국제 중국어 특별 섞임 집회 기간의 모든 집회는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상세한 주소는 Ministry Conference 
Center, 2431 W. La Palma Ave. Anaheim, California입니다. 집회를 위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통역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다른 언어의 통역은 여건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섞임 집회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특별 섞임 집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중대한 전진을 하시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드림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 관련한 추가 정보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2023년 2월 17-19일

1. 일반 사항: 모든 집회는 2431 W. La Palma Ave. Anaheim, California에 위치한 LSM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 통역: 집회를 위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통역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언
어의 통역은 여건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Listen Everywhere’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와 아이폰 모두에 이 애플리케이션
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서버와 접속하시려면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센터 건물 내부에 위치하셔야 합니다. 집회 장소 안에서 ‘Translation’이라고 표기된 와이파이 네
트워크에 접속하시고 비 번호 칸에 ‘Translation’을 입력하십시오. 그다음 ‘Listen Everywhere’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희망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본인의 유선 헤드폰이나 무선 이어폰
을 지참하셔야 하고 휴대전화 충전을 위한 외장 보조 배터리도 준비해 지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FM 라디오와 이어폰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분의 배터리를 
지참하실 수 있습니다. 

3. 숙소와 교통수단: 특별 섞임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
석하시는 성도들은 집회 기간 동안 직접 숙소와 교통수단을 안배하셔야 합니다. 

4. 어린이와 청소년: 집회 장소인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센터에는 어린이 봉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별 섞임 집회 기간 동안 18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항상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집회에 참석할 수 없고 또한 리빙 스트림 미니
스트리 캠퍼스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국제 중국어 특별 섞임 집회
인터넷 방송 안내

1. 인터넷 방송 일정: 대면으로 진행하는 2023년 국제 중국어 특별 섞임 집회는 live.lsmwebcast.com 
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만일 거주하는 곳의 시간대가 실시간 집회 시간과 맞는
다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집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실
경우 아래 일정 1을 참조해 주십시오.
현지 집회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하는 것 외에,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는 집회 녹화 방송을 다
른 시간대에 거주하는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위하여 conf.lsmwebcast.com 사이트에서 송출할 것
입니다. 이 녹화 방송은 2가지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내 교회들은 일정 2를 참
조하시고, 그 외 권역의 교회들은 일정 3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정 1: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live.lsmwebcast.com)

메시지 1: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메시지 2: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메시지 3: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메시지 4: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메시지 5: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일정 2: 미국에 거주하고 녹화 방송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conf.lsmwebcast.com)
메시지 1: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메시지 2: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메시지 3: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메시지 4: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메시지 5: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후 7시 30분

일정 3: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녹화 방송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conf.lsmwebcast.com)
메시지 1: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메시지 2: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메시지 3: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메시지 4: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메시지 5: 2023년 2월 26일, 주일, 오전 10시

위에 공지된 2023년 2월 17일-19일 인터넷 생방송 일정은 태평양 표준시(PST)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8일-19일과 2월 24일-26일 인터넷 녹화 방송 일정은 형제자매님들이 거주하
는 지방의 시간대에 따라 송출될 예정입니다. 미국 애너하임의 시간대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 경우, 애
너하임의 표준시가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는 전 세계의 각 시간대에 맞춰 순차적으로 녹화 방송을 송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너하
임과의 시차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집회 일정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두 예를 참고하여
일정에 관하여 아무 오해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예 1번: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시는 경우, 말레이시아는 MYT 시간대, 즉 표준 시간대 +8에 속
합니다. 모든 집회의 녹화 방송은 일정 3에 따라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집회의 녹화 방송은 MYT 시간대 기준으로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19시 30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집회의 녹화 방송은 MYT 시간대 기준으로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집회들의 녹화 방송도 일
정 3, 즉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일정에 따라 송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 2번: 뉴욕에 거주하시는 경우, 뉴욕은 동부 표준시(EST), 즉 표준 시간대 -5에 해당합니
다. 모든 집회의 녹화 방송은 일정 2에 인쇄된 일정에 따라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작합니
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집회의 녹화 방송은 동부 표준시(EST) 기준으로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집회의 녹화 방송은 동부 표준시(EST) 기준
으로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집회들의 녹화 방송
도 일정 2, 즉 미국에 거주하고 녹화 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일정에 따라 송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이 녹화 방송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시려면, 예 1번을 기
준으로 ‘MYT’대신 해당하는 지역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2번을 기준으
로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녹화 방송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시려면, 동부 표준시
(EST) 대신 해당하는 지역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각 시간대에 따라 녹화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한 장소에서 실시간 집회만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
에게 이 특별 섞임 집회의 메시지들이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2. 메시지 시청: 2023년 2월 17일-19일에 예정된 인터넷 생방송을 위한 사이트는 live.lsmwebcast.com
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계정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0일, 금요
일부터 이 사이트에서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의 개요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2023년 2월 18일-19일과 24일-26일에 예정된 메시지의 인터넷 녹화 방송을 위한 사이트는
conf.lsmwebcast.com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계정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0일 금요일부터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 사이트에서 이번 특별 섞임 집회의 개요
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자신의 기기에서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를 미리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성도가 이용할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메시지들은 각 성도에게 적용되는 일정표대로 전 세계 각각의 시간대에 따라 즉시 송출될 것입
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분이 집회 시간에 늦게 접속하시면, 해당 집회는 이미 진행 중일 것입니
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토요일 오전 집회를 9시 20분에 접속하시면, 집회의 시작부터가 아니라
이미 20분 진행된 시점부터 송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브 집회와 동일하게 모든 집회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각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본인의 시간대에 위치한 다른 지방의 교회들과 함께 특별 섞임 집회
메시지를 시청하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성도들은 사정상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
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집회가 끝나면, 그 집회의 메시지는 특별 집회 사이트
(conf.lsmwebcast.com)의 ‘기록 보관소' 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배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특별 섞임 집회의 풍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온라인 신언: 사역의 메시지를 시청하신 후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신언 시간에 참여하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교회들 간에 섞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각지 교
회의 책임 형제님들이 각 집회 후 신언 시간을 안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지않은 교회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신언 시간을 가지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는 신언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임의 안배를 돕기 위한 지원
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통역: 이 특별 섞임 집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 외 다른 언어의 통역은 여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찬송: 매 집회를 위한 찬송 목록은 인터넷 생방송을 위한 사이트인 live.lsmwebcast.com에서 
라이브 집회 시작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 방송이 준비될 때 녹화 방송을 위한 사이
트인conf.lsmwebcast.com에 매 집회의 메시지와 함께 찬송 목록이 게재될 것입니다. 하지만 
찬송의가사는 메시지 시작 전 화면에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별 섞임 집회에 참가하는 
교회들은메시지가 시작하기 전에 찬송 시간을 따로 안배하셔야 합니다.

6. 메시지  시청  유효  기간: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특별 섞임 집회를 위한 사이트
(conf.lsmwebcast.com)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후

11시 59분(23시 59분)에 비활성화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하신
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2023년 2월 26일, 주일 오후 11시 59분(23시 59
분)에 비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특별 섞임 집회의 메시지는 www.lsmwebcast.com

에서구입이 가능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이 통로를 계속 열어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각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가오는 국제 중국어 특별 섞임 집회를 위해 예비하고,
각지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분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의 축복이 이번 특별 섞임 집회에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념
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에게 수치를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