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 2020
To: Area Seventy, Mission Presidents, Stake Presidents, District Presidents, Bishops and
Branch Presidents

(To be shared with all members)

Dear Brothers and Sisters:
Safely Returning to Church Meetings and Activities
As the First Presidency recently announced in a letter dated May 19, 2020, the
Church is now beginning a phased approach to resume church meetings and activities. As an
Area Presidency we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s of each country in our area. We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with the Presidency of the Seventy and the Quorum of the
Twelve to determine the best approach to resume operations here in the Asia North Area.
We will be in touch with you shortly regarding more details of how resumption of
activity will be handled in our area, but for the time being ask that you continue to refrain
from gathering together.
We look forward to the time when we can once again meet together and greatly
appreciate all that you have done to minister to each other during these challenging times.
Please know of our deep love for each of you.
Sincerely,
Asia North Area Presidency

Yoon Hwan Choi

Takashi Wada

L. Todd Budge

(번역)
2020 년 5 월 20 일
수신: 지역 칠십인,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모든 회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전하게 교회 모임과 활동을 재개하기
제일회장단이 2020 년 5 월 19 일 자 서한에서 발표한 것처럼, 교회는 모임과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지역 내 각 나라의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교회 모임과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칠십인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임 및 활동 재개 방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침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최윤환

다카시 와다

엘 토드 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