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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세 가지 교회 잡지
전 세계 회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교회 잡지에 이루어지는 변화에 관해 발표할 수 있어 기
쁩니다. 2021년 1월부터 교회는 『리아호나』와 함께 『친구들』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까지 세 종류의 잡
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세 잡지가 기존에 발행되던 네 종류의 잡지를 대신할 것이며, 더 나아
가 향상되고 확장된 디지털 버전도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교회 잡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저희는 회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잡지를 구독하여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신앙을 강화하는 영향력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잡지 구독 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는 동봉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진실한,

제일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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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세 가지 교회 잡지
제일회장단 서한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세 가지 교회 잡지” 동봉
자료
2020년 8월 14일

교회 잡지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여러 해 동안, 교회는 세 가지 영문 잡지(Friend, New Era, Ensign)와 여러 언
어로 번역되는 하나의 잡지(『리아호나』)를 발행해 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이 기
존 간행물들 대신 세 종류의 잡지가 발행될 것입니다. 즉, 성인을 위한 『리아호나』
뿐 아니라 3~11세의 어린이를 위한 『친구들』과 12~18세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도 모두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인쇄본 잡지의 분량 및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 향상된 디지털 잡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잡지에 담기는 기사는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 공용 잡지는 더 넓은 독자층에게 더 통합된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간
소화함으로써 교회에서는 잡지의 기사 내용을 세계 여러 지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전달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일 년에 한 번만 잡지가 발행되는 일부 언어는 이제 격월로 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언어로 번역되는 잡지의 발행 빈도는 구독자 수, 번역 역량, 배부 역량과 같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잡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21년 1월부터 인쇄본 및 디지털 잡지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세부아노어, 중국어, 중국어
(간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노르웨이어, 포르
투갈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입니다.
인쇄본 및 디지털 잡지를 두 달에 한 번씩(일 년에 여섯 차례) 이용할 수 있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로, 인쇄본 잡지가 발행되지 않는 달에는 선정된 잡지 기사가 디지털로 제공될 것입니다.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
어, 비슬라마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그리스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슬로베니아어, 스와힐리어, 타히티어, 베트남어.
선정된 잡지 기사가 매달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공될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칸스어, 암하라어, 아랍
어, 버마어, 추크어, 에픽어, 판트어, 그루지야어, 아이티어, 힐리가이논어, 힌디어, 힌디어(피지), 몽어, 이그보어,
일로카노어, 키냐르완다어, 코스라에어, 라오스어, 링갈라어, 말레이어, 몰타어, 네팔어, 팔라우어, 폰페이어, 남
소토어, 세르비아어, 쇼나어, 신할라어, 슬로바키아어, 타밀어, 텔루구어, 칠루바어, 츠와나어, 터키어, 트위어, 우
르두어, 코사어, 야프어, 요루바어, 줄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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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독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말 기준으로 Ensign, New Era, 또는 Friend를 구독하고 있다면, 남은 구독 기간에 관
계없이 2021년부터 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위한 새로운 잡지로 자동 변경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말
기준으로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있다면, 남은 구독 기간에 관계없이 2021년부터 새로운 『리아호나』로 자동 변경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의 『리아호나』에는 성인을 위한 내용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
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내용을 받아보기 원한다면, 『친구들』 혹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구독해야 합니다. 구
독 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Liahona.kr을 통해 또는 지역 배부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는 연중 계속해서 교회 소셜 미디어 페이지와 ChurchofJesusChrist.org 홈페이지에
제공될 것이며 현재 발행 중인 잡지의 2020년 12월호에 실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