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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7일

수신: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지방부 회장, 성전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 의식복에 대한 조정 사항

저희는 성전에서만 착용하는 성스러운 의식복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의식복 조정으로 성전의 교리나 상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성전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하

고, 의식복을 좀 더 쉽게 착용하고 관리하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정을 하게 되

었습니다.

원할 경우 회원들은 현재의 의식복을 계속 착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타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

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보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성전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함” 기사

를 참조하거나 store.ChurchofJesusChrist.org/ceremonialclothing을 방문하십시오.

저희는 성전 예배를 위한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제일회장단



동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1월 17일

1. 성전 의식복의 디자인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의식복에 대한 조정은 성전에서 하는 경험을 좀 더 단순하고, 편안하고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된 

의식복은 좀 더 쉽게 착용하고 관리하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으로 성전 상징이나 교리

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의식복의 어떤 부분이 변경되나요?

면사포와 로브의 디자인이 단순해지고, 모자의 플라스틱 삽입물, 그리고 모자와 면사포의 끈을 없애며, 로

브, 모자, 띠는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직물을 사용함으로써 더 오래가고 관리하기 수월해집니다. 로브, 모자, 

띠, 주머니는 모두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치마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새로운 의식복은 언제,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 변경된 의식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여러분 지역에서의 구입 

가능성에 관해서는 배부센터와 성전 북센터에 문의하십시오.

4.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식복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전 스타일의 의식복은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의 의식복을 조정 사항에 맞게 고쳐도 되나요?

기존의 의식복을 고치는 것은 남성용 모자에서 끈을 제거하는 것만 승인됩니다. 다른 부분을 고치

는 것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전 북센터를 방문하여 점원에게 문의하거나 store.

ChurchofJesusChrist.org/ceremonialclothing에서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6. 저는 이제 막 새 의식복을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의식복을 새로운 스타일로 교환해도 되나요?

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성전 의식복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반품하고 새

로운 스타일의 의식복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수증을 지

참하고 있지 않더라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배부센터와 성전 북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7. 낡은 의식복을 적절하게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은 성전 의식복을 처분하기 위해 회원들은 그 의식복을 잘라서 본래 용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 폐기

해야” 합니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1.1.42, ChurchofJesusChrist.org)

8. 의식복을 기증해도 되나요?

적절하다면, 상태가 좋은 의식복의 경우 엔다우먼트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복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의식복을 성전, 자선 단체, 또는 중고 물품 할인점 등에 절대로 기증해서는 안 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