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총회 일정
라이프치히 – 비텐베르크 – 베를린
총회전 사전 활동
6월 23일 금요일
츠보카우
종일 : 청년 모임

6월 24일 토요일
츠보카우
종일 : 청년 모임

6월 25일 일요일
메쎄
총회사전모임 참석자 등록
18:00-19:00: 저녁식사

츠보카우
종일: 청년 모임

6월 26일 월요일
메쎄
종일 : 등록
9:00-13:00: 여성 사전모임

13:00-14:00: 점심식사
14:00-18:00: 여성 사전모임
17:00-19:00: Officers Meeting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분별과 의사결정 소개

츠보카우
청년 모임
청년 사전모임

6월 27일 화요일
메쎄
종일 : 등록
9:00-13:00: 여성 사전모임, 청년 사전모임, 실행위원회
13:00-14:00: 점심식사
14:00-18:00: 여성 사전모임, 실행위원회, 진행자 및 서기들 훈련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사회자 훈련

츠보카우 (13:00까지)
청년 모임
Morning: Youth Pre-Council delegates move to Messe

개혁교회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16:00-21:00: 청년 모임: 공개행사 : 좋은 삶 (Buen Vivir)

6월 28일 수요일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종일 : 등록
9:00-11:45: 여성 및 청년 사전모임 : 총회 오리엔테이션
12:00-13:30: 청년 모임, 사전모임 : 폐회 예배
13:30-14:30: 점심식사
15:00-16:30: 오리엔테이션 1
16:30-17:00: Introduction of consultants and staff
18:00-20:00: 오리엔테이션 2
개혁교회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18:00-21:15: 환영의 밤 행사 by the German churches (open invitation)
21:15-21:30: 기도회

츠보카우
9:00-10:45: 청년 모임

총회
6월 29일 목요일: 세계를 환영합니다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8:30-10:00: 예배/성경공부 1, 예레미야 10:1-10, 배현주
10:00-11:30: 본회의 1: 개회 활동 : 대의원 배치, 통합총회 회의록 승인, 의사규칙(분별 및
합의 절차) 채택

타운 홀로
11:00-12:30: 라이프치히 뉴타운 홀로 이동
12:30-14:00: 뉴타운홀 환영식, 종교개혁 전시회 개막, 가벼운 점심식사
14:00-15:00: 메쎄로 이동

메쎄
11:00-12:30: 오리엔테이션 3
11:00-14:00: 진행자 및 서기들 훈련
14:00-15:15: 점심식사 (for participants of Orientation 3, facilitators and scribes)
15:15-16:15: 경청회의 1: 의장의 연설
16:15-16:30: Words of greeting:
•

Gottfried Locher

•

Sunita Soona

16:30-17:30: 차/커피 휴식
17:30-18:30: 주제 발표 회의 1: 경제 정의 : 조지 자카라이어, 야네케 쉬테게만
18:30-20:00: 저녁식사
20:00-21:30: 지역별 회의 1 (Africa, AIPRAL, Asia/Pacific, Canaac, Europe/Middle
East - 지정된 회의실)
21:00-22:00: Committee, drafting team meetings

Sachsenpark-Hotel
21:30-23:00: Nomination Committee

개혁교회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22:00-22:15: 저녁기도회 (open invitation)

6월 30일 금요일 :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나이다"
성니콜라스교회 (Nikolaikirche)
7:30: All participants must be at St Nicolas Church Yard at 7:30 to pass security (Bring
your passport!)
7:30-8:00: 업무위원회
7:45: 성니콜라스교회 개방
9:00-10:15: 환영예배
10:15-10:45:
•
•
•
•

쉬타인마이어 대통령
General Secretary Olav Fykse Tveit (WCC)
General Secretary Collin Cowan (CWM)
General Secretary Cesar Garcia (MWC)

10:45-11:45: 메쎄로 이동

메쎄
11:45-13:30: 경청회의 2: 총무 보고
13:30-15:00: 점심식사
15:00-16:30: 주제발표 회의 2: 신학 : 위르겐 몰트만과 앤 자키, 이사벨라 노브시마
시누링가, 헬레네 반 톤더
16:30-17:30: 경청회의 3: 신학
17:30-18:30: 분별회의 1: 규범과 가치, 신학

18:30-20:00: 저녁식사
20:00-21:30: 지역별 회의 2 (Africa, AIPRAL, Asia/Pacific, Canaac, Europe/Middle
East - 지정된 회의실)
21:00-22:00: Committee, drafting team meetings
Sachsenpark-Hotel
21:30-23:00: Nomination Committee
Lutherkirche, Ferdinand-Lassalle-Straße 25
20:00-21:00: Concert 'Composers - Messengers of the Reformation' (open invitation)

개혁교회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22:00-22:30: 저녁기도회 (open invitation)

7월 1일 토요일 :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8:30-9:15: 주제발표 회의3: 정의 : 이사벨 피리 그리고 필립
9:15-10:00: 피콕경청회의 4: 정의
10:00-10:30: 차/커피 휴식
10:30-11:15: 경청회의 5: 젠더 정의
11:15-11:45: 결정회의1: 보고서 및 신학
11:45-13:15: 예배/성경공부 2, 로마서 12:1-2, 엘사 타메스
13:15-14:45: 점심식사

14:45-15:30: 분별회의 2: 정의와 젠더 정의
15:30-16:00: 차/커피 휴식
16:00-18:00: Dialogue on Churches and Development
18:00-19:00: 라이프치히로 이동
20:00-21:30: 위원회 회의

니콜라이키르호프 플라츠 (Nikolaikirchhof)
19:00-22:00: 사회예술 프로젝트 방문/공개 (가벼운 저녁식사 포함)

7월 2일 일요일 : 세상에 증거하기
5:30: 베를린으로 이동 (pick up places to be announced; take your passport!)
9:30-10:15: 베를린 돔에서 예배 (ZDF TV 생방송)
10:15-11:00: 인사말 : 드뢰게 감독(MC), 융 총회장, 기타
11:00-12:00: 도보로 외무부 방문
12:00-14:00: 외무부 환영식 및 프로그램
14:00-14:30: 가벼운 점심식사
14:30-17:30: 베를린 주변 사적지 및 유대기관 방문
17:30: 라이프치히로 이동, 샌드위치 저녁식사 포함
Sachsenpark-Hotel
20:00-21:30: Nominating Committee
No access to Messe for committee/drafting team meetings!

7월 3일 월요일 :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소서”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8:30-10:00: 예배/성경공부 3: 누가복음 4:16-21: 미트리 라헵
10:00-10:30: 차/커피 휴식
10:30-11:00: 본회의 3: 공천
11:00-11:45: 주제발표 회의 4: 연합 선교 : 파리드 에사크, 웨슬리 그랜버그-마이클슨
11:45-12:30: 경청회의 6: 연합 선교
12:30-14:00: 점심식사; 특별 점심식사: 한국
14:00-14:45: 분별회의 3: 선교하는 커뮤니언
15:00-15:30: 결정회의 2: 정의와 젠더 정의
15:30-16:00: 차/커피 휴식
16:00-17:00: 라이프치히로 이동

성니콜라스교회 (Nikolaikirche)
17:00-18:00: 평화기도회
18:00-19:30: 가벼운 저녁식사
19:30-21:00: 성토마스교회 : 오르간 연주회
21:00-22:00: 라이프치히 선교회 : 환영회(open invitation)
메쎄

20:00-21:30: 위원회 회의

7월 4일 화요일 :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개혁하소서"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8:30-10:00: 예배/성경공부 4: 마태복음 15:21-28: 엘사 타메스
10:00-10:30: 차/커피 휴식
10:30-11:00: 본회의 4: 공천
11:00-11:45: 주제발표 회의 5: 커뮤니언 강화하기: 티니코 말루레케
11:45-12:30: 경청회의 7: 커뮤니언

강화하기

12:30-14:00: 점심식사; 특별 점심식사: 연합 교회들
14:00-14:45: 분별회의 4: 커뮤니언 강화하기
15:00-15:30: 결정회의 3: 연합 선교
15:30-16:00: 차/커피 휴식
16:00-16:30: 경청회의 8: 한국 초점
16:30-17:30: 경청회의 9: 공적 증거
17:30-18:30: 저녁식사
18:30-19:30: 라이프치히로 이동

성니콜라스교회 (Nikolaikirche)
19:30-21:00: 성니콜라스교회: 시편 연주회

메쎄
20:00-21:30: 위원회 회의

7월 5일 수요일 : 교회 일치 확언하기
8:00: 비텐베르크로 이동
10:00-12:00: 에큐메니칼 행사 : 칭의교리공동선언문 연대, LWF-WCRC 선언식, 감사
12:00-12:30: 환영사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세계 박람회 방문
16:30: 라이프치히로 이동

메쎄
18:30-20:00: 저녁식사
20:00-21:30: 위원회 회의

개혁교회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22:00-22:15: 저녁기도회

7월 6일 목요일 :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8:30-10:00: 예배/성경공부 5: 얀 후스 추모 : 사도행전 2, 1-21+37-39: 미트리 라헵
10:00-10:30: 차/커피 휴식
10:30-11:15: 결정회의 4: 커뮤니언 강화하기

11:30-12:30: 분별회의 5: 공적 증거
12:30-14:00: 점심식사
14:00-15:00: 경청회의 10: 메시지와 비전, 헌법 수정안
15:00-15:30: 차/커피 휴식
15:30-16:45: 분별회의 6: 메시지와 비전
17:00-19:00: 본회의 5: 선거
19:00-20:00: 저녁식사
22:00-21:30: 위원회 회의

개혁교회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22:00-22:15: 저녁기도회

7월 7일 금요일 : 성찬식 폐회예배
Sachsenpark-Hotel
7:30-8:00: 업무위원회

메쎄
8:30-9:00: 아침경건회
9:00-10:00: 결정회의 5: 공적 증거
10:00-10:30: 차/커피 휴식
10:30-11:15: 결정회의 6: 메시지와 비전, 헌법 수정안
11:15-13:00: 폐회 성찬식
13:00-14:15: 점심식사

18:00-19:00: 저녁식사

7월 8일 금요일: Departure
메쎄
13:00-14:30: 점심식사
18:00-19:00: 저녁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