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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 년 6 월 29 일부터 7 월 7 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제 26 차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분이 라이프치히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여 총회 기간에
가능한 최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론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스탭이나 스튜어드
누구에게든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매우 즐거운 라이프치히 생활과 가장 복된 총회 모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총회 스탭진
주회의장에 대한 공고 : 총회는 주로 “라이프치히 메쎄(Leipziger Messe)”에서
모일 예정이다. 독일어로 “메쎄”란 컨퍼런스 장소를 (가끔 “박람회장”으로
번역됨) 뜻하지만, 이 문서는 일관되게 그저 “메쎄”라고 부를 것이다. 총회는
메쎄의 두 건물, 즉 라이프치히 콩그레스 센터(CCL)와 Hall 2 을 사용할
것이다. CCL 에는 등록처와 사무실 및 소회의실이 있고 Hall 2 에는
본회의장과 식당 및 전시장이 있다.
중요한 전화번호
참가자 응급상황(여행 중 혹은 총회 기간) :
+49 (0)175 6060734
응급 연락처(가족, 동료에게 소식을 보낼 때) :
+49 (0)175 6003705
총회 사무실 :
+49 (0)175 602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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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전 숙지사항
준비
총회 자료
많은 문서가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총회 현장에서 유인물로 구할 수도
있다.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의
모범을 따라) 의도적으로 이번 총회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총회가 인쇄비를 계속 절약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든 서류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여행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생활 안내서 : 총회 기간 이용할 교통 정보를 담고 있다.



워크북 : 총회의 업무 내역을 담고 있다. 배경 논문과 제안들, 헌법과
규칙 수정안 제안 그리고 총회가 제안한 질서규칙이 포함된다.



그랜래피즈에서 라이프치히까지 : WCRC 지난 7 년의 활동과 사역을
개관한다.



웹사이트 : 이 모든 문서 뿐만 아니라 뉴스와 추가 정보까지 WCRC
웹사이트(wcrc.ch)에 보관되어 있다. 총회 관련 자료는 6 개국어(영어,
불어, 독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되지만, 중요한
뉴스는 아랍어와 북경어로도 나올 것이다. 다양한 언어를 이용하려면,
메뉴바 최우측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언어 선택은 어느
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만약 그 페이지가 당신이 원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적당한 짐꾸리기
복장 규정
총회 사역은 대부분 "비즈니스 캐주얼/정장"이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베를린과 비텐베르크 방문을 위해선 참가자들이 더 격식 있게 차려 입기를
요청한다. 이 말은 전통적인 양복과 넥타이나 (더 나은 것은) 전통 의상을
의미한다. 특히 베를린에서 TV 시청자에게 개혁주의 가족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지 보여주길 원한다.
더 서늘한 아침과 저녁 시간에 대비하여 여러 옷을 알맞게 껴입는 것을
권한다. 독일은 냉방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옷을 입기
바란다(기후 항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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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날씨
라이프치히의 6 월과 7 월의 고온 평균은 각각 섭씨 21.7 도와 24.5 도이며,
저온 평균은 11.5 도와 13.8 도이다. 매일 평균은 섭씨 16.5 도와 19 도이다.
6 월과 7 월의 고온 기록은 섭씨 36.6 도이며 저온 기록은 섭씨 1.8 도였다.
아침 저녁으로는 더 선선하며, 본회의장과 메쎄의 다른 총회 시설은 냉방이
되어 있다(그렇지만 독일의 많은 시설은 냉방 시설이 없다).
6 월과 7 월에는 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 방수 재킷과 장화를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우산은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환영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다!

전기
독일의 전기 소켓(콘센트)은 교류 220~240 볼트의 전기를 공급한다. 주요한
콘센트 유형은 유로플러그 또는 슈코(아래 그림 참조)로 알려져 있다.
220~240 볼트 전기 입력을 위해 제작된 전기제품이나 다양한 전압과
호환되는 전기제품을 꽂는다면, 어댑터만 있으면 된다.

여행용 플러그 어댑터는 전압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어댑터를 통과하는
전기는 여전히 콘센트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똑같이 220~240 볼트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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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북미주의 콘센트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이 사용하는 전압보다
훨씬 낮은 110~120 볼트의 전기를 공급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특정 기기가 더 높은 전압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호환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이동용 전자기기, 특히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은 전세계 모든 전압과 호환되도록 제작된다.
대개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휴대용
비디오게임기, 디지털 뮤직플레이어 등과 같은 제품이 여기 포함된다.
헤어드라이어, 컬링 아이언, 면도기(특히 무선 제품) 등과 같은 개인용
미용관리 제품 중에 다중 전압과 호환되게 제조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호환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기가 220~240 볼트에 호환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휴대하기
바란다. 호환되지 않는 기기를 꽂으면 기기가 “구워”지거나 불이 날 수도 있다.

전화/통신
모든 참가자는 메쎄에서 Wi-Fi 접속을 할 수 있다. 호텔 중에 Wi-Fi 접속이
비용에 포함되는 곳들이 많다. 독일은 Wi-Fi "핫스팟"이 흔한 편이며,
라이프치히 도심 전체도 그렇다.

돈/신용카드/현금 지급기(cash points)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한다. 선호되는 지불방법은 현금이다. 일부 식당과
가게는 직불(현금)카드와 비자, 매스터카드, 그리고 간혹
어메리칸익스프레스와 같은 신용카드도 받는다. 소상점들은 대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받지 않는다.

독일에서 수표나 여행자수표의 사용은 매우 드물다.
라이프치히 도심에는 해외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지급기(ATM)를 비치한 은행이 많다. 메쎄 회의장 내부와 주변에도 그런
현금지급기가 여러 대 있다. 이런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경리과는 총회의 등록비와 기타 수수료 지불을 위해 주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와 현금(유로화, 미국 달러화 및 영국 파운드화)을 받을 것이다.
환율유동 때문에 유로화가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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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간대
라이프치히 표준시간은 중유럽일광절약시간대(CEST;
세계협정시/그리니치표준시 +2 시간)를 따른다.

예방접종
독일 여행시 예방접종은 필수가 아니다.

여행 도중/연결교통 /도착
응급 전화번호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연결편을 놓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용 중인
항공사에 문의하라. 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총회 여행사무실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엔 랍팀 여행사(Raptim Humanitarian Travel)의 플로리안
겔더만(Florian Geldermann, +49 (0)151 646 23544)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총회
여행사무실을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지 않았어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카트리나
메르츠(Katrina Mertz, +49 (0)175 6060734, gctravel@wcrc.eu)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결교통
총회 여행사무실을 통해 (그리고 대행업체인 랍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모든 참가자는 연결교통을 제공 받는다.
다른 모든 참가자도 랍팀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랍팀 여행사에서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독일 내 버스 연결편을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페터
코르데비너(Peter Cordewiener, cordewiener@raptim.de)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총회/WCRC 싸인을 들고
있는 스튜어드들이 참가자들을 맞이하여 라이프치히 메쎄 혹은 각 호텔로
데려다 줄 것이다. 예약된 출국 공항을 통해 각자 본국으로 귀국할 때에도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 연결교통편의 정확한 내용과 일정은 모든
관련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연결교통 준비에 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werner.keil@wcrc.eu 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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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짐을 쌀 때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말라.
• 여권
• NGO 여행증명서 (필요시) : 랍팀을 통해 예약한 이들은 항공료 예약
조건대로 NGO/선교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선 등록확인서와 함께 송부받은 총회 공식초청장으로
충분하다. 이것의 사본이 필요하면 registration@wcrc.eu 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보험증서(역시 총회등록시 발송되었슴)

라이프치히 도착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로 라이프치히에 도착하면, 각 터미널에 배치되어 있는
WCRC 스튜어드들을 찾기 바란다. WCRC 스튜어드들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을 것이다.

항공편
라이프치히에 도착하자 마자 바로 메쎄나 호텔로 가길 원하는 여행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란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Flughafen)은 중부독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이프치히 메쎄에서 멀지 않다. 아우토반으로 약 10~15 분 소요되고
30 분마다 출발하는 고속수송열차 S5 로 8 분이 소요된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라이프치히 전시관이나 다운타운까지 운전하길
원하면 수많은 자동차 렌트회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택시정거장은 공항 터미널 B 에 위치하고 있다(상세 정보는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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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자를 위한 최신 정보는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얻을 수 있다.
공항정보서비스는 터미널 B(1 층, Erdgeschoss)나 전화 +49 (0)341 2241155 로 얻을 수 있다.

기차편
도이체반(DB) 기차들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라이프치히를 출입한다.
주기차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거대한
기차역에 속하며 대규모 쇼핑몰도 딸려 있다. 기차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는
1 층(Erdgeschoss)에 있는 DB 라이제첸트룸 웨스트와 2 층(erster Stock)의 DB
서비스포인트에서 제공된다
중부독일 S-Bahn(고속수송열차)의 S2 나 S5, S5X 및 S11 노선은 (할레,
알텐부르크, 쯔비카우, 데싸우, 비터펠트 등지에서) 곧장 라이프치히 메쎄로
데려다 준다. S-Bahn 의 S5 와 S5x 노선은 또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몇 분 안에 박람회장까지 데려다 준다.
또한, 모든 방향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라이프치히 주기차역과 중부독일 SBahn 의 도시 터널 역들에서 S2, S5, S5X 혹은 S11 노선을 타고 메쎄로 올 수
있다. 메쎄 기차역과 박람회장 사이의 거리는 대략 750 미터이다.
"라이프치거 페어케어스베트리베(Leipziger Verkehrsbetriebe)"의 16 번 전차가
주기차역에 정차하는데, 여기서 메쎄까지 약 18 분 소요된다.
"메쎄겔랜데(Messegelände)" 방향 전차를 타고 마지막 정거장에서 내리면
된다.
라이프치히 메쎄로 오는 연결편에 관한 정보는 도이체반과 중부독일
페어케어스페어분트(Mitteldeutscher Verkehrsverbund)와 라이프치거
페어케어스베트리베(Leipziger Verkehrsbetriebe)의 일정정보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 행 열차표 구입에 도움이 필요하면 랍팀 여행사의 페터
코르데비너(Peter Cordewiener, cordewiener@raptim.de)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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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승용차를 대여하여 라이프치히에 오는 것도 선택사안 중 하나이다. 독일의
모든 공항과 기차역에서 수많은 승용차 렌트 회사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택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의 터미널 B 의 정면에서 바로 택시를 탈 수 있다.
라이프치히 다운타운에서 가장 큰 택시 정거장은 주기차역 정면에 있다.
박람회장 택시 정거장은 (글라스 할(Glass Hall)과 메쎄제(Messesee) 사이에
있는) 서쪽 입구 바로 곁에 있다.
현재 유효한 택시 승차비 규정에 따른 최대 요금 :
공항 - 라이프치히 메쎄 : 28 유로
주기차역 - 라이프치히 메쎄 : 20 유로
대형택시 (승객 5 인 기준) 1 회 추가요금 : 7 유로
총회 참여자들이 택시로 이동할 경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이상) 그 요금을
WCRC 에서 상환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숙박시설
총회 숙소팀은 수많은 총회 참가자를 위한 숙소 조정을 하고 있다. 숙소예약
확인메일이 참가자들에게 총회 시작 전 발송된다. 보통 총회 참가자에게
배정된 호텔은 다음과 같다.
•
씨사이드 파크 호텔(Seaside Park Hotel) –
http://www.parkhotelleipzig.de/
•
모텔원 아우구스투스플라츠(Motel One Augustusplatz) –
https://www.motel-one.com/en/hotels/leipzig/leipzig-augustusplatz/
•
호텔 NH 라이프치히 메쎄(Hotel NH Leipzig Messe) –
https://www.nh-hotels.com/hotel/nh-leipzig-messe
•
데이즈인 라이프치히 메쎄(Days Inn Leipzig Messe) –
https://www.daysinnleipzigmesse.com/en
•
노르딕 호텔(Nordic Hotel) –
http://www.nordic-hotels.com/en/hotels/leipzig-nordic-hotel-leipz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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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리엇(Marriott) –
http://www.marriott.com/hotels/travel/lejdt-leipzig-marriott-hotel/
•
IBIS 라이프치히 시티(IBIS Leipzig City) –
http://www.ibis.com/gb/hotel-9008-ibis-leipzig-city/index.shtml
•
인사이드 라이프치히 바이 멜리아(Innside Leipzig by Melia) –
https://www.melia.com/en/hotels/germany/leipzig/innside-leipzig/index.html
•
A&O 호텔(A&O Hotel) –
https://www.aohostels.com/en/leipzig/leipzig-hauptbahnhof/
•
마르크그라프 호텔 라이프치히(Markgraf Hotel Leipzig) –
http://www.markgraf-hotel-leipzig.com/en/
•
모텔원 니콜라이키르헤(Motel One Nikolaikirche) –
https://www.motel-one.com/en/hotels/leipzig/leipzig-nikolaikirche/
•
데이즈인 라이프치히 시티센터(Days Inn Leipzig City Centre) –
https://www.daysinnleipzigcity.com/en
WCRC 가 어떤 연유로든 참가자들에게 호텔 방을 바꾸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되면, 사전 통보가 있을 것이다.
WCRC 가 객실 요금을 지불하는 참가자들은 호텔에서 이용한 전화, 팩스, 세탁,
인터넷 패키지 추가, 유료 오락물, 미니바 음료나 스낵, 그리고 조식(WCRC
지불 요금에 포함됨) 이외의 모든 식사 등의 추가비용을 호텔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그런 추가 비용은 각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WCRC 가 상환해주지 않는다.
숙소를 직접 예약하는 이들에게 숙소팀은 라이프치히 메쎄의
호텔예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한다. 이 시스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영어 : www.leipziger-messe.de/hotel/wgrk17
독어 : www.leipziger-messe.de/unterkunft/wgrk17
어떻게 예약을 하든 객실을 확보해 두려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객실 숫자에 따라 직접 예약자들이 많은 그룹에게는 호텔측이
선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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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 숙소를 예약하는 이들은 WCRC 에 호텔 장소를 알려주기 바란다.
베를린과 비텐베르크 여행을 위한 교통편 조정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회 등록과 호텔 체크인
등록처
모든 참가자는 공식적으로 1 층(ground level, Erdgeschoss)에 있는 메쎄의
CCL(라이프치히 콩그레스 센터) 입구에 마련된 등록처에서 체크인해야 한다.
등록처에서 신분증과 다른 항목들을 확인받고 등록비와 기타 수수료를
지불한다. 총회 시작 전에 등록한 모든 참가자는 이름표, 안건, 문서, 추가적인
생활 정보가 (그리고 약간의 실제적인 선물도!) 포함된 환영꾸러미를 받게
된다!

라이프치히 : 둘러보기
모든 총회 참가자는 (교통 선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을 제외하곤) 총회 기간
라이프치히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티켓은 총회 이름표
뒷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록할 때 배부받을 것이다.

전차(Leipziger Verkehrsbetriebe 라이프체거 페어케어스베트리베)
라이프치히 도심에서 라이프치히 메쎄까지 가는 가장 쉬운 경로는 전차를
타는 것이다. 주기차역 바로 앞에서 전차 16 번이 메쎄까지 약 18 분 만에
데려다 줄 것이다. 아우구스투스플라츠(Augustusplatz)에서도 16 번으로
갈아타지 않고 약 23 분 만에 도착한다. "메쎄겔랜데(Messegelände)" (종착역)
방향 전차를 타면 된다.
전차를 타면 메쎄의 CCL (라이프치히 콩그레스 센터) 서쪽 입구에 가까이
하차하게 된다. 정거장과 CCL 사이에 있는 메쎄제(Messesee, 수로) 곁길을
즐길 수 있다. 전차 정거장에서 걷다보면 CCL 은 수로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지방 기차(레기오날반, Regionalbahn/DB)
라이프치히 주기차역이나 중부독일 S-Bahn 의 시티터널 역들에서 메쎄까지
오는 S2, S5, S5X 혹은 S11 노선을 탈 수 있다. 라이프치히 주기차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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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시간 : 6 분, 라이프치히 시장에서 소요되는 시간 : 8 분. 열차는
전차처럼 자주 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라이프치히 메쎄(Leipzig
Messe)" 기차역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라.
중부독일 S-Bahn(고속수송철도)의 S2 나 S5, S5X, 그리고 S11 노선은 (할레,
알텐부르크, 쯔비카우, 데싸우, 비터펠트에서) 라이프치히 메쎄 기차역 까지
곧바로[환승 없이] 수송한다.
메쎄 기차역과 실제 박람회장 사이의 거리는 약 750m 혹은 도보로 약 10 분
거리이다. 기차역에서 전차 16 번을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종착역인
"Messegelände(메쎄겔랜데)" 정거장이 나온다.
대중교통 정보 얻는 곳: https://www.l.de/verkehrsbetriebe/

승용차
라이프치히 메쎄의 중심 장소는 아우토반 A 14 에 바로 인접해 있다.
박람회장 구내는 표시가 잘 되어 있다:
A 14 – 출구 라이프치히 메쎄겔랜데
A 9 쉬코이디처 크로이츠(Schkeuditzer Kreuz) – 차로 10 분
A 38 크로이츠 파르테나우에(Kreuz Parthenaue) – 차로 10 분
국도 분데스쉬트라쎄(Bundesstrasse) 2 를 타면 메쎄에서 라이프치히
중심부까지 약 10 분이면 도착한다.
주차공간을 찾을 때 주차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어있는 방문자 주차공간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주차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에 유념하라.
http://www.city-parking.de/parken/standorte/leipzig/parkplaetze-leipzigermesse

환경 존/배기가스 스티커
라이프치히는 도심을 비롯한 대부분 구역이 환경 존에 해당한다. 라이프치히
메쎄나 공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 존은 교통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이 발상의 목표는 미세물질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녹색 배기가스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나 예외차량 표준에 부합되는 차량만
이 환경 존에 진입할 수 있다. 이 스티커는 라이프치히 기술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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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Technisches Rathaus)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처와 공인된 교통감시기구 그리고 자동차 수리점에서도 차량
스티커를 구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 환경 존 지도를 포함한 추가 정보는 시 웹사이트에서
(독일어로만) 구할 수 있다: http://www.leipzig.de/umwelt-und-verkehr/luftund-laerm/umweltzone/

라이프치히 메쎄

총회의 주장소는 “라이프치히 메쎄(Leipziger Messe)”다. 독일어로 “메쎄”란
컨퍼런스 장소를 (가끔 “박람회장”으로 번역됨) 뜻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저
“메쎄”라고 부를 것이다. 총회는 메쎄의 두 건물, 즉 라이프치히 콩그레스
센터(CCL)와 Hall 2 을 사용할 것이다. CCL 에는 등록처와 사무실 및
소회의실이 있고 Hall 2 에는 본회의장과 식당 및 전시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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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ipziger-messe.de/
Seehausener Allee 1, 04356 Leipzig, Germany
라이프치히에서 총회 회의가 열리는 매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6 시까지 총회
사무실들이 열린다.
등록은 CCL 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leipziger-messe.com/company/exhibition-grounds/plans/siteplans/
메쎄의 지도는 등록체크인 때 받는 정보꾸러미에 들어 있다.

흡연
독일에서 흡연은 지정된 공공 장소나 특별히 진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본회의장이나 CCL 내에서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을 알려주는 게시판에 유의하기 바란다. 객실 흡연이
허용되는지는 각 호텔 규정에 따라 표시될 것이다.

총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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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주기차역
개혁교회/Reformierte Kirche
성니콜라스교회/Nikolaikirche
성토마스 교회/Thomaskirche
라이프치히 메쎄/Leipzig Messe

베를린(7 월 2 일 일요일)
총회는 버스를 타고 (대당 50 인 승차) 베를린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온다. 베를린 돔(Berlin Dom)에서 국제적으로 TV 중계되는
예배에 정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버스는 총회 호텔 근처에 지정된 승차장에서
오전 5:30 에 출발할 것이다.
예배 후 모든 사람은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 사무실로 걸어가 환영회와
짤막한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다. 외무부 보안확인이 엄격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환영회 후 참가자들은 베를린의 유적지와 디아코니아 프로젝트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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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온 종일 풍요롭고 독특한 날이 될 것이다. 다음 항목에 유의하라.


편안한 신발과 전통 의상 착용.



외무부 사무실에 들어갈 때 공항과 비슷하게 철저한 보안 검색이 있다.
큰 병이나 무기로 오인될 만한 어떤 것도 휴대하지 말기 바란다.



여권 지참 필수.



작은 가방만 지참하라.

비텐베르크(7 월 5 일 수요일)
총회는 다시 버스를 타고 (대당 50 인 승차) 비텐베르크로 장소를 옮겼다가
라이프치히로 되돌아온다. 에큐메니칼 예배에 정시에 도착하기 위해 총회
호텔 근처의 지정된 승차장에서 오전 8 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뜰에서 환영오찬이 있다. 그러고 난후 참가자들은
비텐베르크와 그곳의 종교개혁 유적지와 전시관들을 탐방할 수 있다.
이 날도 역시 온종일 풍요롭고 독특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


작은 가방만 지참하라.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라.



여권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름표는 착용하기 바란다.

총회 일정
[one-pager here, full schedule in workbook]

Page 19 of 35

총회 일정의 전체 세부사항은 총회 워크북에 실려 있다.

청년 모임
세계 곳곳에서 온 (총회 스튜어드와 청년대의원을 포함한) 청년들의 특별
모임이 총회 직전 주말, 6 월 23 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라이프치히
외곽에 소재한 가톨릭 수양관인 쯔보호우(Zwochou)에 모인다. 이 모임
참가자들을 윌한 실천적 세부조항은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총회전 모임 : 여성 및 청년
6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두 가지 총회전 모임이 메쎄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총회전 모임은 청년과 여성 대의원들이 서로 더 잘 알고 흥미있는 쟁점들에
관한 신학적 대화에 깊이 참여하고, 총회가 업무 수행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기회이다. 청년 및 여성 대의원들은 이 총회전 모임에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석을 장려한다. 대의원들이 여기 참석하려면 총회등록서에 자기
바램을 표시해야한다. 사전모임에 도착하는 것은 총회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상세한 내용은 앞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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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회의
모든 대의원을 총회 절차에 대해 준비시키고 분별절차와 전반적인 합의 활용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중요한 오리엔테이션 회의가 6 월 28 일 메쎄에서
열릴 것이다. 총회 워크북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고 참석을 계획하기
바란다.

총회 홍보
총회는 커머니언 내부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총회 홍보팀은 9 개국에서 온, 7 개국어 이상을 사용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총회 자체에 대해서 보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참가자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기 바란다.
만약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하면 된다.
총회에 관한 뉴스와 정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될 것이다.
여러분도 게시글을 공유하고 또 자신만의 게시글을 (특히 총회 해시태그
#ref2017 을 이용하여) 올리도록 장려하는 바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WCRC
좋아하기/따르기 facebook.com/reformedcommunion 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웹사이트 : WCRC 웹사이트에는 모든 총회 사역 자료 뿐만 아니라 총회와
참가자들에 관한 주요한 이야기들도 실려 있다. wcrc.ch 를 방문하고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 특별 사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사진은 필요한 대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이 링크나 —[LINK]— WCRC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합류하도록
권장한다:


총회 해시태그는 #ref2017 이다.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이것을
활용하기 바란다.



WCRC 트위터 계정은 @Reformedcomunio 이며 다국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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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RC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기서 접속할 수 있다 :
www.instagram.com/reformed_communion/
WCRC' 메인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기서 접속할 수 있다 :
facebook.com/reformedcommunion. 총회 내내 다국어로 이용할 수
있다.

WCRC 불어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기서 접속할 수 있다 :
facebook.com/communionmondiale.
 독일어 총회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facebook.com/WGRK2017.
 스페인어 사용자는 AIPRAL 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기 바란다 :
facebook.com/aipral.
유투브 : 영상이 WCRC 채널에 게시될 것이다


eNews: 매일 이메일을 통해 모든 참가자와 WCRC 웹사이트 정기구독자들에게
뉴스 서머리가 발송될 것이다.

보안 및 입장
명찰
모든 참회 참가자는 도착하자 마자 등록할 때 환영꾸러미와 함께 각자의
명찰을 받을 것이다.
명찰은 단지 이름표만이 아닌 공식적인 총회 증명서로 활용되며 여러분의
대중교통 티켓도 포함하고 있다. 이 증명서는 또한 여러분이 메쎄에 입장할
때 보안 허가증의 기능을 할 것이다. 메쎄에서는 항상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명찰을 분실하면 재발급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총회 사무소로
가거나 gcoffice@wcrc.eu 로 메일을 보내라.

안전
라이프치히 메쎄는 구내에 입장할 때 자체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그러므로
모든 참가자는 항상 공식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총회 기간 명찰이 보안
허가증으로 활용될 것이다.

강화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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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예배
금요일 오전 성니콜라스 교회(Nikolaikirche) 환영예배가 끝난 후 총회는 취임
후 처음으로 라이프치히와 작센을 방문하게 될 프랑크-발터
쉬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연방대통령의 환영인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갈 때 보안검색이 강화될 것이다. 들어가려면 공식
명찰과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예배에 필수품만 가져오도록
참가자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모든 사람이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전 9 시 예배 입장이 오전 7:45 에 시작한다.

베를린 돔 예배
베를린 돔에 입장하기 위해선 총회 명찰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외부무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여권도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엄격한 보안조치 때문에 입장이 허락되지 않다.
또한 베를린 방문일에는 외무부에 들어갈 때 공식적인 보안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핸드백이나 배낭과 같은 개인 소지품과 귀중품은 최소한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만 소지하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범죄
독일의 범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체류하는 동안 좀도둑, 신용사기 및 강도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과 소지품을 계속 잘 살펴보기 바란다. 특히 밤에 라이프치히를 돌아다닐
때는 더더욱 그렇다. 원한다면 객실 금고나 호텔측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라
현급지금기 주변에서 그리고 환전할 때 조심하라.

식사
총회 기간 식사비용 은 등록비에 포함되 어 있다
총회 참가자 전원이 받게 되는 물병은 자연분해가 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메쎄의 수도에서 이 병에 물을 채울 수 있다. 이 병들을 사용하기 바란다.
독일의 수도물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총회 본회의 내내
맹물과 탄산수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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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는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호텔에서 제공한다. 모든 점심과 저녁과
커피는 Hall 2 의 식당 구역에서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부페 음식이 차려질
것이다.
참가자들이 등록할 때 총회 시작 이전에 특별한 식단의 필요를 표현하면,
채식주의자, 비건(우유 달걀도 금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 코셔(유대율법에
맞는 음식),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된 고기), 무(無)글루텐 음식이나
당뇨환자를 위한 식단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음식 알러지가 있는 참가자들은
총회 사무실에 가능한 할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예배
등록처 및 안내소
모든 참가자는 메쎄의 CCL 1 층(Erdgeschoss) 입구에 마련된 등록처에서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처에서 신원확인과 다른 세부항목을 확인하고
등록비와 다른 수수료를 납부한다. 총회 전에 등록한 모든 참가자는 이름표,
안건, 전시관 그리고 생활 정보가 담긴 환영꾸러미를 받을 것이다.

언어서비스
언어봉사팀은 총회의 모든 언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번역가 및 통역자들의 그룹을 구성했다. 영어, 스페인어, 불어, 그리고 독어는
4 대 핵심(헌법) 언어로서 항상 언어서비스가 가능하다.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도 지원되는 언어이다. 스탭과 스튜어드들은 더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인쇄 센터
총회의 인쇄 필요를 위해 인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허가된 스탭 인력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본회의 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유인물로
준비될 것이다. 무엇이든 인쇄할 필요가 생기면 스탭 인원이나 스튜어드에게
말하기 바란다. 그 밖에는 총회의 환경친화 정책을 돕는 취지에서 가능하면
전자 문서를 찾아보기 바란다!

목사팀, 목양팀
목사팀(Chaplaincy Team)은 총회 기간 잠재적인 성희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정했다. 이것은 법적 조치나 처벌을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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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우리 공동체가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하고 모든 관련자를 위한 돌봄과
긍휼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에 관한 언약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부록의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IT 서비스
메쎄의 컨퍼런스, 미디어, 및 원격통신 기술은 최첨단이다. 건물 어디서나 WiFi 접속이 가능하다. 전자기기 충전장소도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의 전기
콘센트에 맞는 어댑터를 휴대하기 바란다.

이동 서비스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몇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어드나 스탭멤버에게 접촉하기
바란다. ,

접근성
메쎄 구역은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휄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총회 사무실에 연락하길
바란다( gcoffice@wcrc.eu). 특히 이 정보를 등록할 때 기입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다. 메쎄 구역 밖의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

재정 서비스
총회 기간 업무 시간에 참가자들의 재정 문의를 위해 총회경리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참조하라.


모든 참가자는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비와
현지교통비가 포함된 등록비를 지불한다.



등록비 청구서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총회는 환율유동 때문에 유로화를 선호하지만 주로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를 받는다.



선호하는 지불방식은 은행 이체(bank transfer)다.



주요 신용카드와 직불(현금)카드도 받는다. 페이팔도 대안적
지불방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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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납부자들은 랍팀 GmbH 를 통해 예약한 여행경비 청구서와
호텔체류비 청구서를 각각의 업체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WCRC 는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참가자들의 여행비나 호텔비를 대신
내줄 수 없다.

의료/응급 서비스
메쎄에서는 의료/응급 서비스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진이
필요하면, 스튜어드나 스탭멤버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라.
긴급하진 않지만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의사를 만나길 원한다면, 스튜어드나
스탭멤버에게 문의하여 적당한 의료진료사를 추천받으라.
약국(독어로 아포테케, Apotheke)에 가야할 필요가 있으면, 라이프치히 도심에
많이 있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약 500m 떨어진
작센파크(Sachsenpark) 쇼핑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호텔이나 도심에 있을 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응급서비스
112 번으로 전화를 걸라.
경찰에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110 번으로 전화를 걸고 나서 총회
스탭에게 상황을 알려주기 바란다.

보험
등록된 총회 참가자 전원은 총회 체류기간에 대한 여행건강보험(바르메니아
보험)의 확인메일을 받을 것이다. 또한, 모든 참가자는 총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비스탭 회원들에게는 개인용
사무품 보험이나 가능한 사소한 분실(부주의하게 놔두었거나 호텔 금고나
개인 차량에 놔두고 내려서 분실한 물건들)이나 화재손실에 대한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꼭 유의하라.

다른 고려사항들
상품(구매용)
총회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추, 병, 백, 인쇄물, 셔츠 등이 여기
포함된다. 메쎄에서 판매대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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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무료!)
WCRC 는 다양한 유인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WCRC 가 제공하는 것 중에서
생활 안내서, 신학 보고서, 개혁주의세계(Reformed World) 논문 컬렉션 등은
맛보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 판매대들은 식당 바로 옆 전시 구역에 제공하는
설치될 것이다
[Insurances]
모든 참가자는 총회 기간에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고와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gcoffice@wcrc.eu 로 문의하기 바란다.

라이프치히
모바일 앱
-

Leipziger Notenspur/Leipzig Music Trail(라이프치히 음

악 오솔길)
400 년의 라이프치히 음악 유산을 걸으면서 듣는 투어.
작곡가와 그 생가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음악
샘플도 포함된다.
-

Hidden Leipzig(숨겨진 라이프치히)

다져진 길을 벗어난 여행. 라이프치히는 다면적인
하위문화들과 새로운 면모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심
“고리”를 벗어나 모험에 뛰어들라. 힙스터 카페, 술집,
대안적인 걷기 여행 등을 즐기라.
-

Leipzig Travel App(라이프치히 여행 앱)

라이프치히에 오기 전이나 도착한 후에 도시 정보.
대중교통, 여행자 정보, 체류기간의 행사, 여행 상품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라이프치히 시의 다양성을 안내해 준다.
-

ZEITFENSTER. Leipzig(차이트펜스터.라이프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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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에 대해 스스로 안내자가 되어 1989 년의
역사적 현장에 관해 읽어보라. 라이프치히 시를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가상 박물관으로 바꿔보라.(라이프치히
대학 지원)
-

Leipzig Offline City Map Lite(라이프치히 오프라인 시티

맵 라이트)
도로와 가게 등을 검색하는 엔진이 포함된 라이프치히
시의 대화형 지도.
-

Was geht?(바스 게에트? )

라이프치히와 기타 독일 도시들에서 열리는 파티, 콘서트,
영화관, 극장 등의 모든 일정표(라이프치히에만 국한되지
않음!)
-

Easy GO(이지고)

메쎄에서 다운타운이나 기타 어디든 가고 싶은 곳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정확하게 찾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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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작센파크(Sachsenpark) 쇼핑센터는 메쎄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의류점, 세탁소, 식품점, 식당과 카페, 현금지급기가 딸린 은행 두 곳,
전자제품점, 독일의 고전적인 “약방” 및 약국이 자리잡고 있다.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도 단지에서 가깝다. 총회 활동을 잠깐 쉬면서 긴 하루 마지막에
긴장을 풀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쇼핑단지 끝부분에 볼링장도 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http://www.sachsenpark.de/einkaufen/ 를 참조하기 바란다.
라이프치히 도심에는 당신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가게와 식당, 카페, 그리고
서비스점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 도시 최고의 쇼핑 지역에 바로 가려면
“Hauptbahnhof”(하웁트반호프, 중앙역)나 “Markt”(마르켓, 시장) 정거장으로
가도록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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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맛보기
라이프치히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 라이프치히에 더 깊숙이
체험하기 원하는 이들은 이 도시의 독특한 정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세시대에 시작한 라이프치히 무역박람회와 1409 년에 설립된 대학교는 이
도시의 자유주의, 외향적, 관용적, 그리고 친절한 정신의 근간이다. 바로 이
정신이 1989 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킨
평화혁명을 촉발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라이프치히의 명성은 수백 년간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림을 수집하고 박물관을 설립하고 1743 년에 음악협회(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전신)를 세운 시민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도시의 관용심은 학자,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및 시인들을 모두
매료시켰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괴테, 쉴러, 레씽, 니체의 흔적을 쫓아갈 수 있다.
그림과 조각 애호가들은 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포함된 귀중한 미술관
컬렉션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의 좋고 즐거운 것들을 위한 자신감과 감상이 라이프치히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한다. 그런 이유로 볼거리와 할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야간에 즐기는
극장과 오페라, 및 연주회도 포함된다. 생동하는 역사적인 도심에서 1200 개
이상의 식당과 술집과 바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좋은 음식과 멋진 음료를
즐기라고 초청한다. 격조있고 고급스런 아르데코(Art Deco) 쇼핑 아케이드와
구시장통 주변의 향수를 자아내는 카페와 요리집에 끌리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고, 학생과 젊은 예술가들이 재즈바와 아늑한 술집에서 만나는 남쪽
구역에 더 이끌린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라이프치히는 수많은 도심 숲과 공원, 골프장, 호수, 강과 운하를 통해 자연과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프치히에 머무는 동안 도시를 둘러볼 기회가 있게 꼭 봐야 할 관광명소
몇 개를 추천한다.


라이프치히 동물원(Zoologischer Garten Leipzig 조올로기셔 가르텐

라이프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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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기념관(Völkerschlachtdenkmal 푈커스쉴락흐트뎅크말)



모서리가 둥근 박물관(Museum in der Runden Ecke 무제움 인 데어 룬덴

엑케)


차이트게쉬히트리헤스 포럼(Zeitgeschichtliches Forum)



멘델스존-하우스 라이프치히(Mendelssohn-Haus Leipzig)



바흐 박물관(Bach Museum 바흐 무제움)



구시청



빌덴덴 퀸스테 박물관( Museum der Bildenden Künste)

총회 방문자 프로그램에서 라이프치히 도심과 주변의 관광과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visitors@wcrc.eu 로 연락하기 바란다.

기초 독일어
총회 기간 (가능한 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도 제공되겠지만) 사용하는
핵심(헌법적) 언어는 영어, 독어, 불어, 및 스페인어이다. 언제든지 WCRC 의
4 대 핵심 언어 중 하나를 말할 수 있는 스탭이나 통역 한 명을 만날 수 있다.
메쎄 스탭 대부분은 상당한 영어와 유창한 독어로 소통할 수 있다. 그 밖의
언어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여러분이 메쎄를 떠나 예를 들어 도심으로 가다 길을 멈추고 방향을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독일어만 말한다. 제한된 영어를 말하거나 간혹
스페인어나 불어를 말하는 이도 있긴 하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나 방문자는
물론이고 대학생들도 독어 이외에 영어나 스페인어, 불어를 말할 수 있다.
기억해 두어야 할 독일어 기본 구문:


네(Yes). Ja(야).



아니오(No). Nein(나인).



부탁입니다(제발, Please). Bitte(비테).



감사합니다. Danke(당케).



천만에요(괜찮습니다, You're welcome). Bitteschön(비테셴).



실례합니다(용서하세요, Pardon me). Entschuldigung(엔트슐디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I don't understand). Das verstehe ich nicht(다스

페어스테에 이히 니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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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어를 할 줄 몰라요. Ich spreche kein Deutsch(이히 스프렉헤

카인 도이취).


영어/불어/스페인어를 말하십니까? Sprechen Sie
Englisch/Französisch/Spanisch(스프렉헨 지

엥리쉬/프란쬐지쉬/스파니쉬)?


전철/기차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Wo ist die U-Bahn/der Bahnhof(보

이스트 디 우반/데어 반호프)?


팁도 포함되어 있나요? Ist das Trinkgeld inbegriffen(이스트 다스

트링크겔트 인베그리펜)?


How much does that cost? Wieviel kostet das(비필 코스테트 다스)?



Is there a public phone here? Gibt es hier eine Telefonzelle(깁트 에스 히어

아이네 텔레폰첼레)?


Can I get on the internet? Kann ich ins Internet gehen(칸 이히 인스

인터넷 게헨)?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Können Sie mir helfen(쾬넨 지 미어 헬펜)?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Wo ist die Toilette(보 이스트 디 토왈레트)?

+++++++스탭과 스튜어드(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WCRC 스탭
WCRC 핵심 스탭 전원은 총회에 참석할 것이다. 여러분이 연락하기 원하는
스탭이 있다면 다음 이메일 주소와 전호번호를 참조하라.
총회 이메일 주소 :


등록 문의 : registration@wcrc.eu



여행 문의 : gctravel@wcrc.eu



숙박시설 문의 : gclodging@wcrc.eu



글로벌신학연구소 문의 : git@wcrc.eu



방문자 문의 : visitors@wcrc.eu



청년 모임 문의 : youth@wcrc.eu

WCRC 일반 이메일 주소 :


일반적인 문의 : wcrc@wcrc.eu



총회 사무국 : gs@wcrc.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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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문의 : gs@wcrc.eu



개혁주의협력기금 : partnership.fund@wcrc.eu



개혁주의 세계 : reformed.world@wcrc.eu

WCRC 핵심 스탭 :
총무
크리스 퍼거슨(Chris Ferguson) : 캐나다연합교회
이메일 : gs@wcrc.eu
신학, 선교, 커뮤니언 및 글로벌신학연구소 컨설턴트
아루나 그나나다손(Aruna Gnanadason) : 남인도교회
이메일 : aruna.gnanadason@wcrc.eu
정의와 협력 분과 실행간사
도라 아르체-발렌틴(Dora Arce-Valentin) : 쿠바 장로개혁교회
이메일 : dora.arce_valentin@wcrc.eu
통신 분과 실행간사
필립 타니스(Philip Tanis) : 미국개혁교회(RCA)
이메일 : philip.tanis@wcrc.eu
평화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김문기(Mun-kee Kim) :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메일 : munkee.kim@wcrc.eu
총회 코디네이터
한스 레씽(Hanns Lessing) : 베스트팔리아 복음교회
이메일 : hanns.lessing@wcrc.eu
총무 보조원, 총회사무국 및 총회사무소
카트리나 메르츠(Katrina Mertz)
이메일 : katrina.mertz@wcrc.eu, gs@wcrc.eu
재정 및 통신 보조원, 총회 경리과
안나 크뤼거(Anna Krü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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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anna.krueger@wcrc.eu
개혁주의협력기금 보조원, 총회 VIP 서비스
베르너 왝커(Werner Joecker)
이메일 : werner.joecker@wcrc.eu
정의와 신학 분과 보조원, 총회사무소
암리타 페루말라(Amritha Perumalla)
이메일 : amritha.perumalla@wcrc.eu
프로젝트 보조원, 총회 비자 서비스
파울 오펜하임(Paul Oppenheim)
이메일 : paul.oppenheim@wcrc.eu
인턴, 총회 연락 사무실
그레나 카이야(Grenna Kaiya)
이메일 : grenna.kaiya@wcrc.eu
인턴, 청년 및 사전모임 서비스
린 완주 : 대만장로교회
이메일 : lin.wanjou@wcrc.eu
인턴, 청년 및 총회 사무소
미구엘 로사(Miguel Rosa) : 미국장로교회
이메일 : miguel.rosa@wcrc.eu
청년모임 코디네이터
헨릭 베게만(Henrik Begemann)
이메일 : henrik.begemann@wcrc.eu
신학 코디네이터 : 종교개혁 전시관
마르기트 에른스트-하비브(Margit Ernst-Habib)
이메일 : margit.ernst-habib@wcrc.eu
스튜어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베르너 카일(Werner K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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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rner.keil@wcrc.eu

스튜어드 (봉사자)
전 세계에서 온 70 명의 스튜어드들이 총회 사역의 모든 측면을 돕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들이 하는 사역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외부
행사에서 안내자 역할을 맡기도 할 것이다. 스튜어드들은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필요나 질문이 있을 때 누구를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스튜어드들은 빨간 티셔츠나 주황색 모자나 이름표를 보고 인식할 수 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아무 스튜어드에게든 물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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