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체 대회 신학 심포
지움 시간표
첫째 날, 수요일, 1월 20일

8:30-9:30AM
9:30-10:30AM

10:30-11:00AM
11:00-12:00PM

12:00-2:00PM
2:00-3:30PM
4:00PM

아침기도
첫 번째 총회
“희망의 크리스챤 덕목”
-Rev. Fr. Timothy Radcliffe, OP

휴식시간
두 번째 총회

“He Loved them to the end.” (John 13:1)
Eucharist in the Gospel of John
-Rev. Fr. Francis Moloney, SDB

점심시간
동시 섹션
Tracks 1-7
거룩한 성체 성사

둘째 날, 목요일, 1월 21일
8:30-9:30AM
9:30-10:30AM
10:30-11:00AM
11:00-12:00PM
12:00-2:00PM
2:00-3:30PM
4:00PM

아침기도
첫 번째 총회
“전례와 토착화”
-Rev. Fr. Mark Francis, CSV

휴식시간
두 번째 총회
“노부스 오르도의 역사”
-Most Rev. Piero Marini, DD

점심시간
동시 섹션
Tracks 1-7
거룩한 성체 성사

셋째 날, 금요일, 1월 22일
8:30-9:30AM
9:30-10:30AM
10:30-11:00AM
11:00-12:00PM

12:00-2:00PM
2:00-3:30PM
4:00PM

아침기도
첫 번째 총회
“세속적 세계의 복음화”
-Rev. Fr. Thomas Rosica, CSB

휴식시간
두 번째 총회
“일요일 성체성사안에서의 교리 교수”
-Dr. Josefina Manabat

점심시간
동시 섹션
Tracks 1-7
거룩한 성체 성사

The Seven tracks:

지난

기도문
저희 영광의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계획의 실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세대와 지난 세대로부터
숨겨진 신비이시며 지금 저희들에게 그
신비를 드러내시나이다.
당신은 당신 교회에 머무시고,
가장 거룩한 성찬 에
성체 .
저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성체성사를 기념할 때,
저희안에 계신 당신의 현존을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안에서 당신의 구원사업을
계속하도록 저희를 재촉하여 주소서.

대회
1881년 – 릴, 프랑스

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Cebu Foundation, Inc.

문화 와 교회의 대화 에서성체 성사
종교 와 교회의 대화 의 성체 와종교 전통

마리아와 현대 의 성체 성사교회의 사명

3

27 1924년 - 암스테르담,

4

28 1926년- 시카고, 미국

5
6

1890년 – 앤트워프, 벨기에

7

1893년 - 예루살렘,
이스라엘
1894년 – 랭스, 프랑스

8
9

1898년 - 브뤼셀, 벨기에 11
1899년 - 루르드, 프랑스 12
1901년 – 앙제, 프랑스 13
1902년 - 나무르, 벨기에 14
1904년 - 앙굴렘, 프랑스 15
1905년 - 로마, 이탈리아 16
1906년- 투르네이, 17
벨기에

세부, 필리핀
2016년 1월 24-31일

계정 번호: 1023-2656-79

1907년 - 메츠, 프랑스 18
1908년- 런던, 영국 19
1909년 -

쾰른, 독일 20

1910년- 몬트리올, 캐나다 21
1911년 – 마드리드, 스페인 22

또는 수표 발급:

1912년- 비엔나, 23
오스트리아
1913년- 몰타, 몰타 24

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Cebu Foundation, Inc.

1914년-루르드, 프랑스 25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ec2016.ph or email us at
info@iec2016.ph

와 교회의 대화 에서성체 성사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 과 함께 교회의 대화 에서성체 성사

1883년 - 리에, 프랑스

1897년 - 파레 르 모니알, 10
프랑스

성체 성사 : 교회의 선교 의 소스 및 목표

성체 미션 아시아 : 통합 대화 와 선포

26 1922년- 로마, 이탈리아

1888년 - 파리, 프랑스

기부금 보내실 곳:

2016년 세계성체대회(IEC) 사무실은 필리핀,
세부, 세부 시티의 Pope John Paul II 거리,
Pope John XXIII 신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81년 시작된 이래

2

1886년 – 툴루즈, 프랑스

주님, 거룩한 성체안에 계신 주님,
한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의
일치안에 모든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계정 이름:

1

1882년 - 아비뇽, 프랑스
1885년 - 프리부르, 스위스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동반 안에,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50

성찬

네덜란드

29 1928년 – 시드니, 호주
30 1930년 - 카르타고 (튀니지)
31 1932년- 더블린, 아일랜드
32 1934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33 1937년- 마닐라, 필리핀
34 1938년- 부다페스트, 헝가리
35 1952년- 바르셀로나, 스페인
36 1955년- 리오 데 자네이로,
브라질

37 1960년- 뮌헨, 독일
38 1963년- 뭄바이, 인도
39 1968년 – 보고타, 콜롬비아
40 1973년- 멜버른, 호주
41 1976년- 필라델피아, 미국
42 1981년- 루르드, 프랑스
43 1985년- 나이로비, 케냐
44 1989년-서울, 한국
45 1993년 - 세비야, 스페인
46 1997년- 브로츠와프, 폴란드
47 2000년- 로마, 이탈리아
48 2004년-과달라하라, 멕시코
49 2007년-퀘벡, 캐나다
50 2012년- 더블린, 아일랜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희망
Col. 1:27

51 2016
세부,

필리핀

2012년 6월 17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성체대회의 마지막 날,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은, 51차 세계성체대회는 2016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릴 것이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

세계성체대회란 무엇인가?
세계성체대회는 세계인들의 모임으로써 아래
항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정
첫째 날,
4:00PM

둘째 날,
8:00-8:30AM
8:30-9:00AM

9:00-10:00AM

교회의 미션과 삶 안에 성체 중심의
1 가톨릭
의식을 촉진시킨다.

2 전례 예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돕는다.
3

성체 성사를 사회적 차원의 관심에로
이끌어낸다.

세계성체대회는 4년에 한번씩 개최됩니다.

10:00-10:30AM
10:30-11:00AM
11:00-12:30PM
12:30-2:00PM
2:00-3:00PM
3:00-4:00PM

Blessed Antoine Chevier

19세기의 Antoine Chevier은 프랑스 사제였다.
그는 성직자 학교인 “Work of the Prado”의
창립자이다.

Leon Dupont

그는 “투르의 거룩한 이” 또는 “거룩한 얼굴의
사도”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과 밤샘 성체조배 등의 다양한 가톨릭 신심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가경좌로 선포하셨고, 최근에는 시복식을
기다리고 있다.

Emilie Tamisier

그녀는 처음으로 세계성체대회의 형태와 이름하에
거룩한 성체에 대한 공식적인 경의와 공경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당신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희망이시다:
골로사이의 사목적 성찰 1, 27”
-Most Rev. Miguel Cabrejos
Vidarte, OFM

증언
휴식
성찬의 전례
점심 시간
Press Conference with
the Speakers
동시 섹션

" 성찬 희망의 매니 폴드 치수 "
-Rev. Fr. Paul Vu, SSS
하나님의 " 말씀 , 예수 그리스도 ,
그리고 성체 성사 : 기독교 희망
세속화 세계 "
-Rev. Fr. Francis Moloney, SDB

성체 대회의 기원
1881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성체대회는성
베드로 줄리안 이말드의 성체적 사도직의
열매이다. “성체 성사의 사도” 그리고 또 다른
뛰어난 이들은:

월요일, 1월 25일
준비
아침기도
교리교육

네째 날,

수요일, 1월 27일.

8:00-8:30AM
8:30-9:00AM

9:00-10:00AM

세째 날,

화요일, 1월 26일

8:00-8:30AM
8:30-9:00AM

준비
아침기도
교리교육

9:00-10:00AM

“ 성체: 파스카 신비의 전례”
-Rev. Fr. Robert Barron

10:00-10:30AM

10:30-11:00AM
11:00-12:30PM
12:30-2:00PM
2:00-3:00PM

3:00-4:00PM

증언
휴식
거룩한 성체
점심 시간
Press Conference with
the Speakers
동시 섹션
“성체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성체를 만든다.”
-His Eminence, Orlando
Cardinal Quevedo, OMI
“성체: 희생의 잔, 하느님 나라의 잔치”
-Dr. Josefina Manabat
“성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의 원칙”
-Rev. Msgr. Diego Monroy Ponce

준비
아침기도
교리교육

여섯번 째날,
8:00-8:30AM
8:30-9:00AM

9:00-10:00AM

“성체는 사명, 사명은 대화”
-Most Rev. Thomas
Menamparampil, SDB

10:00-10:30AM
10:30-1:00PM

증언
점심시간
Parish Encounter
Venue: 14 City Parishes

점심시간

Deaf Track 3
세부 의사당으로 출발
Building
거룩한 성체성사

본당교우들과의 신앙 나눔

1:00-2:00PM

6:00-7:00PM

본당에서 저녁식사 및
문화 공연

2:00-3:00PM
2:00-4:00PM

8:00-8:30AM
8:30-9:00AM

9:00-10:00AM

4:00-5:30PM

목요일, 1월 28일
준비
아침기도
교리교육
“성체성사 그리고 문화의 대화”
-His Eminence Luis
Antonio
Cardinal Tagle

10:00-10:30AM
10:30-11:00AM

증언
휴식
거룩한 성체 성사
점심시간

2:00-3:00PM

Press Conference with
the Speakers

11:00-12:30PM
12:30-2:00PM

2:00-4:00PM

3:00-5:00PM
7:00-10:00PM

Deaf Tracks 1 & 2

고해성사
7개 도시의 교회방문

청년의 날

Venue: Hoops Dome

2:00-3:00PM

찬양 및 워크샵
교리
“젊은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희망”
-Rev. Fr. Robert Barron

4:00-6:00PM
7:00PM-4:00AM
5:00AM

“성체성사: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
는 이들과의 대화”
-His Eminence John Cardinal
Onaiyekan

12:00-1:00PM

5:00-6:00PM

다섯번 째날,

준비
아침기도
교리교육

증언
휴식
교리교육

본당으로 출발
본당에서의 거룩한 성체성사

금요일, 1월 29일

10:00-10:30AM
10:30-11:00AM
11:00-12:00PM

1:00-3:00PM
4:00-5:00PM

“희망의 크리스챤 덕목”
-Rev. Fr. Timothy Radcliffe, OP

성체성사의 매일의 전례는대회의 중심이다.
대회의 폭넓은 프로그램은 대회 주간 동안 다른
전례 예식, 문화적 행사, 교리, 증언 그리고
워크샵을 포함한다.

St. Peter Julian-Eymard

일요일, 1월 24일
시작 미사
교황 특사

“The Eucharist and the Church’s
Dialogue with Religions”
-His Eminence Oswald Cardinal
Gracias

Press Conference with
the Speakers

5:30-8:00PM

행렬
to Plaza Independencia

일곱번 째날,

토요일, 1월 30일
준비
아침기도
교리교육

8:00-8:30AM
8:30-9:00AM

9:00-10:00AM

“교리 “성체성사 그리고 성모 마리아”
His Eminence Timothy Cardinal
Dolan

10:00-10:30AM
10:30-11:00AM
11:00-12:00PM
12:00-1:00PM

1:00-2:00PM
2:00-3:00PM
4:00-6:00PM
6:00-7:00PM

증언
휴식
Deaf Track 4
점심시간
Deaf Track 5
Deaf Track 6
세부 시티 스포츠 센터
로 출발
거룩한 성체성사
발표신누록(Sinulog) 프레
센테이션

일요일 여덟째 날,

일요일, 1월 31일

Venue: South Road Properties

4:00PM

Statio Orbis 교황특사

REGISTRATION RATES
WHOLE WEEK
US$350
US$400

4 DAYS
US$175
US$200

독립 광장
( Plaza Independencia)
밤샘기도

EARLY
REGULAR

거룩한 성체

Early Registration: Sep 9, 2014- Jun 30, 2015
Reg Registration: Jul 1, 2015- Nov 30, 2015
Late Registration: Dec 1, 2015- Jan 22, 2016

LATE

US$450

US$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