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하는 글 

친애하는 여성모임 회원여러분 

 

우리들의 책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낭독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성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쓴 자전적 수필들을  묶어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것은 낱낱 회원들이 독일에서 꾸려간 이주여성으로서의 삶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않고, 공개적으로 독일이주여성들의 삶, 그 현대사 기록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적인 경사를 기회로 2015 년 봄세미나에서는 회원들의 책 낭독회를 개최합니다. 

여성모임회원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글쓴이들의 작품 낭독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간에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또 우리들의 책이 이 세상의빛을 보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경험담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더 깊은 이해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독일정부가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집단적으로 „손님노동자“를 불러들인지  

만 60 년이 되는 해 입니다(1955 년 이탈리아와 협정).  

한국간호요원들이 독일로 노동이주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이주여성으로서  반세기의 역사를 살아온 산증인의 안목으로  

우리 같이 독일사회의 이주민정책을 평가해보는 기회도 가져 봅시다. 

 

많이들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년 3 월 

 

재독한국여성모임총무단  

                    재독한국여성모임 2015 년 봄세미나 일정  
 
 

4 월 17 일 금요일 

18:00-19:15 저녁식사 

20:00-  인사, 세미나일 분담, 회원 소식, 시사 

 
 

4 월 18 일 토요일 낭독회 

08:00-09:00 아침식사 

09:00-10:30  책 낭독: 유정숙, 송금희, 손행자 

10:30-10:45 휴식  

10:45-11:45 책 낭독: 변숙영, 김영옥 

12:00-14:00 점심식사, 베를린 세월호 추모식 참석  

 

14:15-16:15 책 낭독: 김양순, 김현숙,안차조, 김정자 

16:15-16:30 휴식 

16:30-19:00 책 낭독: 송현숙, 김순임, 박정숙, 박정자, 조국남 

19:00-  저녁식사 

20:00  낭독회 뒷풀이(소감, 미처 못다한 말 등등…) 

 
 

4 월 19 일 일요일 제 37 차 여성모임 총회 

08:00-09:00 아침식사 

09:30-11:00 총무단보고(총무, 회계감사, 회계,소위원회) 

11:00-11:15  휴식 

11:15-12:00  2015 년도 사업계획, 총평 

12:00-12:30 세미나실 정리 

12:30-  점심식사 

 

일요일 오후  „금지된 그림전“ 참관 (자유) 

                          

 



Berlin Hauptbahnhof ->Washingtonplatz 

Nehmen Sie Bus M85 in Richtung S-Lichtfelde Süd 

bis Potsdamer Brücke. Von dort einen kurzen Fußweg 

den Kanal entlang. Dann in die Kluckstr. links abbiegen. 

버스에서 하차, 왼쪽 방향으로 꺽어서 운하를 따라 150m쯤 

가시면 왼쪽방향에 Kluckstr. 가 나옴 

약도 

 

 

참가신청 및 연락처 : 

조국남 (Cho-Ruwwe,Kook-Nam) 

eMail: cho.kook-nam@web.de   전화: 07931-46933 

김순임(Kim-Morris, Soon Im) 

eMail: myobeop@googlemail.com  전화: 030- 8511541 

숙식비: 81유로(EZ), 75유로(DZ) 

행사장에서 숙박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25 유로> 

수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15 년 봄 세미나 및 37 차 총회 

 

 
 

 

기간: 2015 년 4 월 17 일~19 일 

장소: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Kluckstr. 3  10785 Berlin 

전화: 030-264 952 

주최: 재독한국여성모임 

Blog: www.koreanische-frauengrupp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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