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meldung 

Cha-Jo An(안차조안차조안차조안차조)  
Tel.+Fax:  030-602 41 19   
e-mail:  anchajo@hotmail.com 
 

Kim-Morris, Soon- Im(김순임김순임김순임김순임)                                            
Tel.: 030-8511541                                                               
e-mail: myobeop@hanmail.net                

 

* Übernachtung+Vollverpflegung fürs      
Wochenende: 50 € + 5 €  f. Bettwäsche       

* Seminarteilnehmer am 17.11.07:                          
8 €(Mittagessen+Kaffee)                                
und zum Abendessen werden alle        
TeinehmerInnen eingeladen                
(koreanisches Essen)  

*Am Freitagabend und Sonntagvormittag 
findet unsere regulären  Vollversammlung 
statt. 

* Anmeldung bis zum 28.10.2007 

    

Termin  : 16-18.11.2007   

Ort        : Gästehaus Haus Kreisau, Kladow          
Sakrower Kirchweg 79                                
14089 Berlin                                             
Tel.: 030-36500240 

Veranstalter: Die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Hompage: www.koreanische-frauengruppe.de 

Mahnwache  am 15.08.07  für die  ehemaligen 
Zwangsprostituierten der japannischen Armee  

BUS X34 :                                                                                    
S+U Zoologischer Garten <=> Kladow, Kaserne  Hottengrund 
Fahtdauer: ca 45 Min. 

BUS 134:                                                                              
S+U+DB(Die Bahn) Rathaus Spandau <=> Kladow, Kaserne 
Hottengrund                                                                                 
Fahrtdauer: ca 30 Min. 

Veranstaltungsort ist von der Bushaltstelle „Kaserne 
Hottengrund“  5 Min. zu Fuß entfernt. 

* Bushaltstelle „Kaserne Hottengrund“ aussteigen, dann die 
Kafkastr. entlang bis „Haus Krei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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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초대의 글초대의 글초대의 글    Liebe Freund/-innen 

Liebe Mitglieder der Koreanischen Frauengruppe,  

wir laden Sie/Euch herzlich zu unserem Seminar ein.                                                                        
Auch in diesem Jahr haben wir ein offenes Seminar 
vorbereitet, in dem wir generationsübergreifend   
über das Thema "neuere koreanische und japanische 
Geschichte aus Sicht der Frauen" diskutieren wollen. 

Das Geschichtsbuch, das wir als grundlage für unser 
Seminar behandeln, haben die koreanischen und  
japannischen Frauen zusammen geschrieben. 

Im diesen Seminar wollen wir an Hand dieses Buches 
( Kapitel 1bis 3) über die Stellung und die politischen 
Aktivitäten der Frauen in der Zeit vor und nach der 
Kolonialzeit informieren. 

Hierzu haben wir zwei junge Wissenschaftlerinnen 
als Referentinnen eingeladen. 

 Darüber hinaus wollen wir diskutieren, ob es ein 
spezifisches Leben in dieser Gesellschaft als            
asiatische Migrant/-innen mit kolonialer Geschichte 
gibt. 

Die seit über 15 Jahre anhaltende Solidaritätsarbeit 
mit der Japanischen Fraueninitiative in Berlin, vor 
allem  über die Zwangsprostitution koreanischer 
Frauen durch die japanische Armee während der 
Asien-Pazifik-Krieges, führte zur Planung dieses  
Seminars. 

Wir freuen uns auf  Eure/Ihre Teilnahme an unserer 
Veranstaltung und hoffen auf reges Interesse. 

Mit freundlichen Grüssen 

Die Vorstandsfrauen der Koreanischen               
Frauengruppe in Deutschland 

 

Programm  

Freitag,  16.11.2007        

17:00: : Ankunft                                                                 
18:00: : Abendessen                                                        
20:00-    : Informationsaustausch, Mitglieder/             
    Ortsgruppen berichten über ihre  
    Aktivitäten                                                         
—————————————————————— 

Samstag, 17.11.2007                                                                                                                                                                                    
08::0-          : Frühstück                                                                                                                                                                                                    
09:30-09:40: Begrüßung und Einführung         
09:40-10:10: 1.Vortrag: Frau Jung-Hwa Han                              
    „Kultur vs. Zivilisation: Geschlechte- 
                ordnung in der ´Morderne´ Korea“                                     
10:10-10:30: Fragen zum Thema, 10 Min. Pause                                                     
10:30-11:00: 2. Vortrag: Frau Juliane Boehm      
                „Wirken und Bedeutung der     
    koreanischen und japanischen Frauen         
               während der Kolonialzeit „                                               
11:00-11:20: Fragen zum Thema, 10 Min. Pause                               
11:20-12:00: Kennenlernrunde und Info zu den AG´s 
——————————————————————--  

12:00-14:00: Mittagessen und Pause                     

14:00-15:00: Arbeitsgruppen:                                                                                         
AG 1: Schulbildung der Frauen in der Kolonialzeit 
AG 2: rechtliche Stellung der Frauen in der  
    Kolonialzeit                                 
AG 3: offene Diskussion an Hand derVorträge            
15:00-!5:30 : Kaffee                               
15:30-17:00: Bericht aus den Arbeitsgruppen               
                10 Min. Pause                                     
17:10-17:30: Abschlussdiskussion                         
17:30-18:00: Auswertung und planung der nächsten 
          Serminar                                                                                                                                                                

Sonntag,18.11.2007                                                                                                                                                                                                            
09:30-12:00: Vollversammlung                                                              
-Jahresbericht des Vorstands und  Kassenbericht                                                
-Entlastung des Vorstands                                                                
-Neuwahl des Vorstands                                                           
-Vorberitung des nächsten Seminar                                      
-Überprüfung des Protokolls, Auswert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