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럽오월민중제에 모시는 글

행사 일정표
☼ 5 월 28 일 금요일

지금으로부터 30 년 전 1980 년 5 월,
초여름의 푸르름과 아카시아 꽃향기가 가득한 평화로운 빛고을 광주의
거리를 피로 물들게 한 반민주, 반통일 세력인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들은
다시 재유럽오월민중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삼십 년이니 강산이 세 번 변하는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시민의 절반이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그 암울한 시기를 경험 못한 세대입니다.

17:00-20:00:
20:00:

☼ 5 월 29 일 토요일
07:30-09:00:
09:15-10:30:
10:30-12:30:

아침식사
추모제, 30 주년 기념인사와 연대사
주제 I: „5.18. 광주민중항쟁과 한반도의 현실“
강사: 문국주 5.18 기념재단 이사
주제 II: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현실“
강사: 림민식교수

12:30-14:30:

점심식사와 휴식

14:30-16:30:

주제 III: 토론회 „5.18. 민중항쟁이 재유럽동포와
유럽에서의 연대활동에 미친영향“( 이희세, 파울
쉬나이스, 최영숙, 신효진, 이상훈)
커피 휴식
토론회 계속

군부독재를 경험한 세대들이 경험 못한 후세대에게 오월정신을 홍보, 계승
시키는 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친구 여러분!
"깨여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담론보다 우리가 서있는 곳에서 현실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인류의 보편가치의 최후 보루인 민주주의를 지켜 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한다 하지만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방관할 때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악화일로에 있고 개선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6:30-17:00:
17:00-18:00:
18:00-20:00:
20:00:

14:15-18:00:

부디 참석해 주셔서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년 5 월
재유럽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원회 드림

도착, 접수/방배정. 저녁식사
만남의 시간, 5.18. 에 관한 기록영화 상영

만남을 즐기면서 식사
문화행사: 5.18. 민중항쟁 30 년 발자취와
서로의 연대와 민주주의를 기림
▶위의 시간과 병행하여◀
재독동포 3 세들의 5 월 워크숍 (세종학교주관)

☼ 5 월 30 일 일요일
07:30-09:30:
09:30-11:15:
11:30-12:30:
12:30:

아침식사
토론회: „재유럽오월민중제의 의미와 전망“
행사평가와 제언(성명서 통과)
점심식사, 귀가

◈ 길안내 ◈

재유럽오월민중제 30주년 기념행사

Bus 248 oder M29 Oranienstr./Lindenstr.
U2 Spittelmarkt │U6 Kochstraße. │U8 Moritzplatz

(사진: 망월동 묘역)

참가신청 및 연락처
*숙식비(2 박 3 일):
*보모 있음
*통역자 있음

성인: 40 유로
할인: 20 유로(학생,무수입자, 숙박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참석자: 10 유로

최영숙
☏: 030-817 51 46

e-mail: ysrippel@gmx.de
최태호
☏: 02324-813 32

e-mail: choith45529@hanmail.com
*참가신청은 5월20일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 2010 년 5월28(금)-5월30일(일)
장소: Tagungshaus in der Alten Feuerwache
Axel-Springer-Str. 40/41
10969 Berlin/Kreuzberg
전화: 030-253992-20
주최: 재유럽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원회:
사단법인 코레아협의회,
재독 한국여성모임,
베를린 노동교실,
사단법인 한국 민중문화모임,
사단법인 재도이취란트동포협력회,
한민족 유럽연대
후원: 5.18 기념재단
재독후원단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베를린,
글뤽아우프 베를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