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벌써 지난 해가 되어버린 10월의 재독한국여성모임
3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같이 어우러져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사진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지켜왔으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홀가분해 지면서 이제는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성모임의 활동을 꿈꾸어 봅니다. 여성모임
제 2장 1주년을 만들어가는 꿈이라고 할가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오전의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성모임과 관련하여 만드는
시간으로 이번 봄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번
부득이 못 한 총회도 겸하여... .
토요일 오전의 세미나의 주제를 „독일의 현 통합정책과
그 실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일원인 재독한국여성모임은 이주민
여성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외국인정책“, 현재는
„이주민정책“이란 이름 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에 대해 좀 더 알고 그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사는 우리 2세인 최세라씨이며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의 부서인 „Integrationsbeauftragte“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서로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인사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총무단 일동

<세미나 일정표>
6월 19일 금요일 저녁
저녁식사는 17:45-19:15 까지입니다.
20:00 : 회원 동정 및 시사, 광고
6월 20일 토요일 오전
06:45-09:00: 아침식사
09:30-10:15: 발제 „Integrationspolitik und deren
Praxis in Deutschland(강사:최세라)
10:15-10:30: 15분 휴식
10:30-12:00: 질의 응답과 토론
12: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토요일 오후
14:00-16:00: 임시총회, 총무단 새 임원구성
16:00-16;30: 30분 휴식
16:30-18:00: 30주년 기념행사 총평과 사업계획
18:00저녁식사는 외식, 코레식당으로 출발
20:30
: 숙소 도착 회갑찬치
6월 21일 일요일
06:45-09:00: 아침식사
09:30-10:00: 2009년 5월 민중제 참가 보고
10:00-10:30: 가을총회 및 세미나 준비
10:30-10:45: 휴식
10:45-12:00: 회원들의 에세이 쓰는 건
총평, 기타,
12:00점심식사, 귀가

길 안내
Berlin Hauptbahnhof ->Ausgang Europaplatz,
Bus M85 in Richtung -> S-Lichtfelde Süd,
Potsdamer/Lützowstr. aussteigen.
버스에서 하차, 오른쪽 방향 Lützowstr. 길을 따라
150m쯤 가시면 Kluckstr. 가 나옴. 그 곳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약 100m 가시면 행사장소가 있음
약도

재독한국여성모임 2009 년 6 월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참가신청 및 연락처
안차조(An, Cha-Jo): eMail:anchajo@hotmail.com
전화/Fax:030-602 41 19
손전화 :0176-26327816
김순임(Kim,Soon Im):eMail:myobeop@hanmail.net
전화 :030-851 15 41
손전화:0177-5716732
숙식비: 55 유로( 수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날자: 2009년 6월19-21일
장소: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Kluckstr.3
10785 Berlin
전화: 030-264 952
주체: 재독 한국여성모임
Hompage: www.koreanische-frauengruppe.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