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하는 글

재독한국여성모임 2015 년 가을세미나 일정

친애하는 여성모임 회원여러분

11 월 3 일 화요일

우리들의 책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낭독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4 년 6 월 여성모임 회원들이 쓴 자전적 수필들을 묶어 발간한
<독일 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은
각각의 회원들이 독일사회에서 꾸려가는 이주여성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로서

18:00 – 저녁식사 (외식)
20:00 – 인사, 회원소식, 낭독회 준비
11 월 4 일 수요일
07:30 – 09:00 아침식사 (게스트하우스)
09:00 – 11:30 여성모임 회의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독일이주여성들의 삶, 그 현대사 기록의

1.

2016 년 제 1 차 총무단회의 날짜/장소, 봄세미나 준비, 가을세미나 계획

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2

보고: 여성모임 여행제안, 한일여행기록집, Verdi/코레아협의회와 공동행사, 다미그라

3

여성모임 도큐멘트영화제작 제안에 대한의견

이 뜻 깊은 일이 2015 년 가을 세미나를 통해 튀빙엔대학 한국학과와 공동주최인
낭독회로 이어지게 되어 참으로 경사스럽습니다.
이 행사가 한국학과의 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과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1:30 – 12:30 점심휴식
12:30 발제문<재독한국여성모임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소감
16:00 휴식
17:30 – 20:00 낭독회
1.

한국여성들의 독일이주 소개(이유재 교수)

올해는 독일정부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2.

재독한국여성모임 소개(한운석 교수)

외국에서 집단적으로 “Gastarbeiter“를 불러들인지

3.

여성모임 책 소개 (조국남)

60 년이 되는 해입니다(1955 년 이탈리아와 협정).

4.

낭독회(송금희, 박정자, 안차조, 김영옥)

5.

전체토론

한국간호요원들이 독일로 노동이주를 시작한지도 벌써 50 년이 넘었습니다.
독일에서 이주여성으로서 반세기를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의 안목으로
우리 같이 독일사회의 이주민정책을 평가하는 기회도 마련해 봅시다.
낭독회 다음 날, 11 월 5 일에는 튀빙엔 도시 역사 탐방 후
여성모임 뮤지컬 준비진행 보고와 추진 계획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바랍니다.

20:00 – 낭독회 뒷풀이
11 월 5 일 목요일
07:30 – 09:00 아침식사 (게스트하우스)
튀빙엔 시내및 주변 역사탐방
점심식사 후 ,여성모임의 뮤지컬 준비 진행 보고 (송금희, 김재엽 교수)
저녁식사
11 월 6 일 금요일

2015 년 10 월
재독한국여성모임 총무단

07:30 – 09:00 아침식사후 (게스트하우스) 귀가

2015 년 가을 세미나

Schwabenhaus in Tuebingen

숙박장소: Gästehaus
Lessingweg 3
72074 Tübingen
Tel.: 07071-688 90 70
숙박비: 2 인실 1 박 65 유로(1 인당 32,50 유로)
1 인실 1 박 46/48 유로
아침식사 7 유로
점심+저녁식사는 외식
Tübingen Hauptbahnhof 에 인접한 Busbahnhof 으로 가서
Bahnsteig E 에서 Buslinie 3, Richtung WHO Ulmenweg 에 승차
내리는 곳은 Haltestelle Im Rotbad.
그곳에서부터 약 6 분을 걸으면 Lessingweg 이 나옵니다.
기간: 2015 년 11 월 3 일~6 일
참가신청 및 연락처 :
조국남 (Cho-Ruwwe,Kook-Nam)
eMail: cho.kook-nam@web.de
김순임(Kim-Morris, Soon Im)
eMail: myobeop@googlemail.com

장소: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전화: 07931-46933

Abteilung für Sinologie und Koreanistik
Wilhelmstr. 133
72074 Tübingen

주최:튀빙엔대학 한국학과
전화: 030- 8511541

재독한국여성모임
Blog: www.koreanische-frauengruppe.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