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길길길    안내안내안내안내    

Berlin Hauptbahnhof Berlin Hauptbahnhof Berlin Hauptbahnhof Berlin Hauptbahnhof ---->Ausgang Europaplatz,>Ausgang Europaplatz,>Ausgang Europaplatz,>Ausgang Europaplatz,    

Bus M85 in Richtung Bus M85 in Richtung Bus M85 in Richtung Bus M85 in Richtung ----> S> S> S> S----Lichtfelde Süd,Lichtfelde Süd,Lichtfelde Süd,Lichtfelde Süd,    Potsdamer/Lützowstr. Potsdamer/Lützowstr. Potsdamer/Lützowstr. Potsdamer/Lützowstr. 

aussteigen.aussteigen.aussteigen.aussteigen.    

버스에서버스에서버스에서버스에서    하차하차하차하차, , , , 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    방향방향방향방향    LützowstrLützowstrLützowstrLützowstr. . . . 길을길을길을길을    따라따라따라따라    150m150m150m150m 쯤쯤쯤쯤    가시면가시면가시면가시면 Kluckstr. Kluckstr. Kluckstr. Kluckstr. 

가가가가    나옴나옴나옴나옴. . . . 그그그그    곳에서곳에서곳에서곳에서    다시다시다시다시    오른쪽으로오른쪽으로오른쪽으로오른쪽으로    약약약약    100m 100m 100m 100m 가시면가시면가시면가시면    행사장소가행사장소가행사장소가행사장소가    있음있음있음있음    

약도약도약도약도    

 

참가신청참가신청참가신청참가신청    및및및및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안차조안차조안차조안차조(An, Cha(An, Cha(An, Cha(An, Cha----Jo):Jo):Jo):Jo):        eMail:eMail:eMail:eMail:    anchajo@hotmail.comanchajo@hotmail.comanchajo@hotmail.comanchajo@hotmail.com                                                                                                                            

전화전화전화전화    :0:0:0:030303030----6024119602411960241196024119    

유정숙유정숙유정숙유정숙(Yoo, Jung(Yoo, Jung(Yoo, Jung(Yoo, Jung----Sook):Sook):Sook):Sook):    eMail:eMail:eMail:eMail:    yoo.jungyoo.jungyoo.jungyoo.jung----sook@freenet.desook@freenet.desook@freenet.desook@freenet.de                                                                        

전화전화전화전화    :030:030:030:030----61107109611071096110710961107109    

숙식비숙식비숙식비숙식비: 55 : 55 : 55 : 55 유로유로유로유로( ( ( ( 수건수건수건수건    지참하시기지참하시기지참하시기지참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행사장에서행사장에서행사장에서행사장에서    숙박하지숙박하지숙박하지숙박하지    않을않을않을않을    경우경우경우경우((((회원회원회원회원    25252525 유로유로유로유로))))    

    

                                          

                                                                                                                                   

재독한국여성모임재독한국여성모임재독한국여성모임재독한국여성모임    특별좌담회특별좌담회특별좌담회특별좌담회    개최개최개최개최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신묘년에도신묘년에도신묘년에도신묘년에도    건강하건강하건강하건강하시시시시고고고고    행복하십시오행복하십시오행복하십시오행복하십시오    

    

날짜날짜날짜날짜: 2011: 2011: 2011: 2011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28282828----30303030 일일일일    

장소장소장소장소: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Kluckstr.3Kluckstr.3Kluckstr.3Kluckstr.3                10785 Berlin10785 Berlin10785 Berlin10785 Berlin    

전화전화전화전화: 030: 030: 030: 030----747 687 910747 687 910747 687 910747 687 910    

주최주최주최주최: : : : 재독재독재독재독    한국여성모임한국여성모임한국여성모임한국여성모임    

        HHHHompage: ompage: ompage: ompage: wwwwwwwwwwww.koreanische.koreanische.koreanische.koreanische----frauengruppe.defrauengruppe.defrauengruppe.defrauengruppe.de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회원님들께회원님들께회원님들께회원님들께                            

좋은좋은좋은좋은    새해새해새해새해    아침아침아침아침    2011201120112011 년을년을년을년을    맞이하셨기를맞이하셨기를맞이하셨기를맞이하셨기를    기원합니다기원합니다기원합니다기원합니다....    

그그그그    동안동안동안동안    총무단에서총무단에서총무단에서총무단에서    여러여러여러여러    차례에차례에차례에차례에    걸쳐서걸쳐서걸쳐서걸쳐서    연락연락연락연락    드렸듯이드렸듯이드렸듯이드렸듯이    오는오는오는오는    1111 월월월월    

22228888 부터부터부터부터    1111 월월월월    30303030 일일일일까지까지까지까지    여성모임여성모임여성모임여성모임    한글판한글판한글판한글판    책자발간을책자발간을책자발간을책자발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특별좌담회를특별좌담회를특별좌담회를특별좌담회를    갖고자갖고자갖고자갖고자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좌담회의좌담회의좌담회의좌담회의    주제에주제에주제에주제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는는는는    유정숙총무가유정숙총무가유정숙총무가유정숙총무가    정리정리정리정리하하하하여여여여    회원님들께회원님들께회원님들께회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보내드렸습니다보내드렸습니다보내드렸습니다....    

열심히열심히열심히열심히    읽어주시고읽어주시고읽어주시고읽어주시고    즐거운즐거운즐거운즐거운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오셔서오셔서오셔서오셔서    허심탄회하게허심탄회하게허심탄회하게허심탄회하게    서로서로서로서로    얘기를얘기를얘기를얘기를    

합시다합시다합시다합시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또또또또    한한한한    가지가지가지가지    급히급히급히급히    토론해야토론해야토론해야토론해야    할할할할    건은건은건은건은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재유럽오월민중제를재유럽오월민중제를재유럽오월민중제를재유럽오월민중제를    여성모임이여성모임이여성모임이여성모임이    다른다른다른다른    재재재재독독독독단체들과단체들과단체들과단체들과    주관을주관을주관을주관을    할할할할    

것인가에것인가에것인가에것인가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토론하고토론하고토론하고토론하고    결정결정결정결정하는하는하는하는    일일일일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5.185.185.185.18 과과과과    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    

보내드린보내드린보내드린보내드린    자료들을자료들을자료들을자료들을    한한한한    번번번번    더더더더    주주주주위위위위    깊게깊게깊게깊게    읽읽읽읽어주시고어주시고어주시고어주시고    이이이이    점에점에점에점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심도심도심도심도    

깊게깊게깊게깊게    서로서로서로서로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나눴으면나눴으면나눴으면나눴으면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이번이번이번이번    좌담회에좌담회에좌담회에좌담회에    참석을참석을참석을참석을    못못못못    

하시는하시는하시는하시는    회원님회원님회원님회원님들도들도들도들도    이에이에이에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의견의견의견의견을을을을    총무단에총무단에총무단에총무단에    전해전해전해전해    주시기를주시기를주시기를주시기를    

부탁드부탁드부탁드부탁드립니다립니다립니다립니다....    

그럼그럼그럼그럼    베를린으로베를린으로베를린으로베를린으로    오시는오시는오시는오시는    길에서길에서길에서길에서    조심하시고조심하시고조심하시고조심하시고    만나만나만나만나    뵈올뵈올뵈올뵈올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안녕히안녕히안녕히안녕히    계계계계십시오십시오십시오십시오....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1111 월월월월            

총무단드림총무단드림총무단드림총무단드림        

    

    

    

    

    

    

1111 월월월월    22228888 일일일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저녁식사는저녁식사는저녁식사는저녁식사는    17:4517:4517:4517:45----19:15(19:15(19:15(19:15(행사장소행사장소행사장소행사장소    공식공식공식공식    식사시간식사시간식사시간식사시간))))    

20:00 : 20:00 : 20:00 : 20:00 :     ----회원동정회원동정회원동정회원동정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행사진행행사진행행사진행행사진행    준비준비준비준비: : : : 주제에주제에주제에주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질질질질의응답의응답의응답의응답,  ,  ,  ,  

생일생일생일생일    축하축하축하축하                                                                                                                                                                                                                                                                                                                                                                                    

1111 월월월월    29292929 일일일일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07:3007:3007:3007:30----09:00 09:00 09:00 09:00 ::::    아침식사아침식사아침식사아침식사    

09:09:09:09:33330000----                                    ::::    촤담과촤담과촤담과촤담과    토론토론토론토론    

12:3012:3012:3012:30----14:30 14:30 14:30 14:30 : : : :     점심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 , , , 휴식휴식휴식휴식    

14:3014:3014:3014:30----            : : : :     좌담회좌담회좌담회좌담회    계속계속계속계속    

11117777:30:30:30:30        ::::    코레식당으로코레식당으로코레식당으로코레식당으로    출발출발출발출발    

1111 월월월월 30303030 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07:3007:3007:3007:30----09:00 09:00 09:00 09:00 ::::    아침식사아침식사아침식사아침식사    

09:3009:3009:3009:30----10:0010:0010:0010:00: : : :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봄세미나봄세미나봄세미나봄세미나    준비준비준비준비((((베를린베를린베를린베를린    

일본여성이니시아티브와일본여성이니시아티브와일본여성이니시아티브와일본여성이니시아티브와    공동으로공동으로공동으로공동으로    개최개최개최개최)))), , , , 

임시총회임시총회임시총회임시총회    계획계획계획계획    

10:0010:0010:0010:00----11111111::::00000000    : : : :     2010201020102010 년년년년    여성모임여성모임여성모임여성모임    한국한국한국한국단체여행단체여행단체여행단체여행    보고보고보고보고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일본여일본여일본여일본여성이니시아티브성이니시아티브성이니시아티브성이니시아티브와와와와    의의의의    

단쳬여행단쳬여행단쳬여행단쳬여행    준비준비준비준비    

11:0011:0011:0011:00----11112222:3:3:3:30 0 0 0 ::::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재유럽재유럽재유럽재유럽오월민중오월민중오월민중오월민중제제제제를를를를    여성모임이여성모임이여성모임이여성모임이    

공동공동공동공동주관주관주관주관    할할할할    것것것것    인가에인가에인가에인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토론토론토론토론    

12:30:12:30:12:30:12:30:    점심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    , , , , 귀가귀가귀가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