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내
Berlin Hauptbahnhof ->Ausgang Europaplatz
Nehmen Sie den Bus M85 in Richtung SS-Lichtfelde Süd bis Potsdamer
Brücke. Von dort einen kurzen Fußweg den Kanal entlang
(Schöneberger Ufer). Dann in die Kluckstr. links abbiegen.
버스에서 하차,
하차, 왼쪽 방향으로 꺽어서 운하를 따라 150m쯤
150m쯤 가시면 왼쪽방
향에 Kluckstr. 가 나옴

2013 년 총회와 봄 세미나

약도

참가신청 및 연락처
조국남(Cho
(ChoRuwwe,Kook조국남
(Cho
-Ruwwe,Kook
-Nam)
eMail: cho.kookcho.kook-nam@web.de
전화:: 07931
07931전화
-46933
김영옥(Kim
김영옥(Kim(Kim-Helterhoff, YoungYoung-Ok):
eMail: maeum53@googlemail.com
전화:: 030
030전화
-40303739
*Übernachtung +VP pro Pers./Nacht: 31,50€
31,50€
Einbettzimmer Zuschlag pro Pers./Nacht 11€
11€
8€
und Zweibettzimmer 8
€
*수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

주제:
주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과 전망,
전망, 원전관련 환경정책
날짜:: 2013년
날짜
2013년 5월3일-5월5일
장소:: Jugendherberge International
장소
Kluckstr.3 10785 Berlin
전화:
전화: 030030-264 952
주최:: 재독 한국여성모임
주최
Hompage: www.koreanischewww.koreanische-frauengruppe.de

세미나 일정표

초대하는 글

5월3일 금요일

사랑하는 여성모임회원 그리고 친구님들!
친구님들!

18:0018:00-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5월4일 토요일 오전

2013년의
2013년의 봄 세미나에서는 임혜지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미래,, 한국정부의 에너지
에너지,, 환경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오늘날 한국에서는
의 현황과 미래
환경운동,
환경운동, 반핵운동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있는지? 무슨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08:0008:00-09:00: 아침식사

가?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재앙과 직결됩니다.
직결됩니다. 2011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온 세계시민들에게 핵 발전
의 무한한 위험성을 보여주며 경고하였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사고의 근원지인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가 야기한 무수한 인명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건강,
건강, 의료,
의료, 농업,
농업, 어업등 여러 분
야에 헤아릴 수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
는 지구촌 서쪽의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그 6개월 전에 갓 개
정했던 원자력법을 번복하고 가동 중이던 원자력발전소 7기를 조기 폐쇄하였습니
다, 그리고 나머지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까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
하면서 원자력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40여
독일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탈핵선언”을 하기까지에는 40
여 년 동안 투쟁해
평화운동,, 반핵운동 또한 자연환경보호운동의 힘이 막대했음을
온 독일 시민들의 평화운동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독일로 이주하여 생활해온 지난
40여
40여 년과 독일의 시민저항운동 40여년은
40여년은 서로 맞물리는 같은 시대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인식합니다,
인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올해의 봄 세미나
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한반도 한국으로 모았습니다.
모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 세미나를 계획하였고 그 안에서 참석자들 개개인이 사적으
로, 또 여성모임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활동할 수있는 길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
습니다..
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면서 이 세미나가 우리의 기억에 오래
합니다..
남는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2013년 3월 재독한국여성모임 총무단

: 저녁식사 : 17:4517:45-19:15(유소호스텔
19:15(유소호스텔 식사시간)
식사시간)

09:3009:30-10:30: 임혜지 박사 발제
10:3010:30-10:45: 휴식
10:4510:45-12:30: 발제/
발제/질의
12:3012:30-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휴식
5월4일 토요일 오후
14:0014:00-15:00: 질의/
질의/세미나 평가
15:0015:00-15:30: 커피 휴식
15:3015:30-17:30: 한일 여성여행 계획
17:3017:30-18:00: 휴식
18:0018:00-

: 회갑 잔칫상 준비,
준비, 회갑잔치

5월
월5일 일요일 여성모임 제 35차
35차 총회
08:0008:00-09:00: 아침식사
09:3009:30-10:30: 총무단보고와 승인:
승인: 사업과 활동,
활동, 회계 감사,
감사, 회계
10:3010:30-10:45: 휴식
10:4510:45-12:30: 한일여성 여행 계획 계속?
계속?
2014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
사업계획: 봄세미나 날짜,
날짜, 장소
가을 여행?
여행? 그 외,
외, 광고
12:3012:30-

: 점심식사,
점심식사, 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