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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 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 같지 않은 봄을 지나면서 꽃들은 

피었었고 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분위기가 완연한 칠월입니다. 

아직도 유월를 맛볼 수 있는 보리밭이 

바람이 불때면 예쁜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유월은 무척이나 열정적이었고 마음 

조이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축구대회를 통해 이곳에 살고 있는 

젊은 한인들과의 만남은 이곳에 오래 사는 

교민들에게 행복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을 외치고 

„오 필승 코레아“ 를 소리 지르며 뮌헨의 

어느 카페에서 대한민국선수들을 응원할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6 강에서 우르구와이를 이기지는 못 

했어도 같이 기뻐하며 같이 가슴아파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렀게 빨간 티셔스를 입고 같이 만나서 

열정적인 응원을 하는 기회가 자주 있지 

않겠지만 저는 4 년후를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그때도 올 유월과 같이 하나가 되는 

교민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이곳에 오래 살아도, 아니 오래 

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가슴 깊히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몇 년을 이곳에 살면서 외토리로 지내는 

이들이 없는 교민사회이길 진정으로 

바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동안 사람답게 

사는것이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인생의 여러 장면중에서 서로 위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것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위해서, 그것도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사람을 

위한 삶이 더 큰 기쁨과 인생의 무게를 

가져오는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십시요. 

뮌헨교민사회가 내리사랑을 즐기시는 

어르신들과 연세 계시는 분들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조화를 이루는 좋은장소 

이기를 꿈꾸어 봅니다. 

 

 한여름 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 육개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시원하다는 느낌이나지요. 

냉콩국수를 먹을 때와는 다른 시원함 

아님니까? 

식성이 맞으신 분들 끼리 모여서 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 보내는 작업, 생각해 볼 

만한 일은 아닐련지요?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십시요. 

 

 뮌헨한인회회장 신순희 

 

 

 

 

 

 

 

 

인인인인    사사사사    

말말말말    씀씀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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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7 월 16 일에 김정자님의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가 고의민 사법님의 

태권도장에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한국의 귀중한 

문화에 대해 뮌헨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강의 하십니다. 

KSCPP 와 태권도장의 주체로 하게됩니다. 

 

장소장소장소장소:  Taekwondo-Kampfsportschule  

Meister Ko  Rosenheimerstr. 139 
 

시간시간시간시간:  7 월월월월 16 일일일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20 시시시시 

 

 

* 2010 년년년년 8 월월월월 28 일에는일에는일에는일에는 Castrop Rauxel 
Europahalle/Stadthalle 에서 광복절행사광복절행사광복절행사광복절행사가 

있습니다. 

이행사는 35,000 재독교민들의 행사로서 

독일에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뮌헨한인회도 올해 이 행사에 참가합니다. 

대형버스를 준비해서 행사에 다녀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시장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멀리있서 만나지 못하는 옛 

벗들도 만나고 어린시절 즐겨먹던 간식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그날 즐기실 음식과 음료수를 

준비합니다. 동반하셔서 하루를 같이 

즐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 2010 년년년년 8 월월월월 27 일일일일 24 시시시시 

출발장소출발장소출발장소출발장소: 이자토어플이자토어플이자토어플이자토어플랏츠랏츠랏츠랏츠 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 

도착시간: 2010 년 8 월 28 일 8 시 

 

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 2010 년년년년 8 월월월월 28 일일일일 23 시시시시 

출발장소출발장소출발장소출발장소: Busparkplatz bei Europahalle   

         Castrop Rauxel            
도착시간: 2010 년 8 월 29 일 7 시(뮌헨) 

 

비용비용비용비용: 차비,음식과 음료수를 포함해서  

일인당 40-50 유로정도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Augsburg 한한한한인회인회인회인회와와와와 같이 버스를 이용하니 

좌석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약 35 석). 

선착순되로 동참하실 수 있으니 빠른시간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순희신순희신순희신순희 (089 – 84 85 32) 

 

                        

광고광고광고광고    

* 전통무용 및 풍물 강습 
매주 목요일 11.00-15.00 시 
Pelkovenschlössl, Kultur-Bürgerhaus 
Moosach,  www.pelkovenschloessl.de 
문의: 한국전통예술회 089-14739665 
강사: 엄혜순 
 

Festival der Kulturen in Augsburg 
  

일시일시일시일시: 2010 년년년년 7 월월월월 18 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12:45- 13.30 시시시시 

장소장소장소장소: Augsburg Rathausplatz 광장 

공연: 승무 및 한국전통무용, 삼고무와 

북모듬 합주 

        

문의: Augsburg 한정순 0821-482942 

  

Eintritt frei 
Koreanische Traditionelle Darstellende 
Künste 
Leitung:  H.S.Um-Schoof 
 

뮌헨답사뮌헨답사뮌헨답사뮌헨답사    

* 임혜지 님과의 뮌헨답사는 

2010 년 9 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9 월에 임혜지 님의 Web-Seite 를 보세요. 
 

www.hanamana.de/hana/ 

2020202011110000 년년년년    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뮌헨뮌헨뮌헨뮌헨    행사행사행사행사    일정일정일정일정 ( ( ( (예정예정예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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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사랑방사랑방사랑방    도서실도서실도서실도서실    
    

일시일시일시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시 

장소장소장소장소:  한인천주교회 
Dachauerstr. 23 (3 Stock)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089 - 93 15 03 (박수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시와 노래가 

있읍니다 

    

서예서예서예서예    강습강습강습강습::::    
    

매월 첫째주 수요일 14:30 시에 

사랑방도서실에서 전 한인회장이셨던 

김재근 선생님의 지도 아래 서예 강습이 

있습니다.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089-93 15 03 박수인  

    

    
    
 

뮌헨뮌헨뮌헨뮌헨    불교불교불교불교    정기법회정기법회정기법회정기법회    

    
일시일시일시일시: 매월 셋째 일요일, 15:00 Uhr 
 
장소: Herzog-Wilhelmstr. 24 

München Zentrum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78 52 474  

송혜련 (Frau Schultz) 

 

 

 

 

 

 

 

 
 

 

* 2010 년 4 월 17 일 19:00 시에 김정자 님의 

한국에 대한 강의가  St. Paulskirche 
Pfarrsaal 에서 있었습니다. 약 70 분의 

교민들과 외국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한국인들도 모르고 있던 훌륭한 우리문화에 

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 2010 년 5 월 1 일에 재독연합회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뮌헨에서 5 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었고, 재독한인회연합회 회장은 

최병호 님이되셨습니다. 

교민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다. 

 

2010 년 5 월 25 일에 뮌헨공항에 도착한 

대한민국 국가축구팀을 맞이하는 간단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20 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하여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뮌헨의 맥주를 전했습니다. 

 

* 2010 년 5 월 30 일 (오스트리아  

쿠프스타인 ) 그리고 6 월 3 일에는 

(인스부륵) 대한민국 국가축구팀이 훈련캠프 

일정중에 시합이 있었습니다.뮌헨한인회도 

같이 참석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응원에 동참 하였습니다.  

 

* 2010 년 6 월 12 일에는 카페 뮈니히 에서 

200 여명의 교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선수들과 그리스팀의 경기를 

응원하였습니다. 

힘찬응원의 결과는 우리팀의 사기를 

드높히는 2 :0 이었습니다. 

카페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든 가운데 

교민들의 환호성은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6 월 17 일,6 월 20 일, 6 월 26 일에도 교민들이 

만나서 한국팀응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지지지지        난난난난    

소소소소        식식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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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미술사학자) 박사님이 한인사회를 
위하여 매달 두번째 목요일날 15 시에서 
17 시까지 Kunstmalereiführung 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07.08:  Flämische Malerei 
2010.09.09:  Holländische Malerei und 

deutsche Malerei des  
17. Jahrhunderts 

2010.10.14: Italiensche, französische  
und spanische Malerei 

 
관심있스신 분 연락 주세요. 
연락처: 신순희 (089 – 84 85 32) 
 

▶▶▶▶    알려알려알려알려 드립니드립니드립니드립니다다다다 

    

 

▶ 한국한국한국한국 식품점식품점식품점식품점 (Asia) 

주소주소주소주소::::    Mozartstr. 3 (U3/U6 Goetheplatz) 
전화전화전화전화:  089-53 19 06 (대표  전덕문) 

 

떡 판매: 떡이 일정하게 있지 않으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지난지난지난    가을부가을부가을부가을부터터터터    소문난소문난소문난소문난    Imbiss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  Zum Koreaner 식당식당식당식당    

주소주소주소주소::::    Nymphenburgerstrasse 132        
전화전화전화전화: : : : 089 -18 98 59 93    
대표대표대표대표: : : : Fam. Gross 
 
주소주소주소주소:  Amalienstr.51 (Imbiss) 
전화전화전화전화:  089-283115 

▶ 아리수아리수아리수아리수    식당식당식당식당    

주소주소주소주소::::    Triftstrasse 1 
  U4/ U5/ Tram 17 Lehel (하차)    

전화전화전화전화: : : : 089 - 24 24 35 94    
대표대표대표대표::::    정승미 

▶ 서울서울서울서울    식당식당식당식당    (Seoul)    

주소주소주소주소:  Leopoldstrasse 120 
 Münchener Freiheit (하차)  

전화전화전화전화: 089-34 81 04 (대표  민현규)  

▶▶▶▶    Hotel Amenity-Arirang 

 

*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한식과 

유럽식이 가능합니다 

* 맛있는 점심 한식 개시 

 

주소주소주소주소::::  Passauerstrasse 28 
 81369 München 
전화전화전화전화::::            089-74 34 700 
Handy: 0162-16 87 350 
E-Mail: hotel.amenity@t-online.de 
대표대표대표대표: 이선옥 (Hoffmann)  
www.hotel-amenity.de 
 
 
 

▶ Pension Maruan 

 
뮌헨에 새로운 Pension 이 생겼습니다. 
 

주소주소주소주소::::  Am Moosfeld 55 
81829 München 

전화전화전화전화: 089-56822319 
펙스펙스펙스펙스: 089-56822317 
Mobile: 01715408227 
E-Mail: info@pension-maruan.de 

대표대표대표대표: 양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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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민박민박민박 
 
뮌헨라임하우스뮌헨라임하우스뮌헨라임하우스뮌헨라임하우스 민박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소주소주소주소: Fürsteriederstr. 8 
      80687 München 
전화전화전화전화:  089-58 97 97 87 
대표대표대표대표: 강욱재 
www.cafe.daum.net/laimhaus 
 
새로 시작하신 강욱재 님 하이팅 !! 
 

아레나민박아레나민박아레나민박아레나민박 

 
주소주소주소주소: Carl-Orff Bogen 89 
      80939 München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31 19 03 42 
펙펙펙펙스스스스: 089 – 31 61 670 
E-mail: sooni@gmx.de 
대표대표대표대표: 이효순 
 
민박다나와민박다나와민박다나와민박다나와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민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www.minbakdanawa.com 

 

▶ Naturheilpraxis 침술한의침술한의침술한의침술한의 

Frau Schnell Jin Sook 
Stadionstrasse 170a 
(S1 Unterschleißheim) 
 
전화전화전화전화: 089-31 05 997 

www.praxis-schnell.de 

  

▶ 한국인한국인한국인한국인 의사의사의사의사(송진영송진영송진영송진영)  

Dr. med. Song-Ganslmeier Jin-Young  
        Praktische Ärztin 
(Akupunktur Lasertherapie Tauchmedizin) 
 

주소주소주소주소::::  Frauenbergstr. 2 a  
81379 München  

 U3 Thalkirchen (Ausgang Zoo)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78 58 60 30  
펙스펙스펙스펙스::::  089 - 78 58 17 19 
 

▶ 이미경씨이미경씨이미경씨이미경씨    웰빙웰빙웰빙웰빙    스스스스투투투투디오디오디오디오  

체질분석, 건강관리 상담. 천연 

유기농 피부 미용 및 관리 자격증 

소지 

장소장소장소장소::::  Leopoldstr. 83 
80802 München 

전화전화전화전화: : : :  089-36 89 96 36 

E-Mail: leemiky@googlemail.com 

        
    

▶ Han Reisebüro Frankfurt    

뮌헨-인천 주 6 회 운항 (부산 주 

3 회) 

10 월 20 일부터 특별할인 

 

주소주소주소주소::::  Goldstein Str. 127 
60528 Frankfurt/Main 

전화전화전화전화: 069-66 64 668, -66 69 406 
펙스펙스펙스펙스: 069-66 60 643 
자택자택자택자택:  069-66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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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sebüüüüro 뮌헨뮌헨뮌헨뮌헨    여행사여행사여행사여행사 

모든 항공사,  한국행 특별가격  

한국행 귀국 이삿짐 서비스 !! 

 

전화전화전화전화:  08161 - 86 24 737 
Handy: 0172 -17 528 
 
 

 
 

 

 

 

 

 

2010 년도 한인회비와 밀린 한인회비를 

잊지 마시고 송금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일반일반일반: 30 유로유로유로유로. 

학생학생학생학생: 10 유로유로유로유로. 

 

Mitgliedsbeitragszahlung an: 
Soon-Hee Liebhart 
Postbank München 
Konto Nr.: 0910 713 801  
BLZ: 700 100 80 
 

* 이번 소식지에 들어 있지 않는 주소들은 

원하시면 새로 만드는 주소록에 넣을 

생각이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니다알림니다알림니다알림니다    

    
한인회한인회한인회한인회    Web Seite 에에에에    들어가시면들어가시면들어가시면들어가시면    

소식지내용을소식지내용을소식지내용을소식지내용을    보실보실보실보실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www.haninhoe-muenchen.de 

 

 

 

 

 

 

 

▶ 뮌헨박람회때뮌헨박람회때뮌헨박람회때뮌헨박람회때 일하실분들을일하실분들을일하실분들을일하실분들을 

찾습니다찾습니다찾습니다찾습니다. 
 

한국어한국어한국어한국어,독일어독일어독일어독일어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영어를하시는영어를하시는영어를하시는영어를하시는 

젊은여성분들을젊은여성분들을젊은여성분들을젊은여성분들을 찾습니다찾습니다찾습니다찾습니다. 

한인회에한인회에한인회에한인회에 문의하는문의하는문의하는문의하는 한국회사들을한국회사들을한국회사들을한국회사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주소록을주소록을주소록을주소록을 만들만들만들만들 생각이니생각이니생각이니생각이니 주위에주위에주위에주위에 적당하다고적당하다고적당하다고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생각되시는생각되시는생각되시는 분이분이분이분이 계시면계시면계시면계시면 알려주시기알려주시기알려주시기알려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순희신순희신순희신순희 (089 - 84 85 32) 

 

 

 

 

FJS-Flughafen:  Empfang der koreanischen WM-Manschaft 

 

 
Kufstein: Freundschaftsspiel Korea : Weißrussland  

 

 

부부부부    탁탁탁탁    합합합합    니니니니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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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뮌헨뮌헨뮌헨    한인회한인회한인회한인회    임원단임원단임원단임원단    

임원명단임원명단임원명단임원명단        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전화전화전화전화////팩스팩스팩스팩스    

신순희신순희신순희신순희 (회장회장회장회장)  

Soon-Hee Liebhart 

soon-hee.liebhart@web.de 089 - 84 85 32 

정미숙정미숙정미숙정미숙 (부회장부회장부회장부회장) 

Misuk Windisch 

  

한영호한영호한영호한영호 (문화행사부문화행사부문화행사부문화행사부) 

Young-Ho Freund 

 08104 - 2292 

박옥미박옥미박옥미박옥미 (회계회계회계회계) 

Ok-Me Geiger 

okme.geiger@web.de 08193-99 73 00 

이선옥이선옥이선옥이선옥 (문화행사부문화행사부문화행사부문화행사부) 

Sun-Ok Hoffmann 

hotel.amenity@t-online.de 089 - 74 34 700 

박미경박미경박미경박미경 (서기서기서기서기) 

Mi-Kyung Mertl 

mikyungm@web.de 089 - 35 43 936 

김혜옥김혜옥김혜옥김혜옥 (서기서기서기서기) 

He-Ok Mummery 

heokmummery@hotmail.de 089-42 72 16 43 

임혜지임혜지임혜지임혜지 (웹지기웹지기웹지기웹지기) 

Dr. Hea-Jee Im   

im1@hanamana.de 089-48 00 45 06 

감사감사감사감사: 최정화최정화최정화최정화  

Jung-Hwa  Zscheye Choi 

조군자조군자조군자조군자 Kun-Ja Berhe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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