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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이 문턱에 다가온 것 같았는데 벌써 낮이 
제일 긴 날도 지났습니다. 
비가 그친 오늘은 텃밭에서 잡초와 씨름을 
하고 오후를 보냈습니다. 
잡초라지만 얼마나 향기로운지 꼭 정성껏 
모아서 끓인 허느차의 향을 만끽하는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린 뒤여서 그런지 손끝에 만져지는 
흙은 어머니의 가슴보다도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흙을 만지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때문에 더운줄도 모르고 
채소들 사이사이에 난 잡초들을 뽑아서 
거름이 되게 고랑이 사이로 눕혀두고 
유월중으로 모든 것을 심어야 한다는 
농부의 말을 기억하면서 가을에 추수할 
한국김장무우도 씨를 뿌렸습니다. 작년에는 
7 월 중순경에 씨앗을 뿌렸는데 날씨탓인지, 
땅이 맞지않는지 조금 자라다가 돌 같이 
단단해지면서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귀한 것이라며 가을에 추수해서 
무우김치를 담았습니다만 결국은 돌무우로 
남아서 혹 이빨을 다치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워 무우청만 먹은뒤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한톨의 
씨앗인지… 
 
한톨의 씨앗같이 그렇게 솔직한지 나 
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얼룽뚱땅하게 적당히 
살고 있는것은 아닌것인지…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라지만 
가끔씩은 고집을 부려 볼때가 있읍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며 살고있는 내 삶에  

 
대한 한톨의 무우씨같은 고집말입니다. 
사 계절이 있는 곳에 살기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가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조금은 나이든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마음은 그때로 
돌아가서 어린시절을 기억하며 
지방색이나는 말 한마디면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 차립니다. 이렇게 긴 
말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읽는 
친구가 그립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어서 
밤새 먼길을 갔다가 먼발치로 친구의 
모습을 보고 혹시 친구에게 폐를 끼칠까 바 
그냥 돌아섰다는 어느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부끄워졌습니다.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면 
밤새 먼길을 가서 담장너머 보이는 친구의 
모습만 보고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채 
그냥 돌아섰겠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할 이야기, 안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나면 만남의 신선한 분위기는 
없어지고 서로에게 피곤한 기분만을 
남겨주게 됩니다. 좀 모자란듯한 대화는 
친구와 나 사이를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매꾸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들겠지요. 
가득 찬 것은 덜 찬 만 것만 못하다란 말에 
크게 동감합니다. 좀 모자란듯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인간미가 사람사이를 더 부드럽고 
호기심을 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올 여름은 비가 자주 와서인지 뻐꾸기 
소리를 잘 들을 수 가 없습니다. 아주 
가물면 뻐꾸기가 자지러지게 운다고 합니다.  
해마다 변하는 날씨에 무엇이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여름날씨에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뜨거운 육개장이나 
삼계탕을 드시는것을 잊지 마시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를 빕니다. 
 
뮌헨한인회 회장 신순희 
 

 

인인인인    사사사사    

말말말말    씀씀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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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음악회음악회음악회: 
세계여성축구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아욱스부륵시청앞광장에서 큰 음악회가 
열림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30 유로입니다. 
 

연락처: 신순희 (089-848532) 

일시: 2011년 7월 10일, 일요일 20시 

장소: Rathausplatz in Augsburg. 
 

뮌헨답사뮌헨답사뮌헨답사뮌헨답사: 
임혜지 박사님이 뮌헨답사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Lehel근방을 공부하십니다. 
 

일시: 2011년년년년 7 월월월월 22일일일일 금금금금요일요일요일요일 10시에서시에서시에서시에서 
12시까지시까지시까지시까지( 약 2 시간) 

장소: Gasteig am Rosenheimer Platz 
 

제제제제 66주년주년주년주년 광복절광복절광복절광복절 기념기념기념기념행사행사행사행사: 
해마다 재독한인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광복절광복절광복절광복절 기념기념기념기념행사행사행사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도 뮌헨한인회는 여름방학동안에 있는 
저렴한 가격의 기차를 이용해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가하려 합니다. 

2박 3일 숙박하면서 독일에서 있는 가장 큰 
한인들의 만남, 체육행사 그리고 다양한 
저녁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재래식 장터에서 고향 분위기를 
만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침낭을 준비하시면 잠자리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일을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참석체육대회참석체육대회참석체육대회참석이나  장끼자랑참가장끼자랑참가장끼자랑참가장끼자랑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팀,배구팀,달리기 등등). 
 

참가여부는 기차표예매관계로 2010년년년년 7 월월월월 
20일일일일 까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신순희 (089- 848532) 

일시: 2011년년년년 8월월월월 20일일일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10시시시시  

장소:  Europahalle 
 Europaplatz 6 
      44575 Castrop-Rauxel 
 
 
 

알립니다알립니다알립니다알립니다 
 
뮌헨한인회는 한인회정기총회를한인회정기총회를한인회정기총회를한인회정기총회를 가을잔치날 
합니다 (2011년 11월 12일).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한인회 
회장선거회장선거회장선거회장선거가 있읍니다. 

이에 한인회 회장입후보는 신청서를 정관 
제 7조 3항에 따라 4주전인 2011년 
10월 15일까지 7명의 정회원의 추천서를 
겸하여서 한인회 임원단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20202011111111 년년년년    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뮌헨뮌헨뮌헨뮌헨    행사행사행사행사    일정일정일정일정 ( ( ( (예정예정예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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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알알 림림림림 니니니니 다다다다 
 
국악국악국악국악 강습강습강습강습 
  
*한국전통무용, 사물놀이 및 모듬북* 
  
매주 목요일 11.00-15.00시 
Pelkovenschlössl, Kultur-Bürgerhaus Moosach 
www.pelkovenschloessl.de 
문의: 한국전통예술회 대표 쇼프 엄혜순  
Tel.: 089-14739665 
 
 

 
번역번역번역번역----통역통역통역통역    
((((한한한한, , , , 영영영영, , , , 독독독독, , , , 일일일일))))    ���������������� ���� ���������������� ���� 	 
	 
	 
	 
���������������� ���� ������������ ���������������� ������������ ������������������������ ��������������������
MobileMobileMobileMobile: : : : 0049004900490049----0160 17706820160 17706820160 17706820160 1770682    

TelTelTelTel....: : : : 0049004900490049----89898989---- 543 8386 543 8386 543 8386 543 8386    

Fax: Fax: Fax: Fax: 0049004900490049----89898989---- 543 8386 543 8386 543 8386 543 8386    

EEEE----MailMailMailMail: : : : dr.oh@hotmail.comdr.oh@hotmail.comdr.oh@hotmail.comdr.oh@hotmail.com    

www.ohsline.com 
Kapuzinerstr.Kapuzinerstr.Kapuzinerstr.Kapuzinerstr.    7a 7a 7a 7a     

80808080337 337 337 337 MMMMünchennchennchennchen    
 
 

서예서예서예서예    강습강습강습강습::::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 시 에서 5 시까지 
사랑방도서실에서 김재근 선생님과 이명옥 
뮌헨한글학교 교장선생님 지도 아래 서예 
강습이 있습니다.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089 - 93 15 03 박수인  

    

    
    
 

뮌헨뮌헨뮌헨뮌헨    불교불교불교불교    정기법회정기법회정기법회정기법회    

    
일시일시일시일시: 매월 셋째 일요일, 15:00 Uhr 
 
장소장소장소장소: Herzog-Wilhelmstr. 24 
 80331 München Zentrum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78 52 474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송혜련 (Frau Hye-Ryun Schultz) 
 
 
뮌뮌뮌뮌 헨헨헨헨 여여여여 성성성성 합합합합 창창창창 단단단단 
 
같이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박달목박달목박달목박달목 (Frau Dal-Mok Popielaty)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60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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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관음관음관음불이선원불이선원불이선원불이선원 예불및예불및예불및예불및 참선안내참선안내참선안내참선안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 시부터 
9 시까지 예불및 참선이 있습니다. 
 
지도법사지도법사지도법사지도법사: 현각스님 
장소장소장소장소:  Bodenstedtstr. 68 
  81241 München (Pasing) 
문의전화문의전화문의전화문의전화: 이명옥 (089 - 81039799) 
 
참참참참고고고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녁  
6 시 30분 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선원 불이선원 현각스님 
 
 
 
알알알알 림림림림 니니니니 다다다다 
 
대한민국 행정부 이북 5 도 위원회는  
매년 5 월 해외 이북 실향민 1 세-3 세를 
초대합니다. 
저의 재독 남부도민회는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을 새로운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요. 
 
회장회장회장회장: 고명선고명선고명선고명선 (Frau Myung-Sun Ristel) 
전화전화전화전화: 08151 - 5569393 
E-mail : starnberg@naver.com 
 

 
 
 
 
 
 

 
 
 
 
 
 
 
 
 

 

 

 

 
 

 

총영사관배 남부한인회 배구대회배구대회배구대회배구대회가 2011년 
5월 7일 Leonberg (스투트가르트 근처) 에서 

있었습니다. 뮌헨한인회는 
아욱스부륵한인회와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뮌헨지방 순회영사가 2011년 5월 17일에 
서울식당에서 있었습니다. 
 

 
한인회소풍한인회소풍한인회소풍한인회소풍을 2011년 5월 21일 
원로님들과 한인들을 모시고 란츠후트로 
하였습니다.시내답사와 픽크닉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지지지        난난난난    

소소소소        식식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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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알려알려알려 드립니드립니드립니드립니다다다다    
    

▶ Asia 한국한국한국한국 식품점식품점식품점식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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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판매: 떡이 일정하게 있지 않으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지난지난지난    가을부터가을부터가을부터가을부터    소문난소문난소문난소문난    Imbis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  Zum Koreaner  식당식당식당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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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isu 아리수아리수아리수아리수    식당식당식당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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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24 24 35 94    
대표대표대표대표:    정승미 

 

▶  Seoul Restaurant  서울식당서울식당서울식당서울식당    

주소주소주소주소:  Leopoldstrasse 120 
 80802 München   
 Münchner Freiheit (하차)  
전화전화전화전화: 089 - 34 81 04 (대표  민현규)  

 

새로새로새로새로    단장한단장한단장한단장한    서울식당에서서울식당에서서울식당에서서울식당에서    고향의고향의고향의고향의    맛을맛을맛을맛을    

만끽하세요만끽하세요만끽하세요만끽하세요....    

    

      신신신신 장장장장 개개개개 업업업업 
 

▶▶▶▶    KOREA TOWN IMBIS 
        코레아타운코레아타운코레아타운코레아타운 임비스임비스임비스임비스 
 
주소주소주소주소: Schwanthalerstr. 25 
전화: 089 - 120 11 507 / 0176 6160 9836 
대표대표대표대표:  이선옥이선옥이선옥이선옥 (Frau Sun-Ok Hoffmann) 
Tel.:  0162 - 168 7354 
많이많이많이많이 애용해애용해애용해애용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    Hotel Amenity-Arirang 

    
*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한식과 

유럽식이 가능합니다 

* 맛있는 점심 한식 개시 

많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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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신 장장장장 개개개개 업업업업 

▶Kims Restaurant 김가네김가네김가네김가네 
주소주소주소주소: Theresienstr. 138  80333 München    

    U2 Theresienstrasse(하차) 

전화전화전화전화: 089-379 66 880 (대표 김영건) 
    

뮌헨에뮌헨에뮌헨에뮌헨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한식점이한식점이한식점이한식점이    문을문을문을문을    열었습니다열었습니다열었습니다열었습니다....    

맛있고맛있고맛있고맛있고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점심임비스와점심임비스와점심임비스와점심임비스와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저녁식사를저녁식사를저녁식사를저녁식사를 맛보아맛보아맛보아맛보아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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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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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민박민박민박 
 
민박다나와민박다나와민박다나와민박다나와 벱사이트벱사이트벱사이트벱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민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www.minbakdanawa.com  
 

▶ Naturheilpraxis 침술한의침술한의침술한의침술한의 

Frau Schnell Jin Sook 
Stadionstrasse 170 a 
85716 Unterschleißhei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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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니다알림니다알림니다알림니다    

    
한인회한인회한인회한인회    Web Seite에에에에    들어가시면들어가시면들어가시면들어가시면    

소식지내용을소식지내용을소식지내용을소식지내용을    보실보실보실보실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www.haninhoe-muenchen.de  
 
 

▶ Han Reisebüro Frankfurt  

뮌헨-인천 주 6 회 운항 (부산 3 회) 

 
주소주소주소주소:  Goldstein Str. 127  60528 Frankfurt 
전화전화전화전화: 069-66 64 668, -66 69 406 
펙스펙스펙스펙스: 069-66 60 643 
자택자택자택자택:  069-66 63 070 
 

 
 
 
 
 
 

 
2011년도 한인회비와 밀린 한인회비를 
잊지 마시고 송금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일반일반일반: 30유로유로유로유로. 
학생학생학생학생: 10유로유로유로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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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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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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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