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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희망 가득히 안고 맞이했던 임진년을 뒤로 하고 계사년

이 밝았습니다.지난 해 소망하셨던 일들은 이루셨는지

요? 무엇을 원했는지 모른채 일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간 것 아닌지요? 그리고 ” 또 새해가 시작되니 이런 저

런 것을 기도해 봐야겠다”  하지는 않으신지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돌아서면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계절이 지납니다. 여름이, 가을이 

그리고 겨울이 오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 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고 하지만 어느 누가 매 순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지 궁금해서 순간을 

열심히 살지 못하고 나이든 이들은 지난 시간에 연연하

면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

인 것 같습니다.

2013년은 계사년입니다.

뱀띠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현명하답니다. 문제점은 배 

보다는 머리로 해결하고 돈을 버는 비상한 재주가 있다

고 합니다.이기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신보

다 약한자들에게는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주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

에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보다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

하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역학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빌어보면 계신년은 정신

적인 불편함을 해결해야 하는 때라고 합니다. 지난 두 

해는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해야 하는 때여서 

신체의 불편함은 치료하면 되었는데 정신적인 불편함은 

몸에 배인 습관과 같아서 잘 고쳐지지도 치료하기도 쉽

지 않기에 현명한 생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두 짐승들 중에서 뱀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많은 동물들을 무척 좋아하지만 뱀이라는 동

물은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에바를 유혹한 이야

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물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그 

모습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까요?

 어린 시절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뱀이 많았습니다.

여름 풀밭을 기어다니는 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쌀쌀한 

가을날 햇밤을 주으러 새벽같이 뒷산으로 쫒아가 보면 

아직도 여름내  살던 뱀들이 기어 다니면서 아이들을 놀

라게 하곤 했습니다. 사실 뱀은 사람을 무서워해서 발자

국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만 그 뱀들은 햇

밤을 좋아했는지 밤나무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을 주우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뱀을 발견하는 아이들

은 줄행랑을 치곤 했습니다.

들판에 자라는 이름모를 잡초들도 나름대로 존재의 소

중함이 있는데 하물며 뱀도 왜 나름대로 존재의 소중함

이 없겠습니까? 모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싫

어하는것은 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닐

까요? 뱀은 그냥 뱀일 뿐인데 내 자신이 온갖 생각을 하

면서 예쁘다 안 예쁘다,길다 짧다하면서 좋다 나쁘다로 

구별합니다. 한 순간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생각들

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뱀은 그냥 뱀일 수 있으면 합니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만 굳어지는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굳어지기 십상이니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 보면

서 굳어져가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쓸 데 없는 옹

고집 같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십시요. 자신의 생각이 틀

릴 수도 있다는 표용력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투나 표

현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분이시길 빕니다.

얼마 전 다녀온 한국에서는 백수를 생각하며 산다고 합

니다. 몸만 백 년을 살지말고 정신도 마음도 백 년을 살

게 준비해야 되겠지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뮌헨한인회 회장 신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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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자리 

무재칠시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빈털터리 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화안시(和顔施)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言施)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셋째는 심시(心施)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施)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身施)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요.

여섯째는 좌시(座施)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찰시(察施)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네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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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가 화장을 할때

10대가 화장을 하면…….꼴값

20대가 화장을 하면…….화장

30대가 화장을 하면…….분장

40대가 화장을 하면…….변장

50대가 화장을 하면…….위장

60대가 화장을 하면…….포장

70대가 화장을 하면…….환장

   *  얄미운 남자

50대…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남자

60대…이민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70대…골프 안 맞는다고 레슨 받는 남자

80대…거시기 안 된다고 비아그라 먹는 남자

90대…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 받는남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집부(이하 편으로 표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뮌헨 근처에 사신다는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는 건 

처음이라 더 반갑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이하 김으로 표기):예, 저도 반가워요. 삼십여

년 전에 독일 땅을 밟은 후로 한 자리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한인회 행사에 나와 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참고로 이 인터뷰

는 지난 한인회 추석 잔치에서 이루어졌다.)

편: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라 한인 사회에 지인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오래된 친구들도 더러 있지만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는 독

일어도 서툴렀고 학생인 남편과 아이들 부양하기도 바빴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보니까 정작 이런 모임에 참가할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물리적인 시간도 없었지요. 지금이야 아이들 

다 자라서 독립시키고 나니까 그야말로 시간이 다 오롯이 나

한테 주어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자제분이 다섯명이죠? 작품활동 하시랴, 아이들 건사하시

랴 정말 지난 시간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주변 친구와 이웃의 도움이 없었더

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싶어요.다행히도 좋은 지인들이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다시피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거던요.

늘 가슴 깊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그렇고 눈에 띄

는 외모 등으로 아이들이 행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나 않을까 

싶어 늘 긴장하고 하다못해 옷차림 하나에도 신경써서 학교를 

보내곤 했지요.내가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직업이 화가니까 예

술을 아끼는 독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존경은 표해줬어요.

편:작품활동은 한국에서부터 하시던거니까 여기 오셔서도 자

연스럽게 이어진 거겠네요? 닥종이 인형 작가로 세계적인 관

심을 받으시며 유명해 지셨잖아요. 많은 소재 가운데 어떻게 

종이를 선택하셨는지요?

김:내 작품을 인형이라 일컫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사람

들이 대부분 고만고만한 소형 작품만을 생각하는데 대형 작품

도 많고 회화도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종이는 제가 다섯 살 무렵부터인가, 창호지로 문 바르

고 남은 종이가 있으면 그걸로 꼬물 거리며 뭘 만드는 걸 그렇

게 좋아했어요.그게 나한테는훌륭한 놀이였던 셈인데 종이가 

주는 그 느낌과 특징이 무작정 좋았달까,하여튼 나하고 맞았

던 것 같아요. 조각에서는 볼륨이 중요한데 느낌을 담는데 닥

종이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그걸 살리고 싶어 나체 

작품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편:예술가라는 직업이 늘 무엇인가를 혼자 추구해야 하는 일

이다보니 혹 외롭지는 않으신지요?

김: 내가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닌가 봐요.작품의 호흡이 끊

길까 봐 교류도 자제하는 걸 보면.(웃음)

초창기에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을 정말 노동처럼 했어요. 

하루 네시간 이상을 자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

이 셋을 데리고 국제 결혼을 위해 훌쩍 한국을 떠나온 게 엄청

난 일이었으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 집 한 칸은 내 손으로 마련하

고 한국엘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지. 악착같이 일해서 아이

들 키우고 집 마련하는데 딱 십년이 걸렸어요. 그러고는 보란

듯이 처음으로 한국행 나들이를 했어요.

예술가 김영희 
“엄마를 졸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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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그러시는 사이 책도 여러 권 쓰셨잖아요.수필집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 독자층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이번 신간이 나오

기 전에는 러브라는 소설도 쓰셨죠?

김:내가 원래 글쓰는 것도 즐기는데 소설은 늘 해보고 싶던 일 

중의 하나였어요. 에세이는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담아 써야하

지만 소설은 얼마든지 환상을 가미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날개단 듯 편하고 재미있게, 내가 쓰고 싶은 대

로 쓴 거예요.

편:그나마 자식들을 다 키워놓으셔서 여유가 있으신 듯해요. 

칠순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만끽하며 

일에 매진하시는 에너지도 부럽구요.

김:내가 얼마 전에 다섯 아이 다 독립시키고 엄마졸업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출간한 책 제목이“엄마를 졸업하다“이기도 

하구요.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의무감이 커서 치열하게는 살

았지만 나를 돌아보며 살기는 쉽지 않았지. 진정한 예술가로, 

또 여자로서의 전성기도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의무감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니까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요. 아이들이 가끔 손주들 봐달라고 부탁하면 할머니로서 기

꺼이 하지만 엄마의 일을 존중해서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더

라구요.

아이들과도 좋은 친구로 독립된 인간으로 교류하고 있어요. 

늘 나를 지원해주는 큰 아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다

른 아이들도 자기 길을 찾아 잘들 살고 있으니까 고마운 일이

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후회는 없어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

했고,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해요.아이들도 그렇고 뭐든 계획

대로,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예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며 내 

인생에 감사하며 살려구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스스로 대

견하게 여겨주면서 말이죠.

편:내년 칠순을 맞아 한국에서 큰 회고전이 열린다고 들었어

요.

김:네,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부산에서 칠순 회고전

이 열리고 이번에 출간한 „엄마를 졸업하다“ 출판 기념회    

일정도  잡혀있어서 조만간 한국엘 가야해요.

편: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회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분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아이라인이 선명한 눈매가 반가

웠다. 급하게 오시느라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셨다고 했지만 예

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솔직하고 당당하신 모습이 보기 좋았다.

길지않은 시간이었지만 얘기 중에는 늘 삶에 대한 반짝이는 열

정이 묻어났고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몸으로 오롯이 받아내

고 인내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연륜과 여유가 느껴졌다.

오랜 세월을 지나 보내고 다시 얻으셨다는 김영희 선생님의 새

봄이 충만하고 따뜻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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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독 특파원

현 <유로저널> 편집고문

Muenchen 인근의 호수 Starnberger See 주변엔 왕과 시인, 
소설가와 화가, 배우, 음악가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살았다. 
Berg, Possenhofen, Bernlied, Ambach, Seehaupt, Tutzing 
등 아름다운 마을들은 그들의 애환을 안은 삶의 터전이었다. 
소설 ‘나의 어머니의 생애’로 유명한 대표적 바이에른 향토작
가 Oskar-Maria Graf, ’향수(香水)‘와 ’좀머씨 이야기‘로 이름 
난 소설가 Patrick Sueskind. 향토 시 'Apfelbaum und 
Olive'를 쓴 여류시인 Hilde Domin, 어린이 만화영화 ’Biene 
Maja‘ 작가 Waldemar Bonsels, 희극배우 Heinz Rueman, 작
곡가 Johannes Brahms, 화가 Wassily Kandinski와 
Gabriele Muenter 등 수 많은 예술인들과 바이에른 왕국의 
Ludwig 2세 왕과 Elizabeth 오스트리아 황후의 자취가 고스
란히 남아 있다. 호수 남단의 Bernlied에는 화가 Marc, 
Campendonk, Kandinsky 등 ’청기사 파‘(Blauer Reiter) 화
가들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Buchheim Museum이 있다. 
특히 작곡가 Richard Wagner를 지원하여 그의 예술의 꽃을 
피우는데 후원자 역할을 했던 Ludwig 2세 왕은 바로 이 호수
에서 의문의 익사를 했다. 이들이 태어나고 살아 숨 쉬었던 고
장을 탐방, 명소와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본다. 오늘은 
바로 이 호숫가에서 꿈 많은 소녀기를 보낸 후 16세에 오스트
리아 왕국의 황후가 된 비운의 Elizabeth 1세 여왕(헝가리 여
왕 겸직) (일명 ’Sisi‘)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Possenhofen과 
’Roseninsel‘, 그리고 그의 산책길 ’Elisabethweg‘을 둘러본
다. Possenhofen은 Muenchen 남방 30km에 위치한 마을로 
전철(S-Bahn) 6번을 타고 갈 수 있다. (필자 주)
-------------------------------------------

 
1898년 9월 10일. 초가을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스위스 

Geneve의 Leman 호수변의 연락선 부두 길을 우아하고 아름

다운 귀부인 한명이 시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호

수 동쪽 끝에 있는 Montreux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그 때 괴한 한 명이 느닷없이 달려들어 귀부인의 뱃속에 예리
한 비수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비명과 함께 쓰러진 여인은 병

원에 실려 간 후 곧 숨을 거두었다. 자객의 손에 목숨을 잃은 

여인은 오랜 질병으로 외국을 떠돌며 요양 중이던 오스트리아

의 Elizabeth 황후였다.

‘Sisi’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아직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
의 가슴 속에 ‘구원의 여인상’으로 살아있는 Elisabeth 황후는 

1837년 12월24일에 부유한 귀족가문에서 태어났다. 

Starnberger See 호수가의 Possenhofen에서 호수와 잔디밭

과 숲을 벗 삼아 뛰놀며 꿈 많은 소녀시절을 보내다 나이 불과 

열여섯 살에 갑작스레 합스부르크 왕가의 Franz Joseph 1세 
황제의 황후가 됐다. 아버지는 Bayern 왕국의 Max 백작. 어머

니는 Bayern 왕 Ludwig 1세의 이복 여동생인 Ludovika 

Wilhelmine 공주인 귀족 가문이었다.

                                   

귀족 가문에 태어나 16세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후가 되다
 

아들 넷에 딸 다섯의 둘째 딸로 태어난 Elizabeth가 황후가 된 
사연은 기연(奇緣)이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왕국의 스물네 살

인 Franz Joseph 1세 황제와 언니인 Nene Helene가 온천장

인 Bad Ischl에서 약혼식을 하는데 동행한 열다섯 살의 

Elisabeth를 본 황제가 한눈에 반해 언니를 제치고 동생을 반

려자로 정해 두 달 후에 약혼을 했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 같
은 행운을 안았지만, 이 운명적 만남은 Elisabeth 인생의 ‘비

극’의 단초가 됐다.

Starnberger See 호반의 자연을 벗 삼아 아무런 간섭도 없이 

분방하게 자라던 발랄한 어린 소녀가 하루아침에 황후 후보자

가 된 후 곧바로 Wien으로 옮아가 역사, 프랑스어, 무도회, 의
전과 이탈리아어를 배우면서 9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될 

Sophie 황태후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1853년 

8월18일에 Wien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큰 제국을 이루고 있던 Habsburg왕조의 

황제 결혼식은 왕실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이었다. 그
러나 부귀와 명성과 화려함 뒤에서는 시어머니인 황태후의 집

요한 온갖 간섭이 이어지면서 Elizabeth는 곧 고독과 우울병을 

수반한 각종 질병을 앓게 된다. Elizabeth 황후의 마음은 늘 구

속 없던 호숫가 마을 Possenhofen에 가 있었다.

화려한 왕궁생활은 그에게 ‘고문’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왕궁이라는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새였다. 아들과 딸을 낳았

지만,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자녀양육권도 시어머니 황태후

가 걷어가 버려 Sisi는 마음을 둘 곳조차 없게 된다. 남편인 

Franz Joseph 1세 황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치르는 전쟁

터에 나가고 없어 젊은 황후는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곧 부귀와 영화와 왕관에도 흥미를 잃게되고 가

슴엔 점차 깊은 병이 들면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진다. 견디

다 못한 Sisi는 결혼 6년 만에 정처 없는 요양의 길을 떠난다.

 

                                    

뮌헨 주변의 문화 명소순례
비운의 오스트리아 황후 Sisi의 ‘산책 길’ (Elisabethweg)과 ‘장미섬’ (Roseni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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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정생활에서 병든 몸 이끌고 외국으로 요양 길 떠돌아

스페인, 그리스, Triest와 Malta를 떠돌면서 요양한 후 약간 병세
가 호전되자 Wien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발병한다. 곧 그리스의 

Korfu로 또 다시 요양을 떠난다. 그의 나이 스물두 살 때였다. 

거기서 2년을 보낸 후 다시 Wien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미 

Wien의 궁정생활로부터 Sisi의 마음은 떠나 있었다.

결혼 후 Sisi는 큰 딸 Sophie를 낳았으나 세 살 때 죽고, 딸 
Gisela, 아들 Rudolf, 딸 Valerie를 낳는다. 그러나 불행은 이어

진다. 1889년 1월에는 서른 한 살인 큰 아들 Rudolf 왕자가 

Wien 근교에 있는 Mayering의 하궁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해 17세의 여자 친구를 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한다. 왕자는 그때 아내가 있는 몸이었다. Sisi는 상심으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Sisi는 검은 색깔의 복장을 평생토

록 입는다. 불행은 이어졌다. 그의 막내 여동생 Sophie는 ‘동화 

성’인 Neuschweinstein성을 지은 Ludwig 2세와 약혼이 이루어

졌으나 파혼하고 Ferdinand von Alencon 백작과 결혼했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1897년에 정신병에 걸린 후 파리에서 자살한
다. Sophie의 남편이 될 뻔했던 Ludwig 2세 왕도 후에 왕위에서 

의문의 퇴위를 당한 후 Starnberger See 호수 동쪽에서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됐다.

건강이 다시 나빠진 Sisi는 1865년8월에는 황제에게 서면으로 

독립을 선언한 후 독자적 길을 택한다. 1867년 6월에 Sisi는 당
시 오스트리아 속국이던 헝가리 왕위에 올랐지만, 왕관도 뒤로

하고 다시 스위스, 알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지로 기나 긴 요양의 길을 떠난다. Sisi가 요양

을 위해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동안 전쟁에 패하고 황후

조차 없이 궁정에서 홀로 지내던 Franz Joseph 황제는 
Katharina Schratt라는 여배우와 스캔들에 빠진다.

 

                                    

어린 시절 뛰놀던 ‘장미 섬’은 Sisi의 ‘낙원’, 

병든 몸으로 찾아

Wien을 떠나있는 동안 Sisi는 어린 시절의 마음의 고향인 
Possenhofen을 자주 찾는다. 인근의 Feldafing에는 그가 머물

곤 하던 숙소인 Kaiserin Elizabeth Hotel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 Sisi가 즐겨 먹던 음식 메뉴를 지금도 서비스한다. Sisi는 

요양 중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같이 즐겨 놀던 호수 안에 있

는 작은 ‘장미 섬‘인 Roseninsel을 찾아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
다. 이 섬의 이름은 원래 Woerth 였지만 정원을 꾸밀 때 장미 

100송이를 심어 ’Roseninsel'로 불리기 시작했다. Sisi는 이 작

은 ‘낙원’에서 여동생의 남편이 될 뻔 했던 13세 연하의 Ludwig 

2세 전 왕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와 Ludwig 2세는 
고종사촌 간이었다. Sisi는 어린 시절부터 승마와 함께 걷기를 

좋아했다. Ludwig 2세는 재위 중에 이 섬에서 러시아 황제와 프

로이센의 Wihelm Friedrich 황제, 작곡가 Richard Wagner를 초

대해 환영연을 베풀기도 했다. 한때 고기잡이 섬이었던 이 곳이 

후에 Sisi 아버지의 소유가 되면서 Sisi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키웠다. Sisi가 Possenhofen Schloss에서 Roseninsel의 

배타는 곳까지 걸어 다닌 길을 ’Elisabethweg'이라 부른다. 이 

산책길은 봄 여름에는 우거진 나무숲에 가려져 휴식공간으로 사

람들이 즐겨 찾는다. 겨울 동안 끊기는 뱃길이 5월 초부터 늦 가

을까지 열리면 Sisi를 회상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발길이 이어진
다.

Sisi는 61세 되던 해에 요양을 위해 Geneve를 들린다. 그리고 

노상에서 한 자객의 습격을 받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황후

를 칼로 찌른 프랑스인 무정부주의자 Luigi Lucheni는 경찰조사

에서 당시 “Geneve에 머물던 프랑스의 Henri von Orleans 왕자
를 죽이려고 기다리다가 나타나지 않자 눈에 띈 Sisi를 찔렀

다“고 털어놨다. Sisi는 억울한 ‘대리 죽음’의 희생자였다. 범인

은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1910년에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

매 자살했다.

                                 

출중한 미모에 ‘세기의 미녀’ 찬사 잇따라
 

비명에 세상을 떠난 Sisi는 세기의 미녀였다. 독일황제 Wilhelm 

2세는 Sisi를 “내 생애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

다. 유명한 Moltke 장군도 황제의 찬사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 

외에도 Nasr-ed-Din 페르샤 왕, Wien 주재 미국대사 등 Sisi의 
미모를 상찬하던 인사들이 줄을 이었다. Sisi는 생전에 신장 

172m, 허리둘레 50cm, 체중 50kg을 유지하기 위해 승마와 걷

기운동을 하며 때로는 식사로 과일과 채소만 들기도 했다. 

Possenhofen에서 걸어서 Muenchen까지 간적도 있다. 그는 31

세 이후 부터는 공식적인 인물사진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Sisi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오페레타만도 56편에 달한다. 여

우 Romy Schneider와 남우 Karlheinz Boehm이 출연한 ‘Sisi, 

die junge Kaiserin'은 아직도 뭇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곧 또 하나의 Sisi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다. 그가 피살 당한지 

113년이 흘렀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생생
하게 살아있다. 뮌헨에서 전철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Possenhofen의 역사 건물은 Kaiserin Elizabeth Museum이란 

이름이 붙여진 박물관이 됐다. Sisi의 어린 시절의 각종 사진들

과 자료를 관람 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5월까지는 사전 신

청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박물관에서 10분 거리에 있
는 Sisi가 살던 Possenhofen Schloss는 지금도 위용을 자랑하

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개방이 되지 않는다. 지금 

Possenhofen과 Roseninsel 에는 ’세기의 미녀‘가 남겨놓은 전

설만 남아있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불가

(佛家)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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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i가 Leman호수변  

길거리에서 괴한의 칼에 
찔리는 장면 묘사       

신문삽화



'하일리히아벤트'라고 불리는 12월 24일 저녁은 독일
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시간'이다. 그 귀중한 순간
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도 하루종일 시장보고 
청소하느라 진을 뺐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집구석도 엉망인데다 
쌈박질하느라고 전쟁터였다. 딸은 크리스마스에 전나
무 트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떼를 썼고, 나는 집안이 
귀신꼴인데 대체 어디다 트리를 세우느냐고 맞섰다. 
다 큰 아이들이 그간 가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에 몹
시 섭섭했던 점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밖에
서 멀쩡히 자라는 생나무를 잘라서 집안에 들여놓고 
얼룩덜룩 장식하는 서구의 전통이 좀 변태스럽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나라 전통을 따르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
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이제 슬슬 긴장이 풀
려서 올 12월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과자 굽는 냄새 
한번 안 풍기고 건조하게 보낸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이라도 선금 받고 
떼어먹은 청소 30유로 어치나 해놓고 말하라고 따지는 
나에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대들었다. 아이들에게 있
어서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부모가 보복
의 차원에서 빼앗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라고 했다. 나
는 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딸에게는 
뭔가 절박한 일인 것 같아서 우선 양보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루종일 땀을 흘리며 청소한 후에, 복스럽게 
가지를 친 아담한 전나무의 촛불 밑에서 화기애애한 
'하일리히아벤트'를 보낼 수 있었다.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멀리 사는 시어머니와 내 대녀
에게 전화한 후에 우리는 다같이 티비를 보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티비를 보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는 우스운 일이겠으나 평소에 티비를 보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일이다. 좁은 거실의 가구를 한쪽
으로 밀어서 널찍하게 자리를 확보하고, 각자 이불과 
담요를 가져와서 둘둘 말아 가장 안락한 자세를 취한 
후에, 우리는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챙겨서 '메리 크
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봤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수업시간에 보았다는 영화다.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Joyeux Noel, 
2005년 까리옹 감독,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루
마니아 공동 제작)는 1차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의 
프랑스 전선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다. 지어낸 얘기
가 아니라 실지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영국군, 독일군, 프랑스군은 눈 오는 겨울 벌판에서 불
과 몇십 미터 간격으로 참호를 파놓고 서로 대치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전쟁의 의미도 모르면

서 명령에 의해 서로 죽이고 죽어가는 이들 최전선의 
총알받이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오로지 집에 갈 날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12월 24일, 징집되기 전에 오페라의 테너 가수였던 한 
독일 병사에게 위문공연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다. 소프라노 가수인 그의 애인이 그를 만나기 위해 크
리스마스 위문공연을 주선한 것이다.  5년만에 재회한 
옛 애인과 함께 듀엣을 부르자마자 그는 참호의 전우
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안전하고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음악회를 열고 샴페인을 마시며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권력층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를 말리지 못한 애인도 그를 따라 전방으
로 간다. 

그날 밤, 참호에 각각 쭈그리고 앉은 세 나라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눈물짓는
다. 이때 영국국 군목이 백파이프로 캐롤을 나지막하
게 연주하기 시작한다. 눈 쌓인 겨울 벌판으로 들릴 듯 
말 듯 이어지는 음률을 피아의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숨을 죽이고 경청한다. 이때 갑자기 독일군 참호에서 
테너 가수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노래를 부르며 그는 전나무 트리를 높이 들고 
참호 밖으로 걸어나간다. 돌발적인 행동에 아군도 적
군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 벌판에 우뚝 서서 노래 
부르는 적군을 쏘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잠시 망
설이던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결국 우뢰같은 박수로 환

영한다. 

곧 소대장들 사이에 크리스마스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각국의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과자를 권하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부인의 사진이 든 지갑을 
전투 중에 잃어버렸다는 프랑스 소대장에게 독일 소대
장은 그가 수거한 전리품 속에서 사진을 찾아 돌려준
다. 자정이 되자 영국군 군목의 집도하에 성탄 미사가 
올려지고, 독일군 애인이 부르는 수려한 아베마리아는 
겨울 벌판의 밤하늘로 퍼져나가 공동의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린다.

크리스마스 휴전협정은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
은 서로 총을 겨눌 수 없게 되었다. 이튿날 그들은 힘
을 합쳐 벌판에 널려있는 전사자를 수습하여 묻어 십
자가를 세워주고, 영국군 군목의 축복으로 장례식을 
치룬다. 그 후로 각국의 소대장들은 적군의 참호에 대
한 집중포격의 정보를 접하면 적군들을 자신들의 참호
로 불러들여 함께 목숨을 구한다. 각 참호를 자유로이 
오가는 고양이의 목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안녕을 
기원하는 쪽지를 달아주기도 하고, 프랑스 병정이 독
일군 점령지역에 살고 있는 어머니 집에 가볼 수 있도

록 독일 군복을 빌려주기도 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추억의 보물상자  
임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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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의 우정은 결국 상부의 우편 검열을 통해 나라 
별로 각각 발각된다. 이들은 징벌과 함께 다른 전선으
로 배치된다. 이때 이들은 질책하는 상부를 향해 각기 
항변한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탄 미
사를 올렸다.' '우리에겐 책상 앞에 앉아서 명령을 내
리는 당신들보다 바로 앞에 있는 적군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이 마지막 말이 바로 내가 영화를 보는 내내 느꼈던 점
이다.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보통사람들, 
즉 병사들의 적은 과연 적국의 병사들일까? 혹시 국익
이나 이념으로 포장된 양국의 기득
권층은 아닐까?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인성에서 평
화를 구현하는 직관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감동으로 나는 이튿날까지
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참호에서 
나와서 적군과 인사를 나눈 후에 그
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로 가족 
사진을 보여준 일이었다. 가족을 향
한 그리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만국공통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들은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움이라던
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형상화해서 
행동하는 힘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추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
리스마스 자정에 올리는 성탄 예배
의 전통, 매일 일정한 시간에 어머
니와 커피를 마시던 습관, 이런 사
소한 일상의 추억이 바로 평화를 구
현하는 힘은 아닐까?

아으, 내 새끼! 전나무 트리! 그 말
이 이 말이었구나. 송진 냄새 풍기
는 크리스마스는 내 아이들의 추억 
속에 화목과 사랑으로 기억될 것이
다. 비상시에 힘을 주는 기억, 비상
시에 무심코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
의 힘.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특히 
냄새를 통해 각인된다고 믿는 나는 
허겁지겁 찬장을 뒤졌다. 올해는 바
빠서 포기했던 바닐레키펄에 들어
가는 재료를 찾았다. 헤즐넛이 없어
서 그 대신 땅콩에서 해바라기씨까
지, 메주콩만 빼고 비슷한 놈으로 다 갈아넣고 구웠다. 
바닐라 향이 온 집안에 진동했다. 딸이 내 목을 안으며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건 내 죄가 아니지만, 실수를 만
회할 기회를놓치지 않는 것은 내 소관이다.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사회의 보수성을 나는 좀 
무시하는 편이다. 전통과 관습은 소수의 기득권을 유
지하기 위하여 여성, 아동, 빈민이라는 약자에 대한 불
공평을 합리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엿을 날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전통과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인간들이 비생산적인 

일로 수고스럽게 부딪칠 일도 좀 더 적었을 것이고, 덕
분에 따스한 추억거리를 저장하는 보물상자도 좀 더 
얄팍하지는 않았을지? 따라서 우리의 인간성도 좀 더 
강팍하지는 않았을지?

인간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나는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편이다. 그러나 폭력적인 혁명은 거부한다. 
아니, 두려워한다. 무력 혁명은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구호에 휩쓸려 개인의 양심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사실
을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도의 미덕으로 귀결된다.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
이는 보수들은 나의 진보성을 빛내주고 나의 진보성으
로 인해 빛남으로써 나와 더불어 균형을 구현하는 사
람들이다. 

그나저나, 남의 것이건 내 것이건 전통과 관습에 대한 
경외심이 별로 없는 나는 인간세상에서 추억의 보물상
자에 기여하는 바가 적구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옷자락만 스치는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겨, 그 인연들
과 더불어 풀잎을 살짝 흔들고 지나가는 봄바람같이 
소소한 기쁨의 추억을 쌓아가는 것으로 약간 용서되지 
않을라나?



지난소식   
* 2012년 10월2일 독일 통일의 날을 맞이하여 김재신 

대사님의 뮌헨 방문이 있었습니다.

* .2012년 10월6일 Herz Jesu Kirche에서 한인회 추

석 잔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과 음식 준비에 도

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분들

뮌헨한인 천주교회 이영재 신부님  50 유로
한상은 코트라 관장님 200 유로
고의민 사법님 50유로
전덕문 사장님 100유로
민현규 서울식당 사장님  100유로
송준근 회장님  50유로 
명예영사님 요한 하이츠만 100유로
한글학교 임미영 교장선생님 100유로 
이점순 아욱스부륵 한인회장님 20유로
한누리 무용단 50유로
황순님 님 50유로 
성시은 님 50유로

이혜숙 님  50유로
KAON MEDIA  이선중 법인장님  100유로
DMT EMEA 곽덕순 법인장님 100유로

* 2012년 10월13일 국립국악단의 공연이 BR Haus에

서 있었습니다. 350석 전부 매진되었으며 한인 뿐 

아니라 음악에 조예가 깊은 독일인 관객도 다수 참

가해 드물게 한국 전통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2012년 11월15일 ASZ in Thalkirchen에서 이종문
화 호스피스 활동후원회 김인선 대표의 강의가 있
었습니다. 약 25명이 참가한 자리에서 호스피스 활
동과 의미를 소개하고 관심있는 분들의 질의응답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 .뮌헨 한글학교 송년학예발표회가 12월 1일 
Pfarrheim der St.Paulskirche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6일 대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뮌헨 레지덴
츠 헤르쿨레스잘에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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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 오후 5시에 뮌헨 한인회 설날 잔치가 그래펠핑 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입장은 5시부터이며 입장료는 회원 10유로, 비회원 15유로 입니다. 
장소: Bürgerhaus in Gräfelfing Bahnhofplatz 1 · 82166 Gräfelfing (direkt am S-Bahnhof Gräfelfing) 

이미륵 박사님의 63회 추모식이 3월23일 오후 3시에 그레펠핑 묘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 Gemeindefriedhof Gräfelfing Großhaderner Straße 2  82166 Gräfelfing 

2013년 5월과 6월 사이 한인회 봄소풍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3년 8월과 9월사이 소망사진(영정사진) 촬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가 부탁드립니다.

한인회 연중 계획 및 하반기 행사 일정

알림장 
국악 강습
한국전통무용, 사물놀이 및 모듬북
매주 목요일 11.00 - 15.00시
장소: Pelkovenschlössl 
Moosacher St.-Martins-Platz 2, München
문의: 한국전통예술회 대표 쇼프 엄혜순 
Tel.: 089 - 14739665

관음불이선원 예불및 참선안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예불및 
참선이 있습니다.
지도법사: 현각스님
장소: Bodenstedtstr. 68 81241 München (Pasing)
문의전화: 이명옥 (089 - 81039799)
참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녁 6시 30분 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서예 강습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예강습이 있습니다. 
주소: Dachauerstr. 23 / EG. 80335
연락처: 089-93 1503 박수인

뮌헨 불교 정기법회
일시:매월 셋째 일요일, 15:00 Uhr
장소: Herzog-Wilhelmstr. 24  München Zentrum
전화: 089 - 78 52 474
연락처: 송혜련  (Frau Hye-Ryun Schultz)

뮌헨여성합창단
같이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연주 (Frau Jäschke)
전화: 089 - 90 30 632

일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로 일에 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적합한 인물을 제 때 찾지못해 일
이 무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은 어떤 일이 가능하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일
손을 구하시는 분들도 요구사항을 밝혀주시면 한인회
에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nathalie@live.co.kr Tel: +49(0)1707576312 

mailto:nathalie@live.co.kr
mailto:nathalie@live.co.kr


주요 연락처 

뮌헨 한인회 임원단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주독 한국 대사관 030-2606 50 http://deu.mofat.go.kr

대사관 본 분관 0228-9437 90 http://deu-bonn.mofat.go.kr

한국 문화 홍보원 030-2695 20 http://www.kois.go.kr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069-9567 520 http://deu-frankfurt.mofat.go.kr

주독 한국 교육원 069-9567 5231 http://www.keid.de/ 

뮌헨 한인회 089-8485 32 http://www.haninhoe-muenchen.de

뮌헨 무역관 089-2424 26 30 http://www.kotra.or.kr

뮌헨 한글학교  08121-2507 709 http://www.kschmuc.de 

뮌헨 명예 영사관 
Johann Heitzmann 

089-54 348 753 office@honorary-consul-south-korea.de
Adolf-Kolping-Straße 16 80336 München

임원명단 이메일 전화

신순희 (회장)
Soon-Hee Liebhart

soonhee.liebhart@googlemail.com 089-84 85 32

나탈리 쉿츠 (부회장)
Nathalie Schütz

nathalie@live.co.kr 0170-757 6312 

한영호 (총무)
Young-Ho Freund

08104-2292

이선옥 (문화행사부)
Sun-Ok Hoffmann

lhoffmann@daum.net 089-74 34 700

이창한 (문화행사부) f1_lch@hotmail.com 0176-2046 5219

홍명주 (서기)
Myungju Hong

myungju@freenet.de 089-5795 0891

임혜지 (웹지기)
Dr. Hea-Jee Im

im1@hanamana.de 089-4800 4506

김혜선 (편집)
Heisun Kim 

notred@hotmail.com 089-746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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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발행하던 한인회 소식지의 규격이 바뀌며 연 2회 발행됩니다. 독자 기고란에 한인 여러분들의 원고를 싣고
자 합니다. 원고를 주셔도 좋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편집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사거리가 될 만한 제보, 광고도 받습니다. 글 외에 그림을   
보내주셔도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이 살지만 서로 알지 못해 함께 하지 못하는 한인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한인회가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언제라도 가능하며 연회비는 가족 당 30유로 입니다. 한인회 인터넷 사이트 www.haninhoe-
muenchen.de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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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한인회보는 정회원에게 무료로 우편 배달됩니다.

조군자 Kun-Ja Berheide (감사) 

정미숙 Misuck Windisch (회계) 

최정화 Jun-Hwa Zcheye Choi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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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웰빙 스튜디오
채질분석, 건강관리 상담 

천연 유기농 피부 미용 및 관리 자격증 소지   

주소: Leopoldstr. 83  80802 München
전화: 089-3689 9636
메일: leemiky@googlemail.com 

DONG HAN TRAVEL
공식방문 / 출장 / 전시회

주소: Schleissheimer Str.464
        80935 München
전화: 089-6930 4386
Handy: 0176 2046 5219 
Korean Handy: +82 010 5656 0244
대표: 이창한

고의민태권도

Rosenheimer Str.139  81671 München
전화: 089-4900 2400
메일: materko@hotmail.de
www.materko.de 

서윤남 도장 
Hesseloher Strasse 16  80802 München  
메일: Info@Taeguk.de
www.seo-yoon-nam.de

우정 태권도장 

Infanteriestr.8  80797 München
전화: 089-521813 
메일: u-chong@t-online.de
www.u-chong.de 

Naturheilpraxis
침술한의   

주소: Stadionstrasse 170A 
        85716 Unterschleißheim (S1)
전화: 089-3105 997
www.praxis-schnell.de 

뮌헨펜션 마루안

www. pensionmaruan.com 

주소: Am Moosefeld 55 81829 München
전화: 089-5682 2319 

대표: 양재인
 chochorang@hanmail.net

뮌헨 케이터링 
맛있고 정성스런 파티/ 도시락 서비스

   전화: 089-9922 9684
           0172-8199 0197
           0176-4703 6741  
   홈페이지: www.munich-catering.com 
   메일: info@munich-catering.com       대표: 박아영 

식당 아리수
Arisu Moderne Koreanische Küche

주소: Triftstrasse 1 80538 München
U4/U5/Tram 17 Lehel 하차
전화: 089-2424 3594  홈페이지: www.a-ri-su.de 
대표: 정승미

심리상담
Heilpraktikerin in 
Psychotherapie

          연락처: Dipl.Theol. 이문경 
         전화: 089-24231656
           메일: m.lee@gmx.com

김가네
Kims Restaurant

맛있고 저렴한 점심, 깨깔스러운 식사

주소: Theresienstrasse 138 80333 München
U2 Theresienstrasse 하차
전화: 089-379 66 880

대표: 김영건

www.drsong-ganslmei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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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유동훈
Tel: 08924243411
Fax: 08924243412

판매상품: 독일 유명 주방용품(휘슬러,실리트,쌍둥이칼,WMF..등), 빅토리녹스 
맥가이버칼, 아이그너, 몽블랑등 독일 유명 브랜드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Tal 48
80331 München

친절한 서비스, 떡, 김치, 갈비 판매

아시아 한국 식품점 Imbiss



독일에서 만나는 서울의 맛, 고향의 맛, 서울 식당 

Münchner Freiheit 역에서 하차 후

홀리데이인 호텔 방향으로 200 m 

Mercure Hotel 옆 서울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 Leopoldstr.120 80802 München   전화번호: 089 34 81 04  영업 시간: 12:00~14:30 / 18:00~23:00

                       첫째주 , 셋째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그외의 월요일은 저녁영업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