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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들었던	 2017년을	아쉽게	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좋은	꿈들을	꾸셨는지요?	황금빛	기운을	담은	개띠	해에	
저희	 한인	 동포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목표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인회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계획했던	
많은	목표와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무술년	황금빛	기운
을	담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동계	 올림픽의	
강국인	독일에서도	많은	선수단이	파견될	것이고,	연일	메달	
경쟁소식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서	개최되는	이런	국제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
와	국민의	우수성에	엄지를	치켜든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
까!	이	자리를	빌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치뤄질	수	
있도록	주위의	지인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좋
은	행사로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성
공적인	훌륭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뮌헨한인회	회장	쉿츠	양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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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진영 
의사라는	직업은	곧	Helper	Syndrome 

편집부(이하	편으로	표기):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독자들을	위해	본인	소개부터	좀	해
주실까요?	

송-Ganslmeier진영(이하	송으로	표기):	네,	안녕하세
요?	저는	의사로	일하고	있고	뮌헨에서	20여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	최근에	한국에서	뮌헨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
다고	들었는데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은	교민들에게	
한인의사가	있다는	건	다행스럽죠.	그런데	정작	한인
의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더러	들었어요.	해서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필요하신	
한국	교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송: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병원이
기	때문에	간단한	건강검진,	감기,	가벼운	급성질환	
등의	환자가	많이	찾는데요,	건강진단으로는	주로	심
장과	폐검사,	암검사,	예방주사	등의	업무를	많이	봅
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	환자들	보다는	오
히려	방학기간에	한국에서	휴가	차	다니러	온	관광객
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언어문제가	없으
니	소통하기가	용이하고	문화적으로도	동질감을	느껴	
공감이	쉽죠.	그래도	독일인	환자가	대부분	이에요.	(웃
음)	

편:	뮌헨에서	의학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어떤	연유
로	독일에	공부를	하러	오셨나요?	

송:	막연히	의학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서	의대공부를	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독일에서	유학	중이시던	삼촌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학비가	없는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지만	여기서	김나지움을	다니
며	아비투어를	보고	LMU의대에	입학했어요.	당시에
는	TU가	생기기	전이에요.		

편:	어학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오셨더라도	독일인	동
급생들과	의학	공부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
아요.	워낙	공부	양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송:	의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매일	시험과의	전쟁이었
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는
데	저는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보내주셨지만	경제적으
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일을	하느라	여가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당시	
영화비가	6에서	8마르크	정도였는데	영화	볼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의대생들이	주로	하던	아르바이트인	
Sitzwache(환자	관리	감독)를	하면	한	시간당	8마르
크의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니	영화라도	보려면	한	시
간	더	일을	해야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강의가	끝
난	저녁에서	아침까지,	주말에는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치
열하게만	살았다	싶어요.	

편:	의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송:	보통	의사들한테	Helper	syndrome이	있다고	하는
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	자체가	굉장히	보람	있고	어쨌든	사람들을	접
하고	교류하는	일이라	정신적인	만족감이	높아요.	사
는	게	별	거	있나요?	타인과	소통하며	건강하게	사회
생활을	꾸리는	게	좋죠.	종일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
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즐겁게	일하지	못했을	거	같아
요.	제	전공이	가정의학과이다	보니	환자	연령대가	10
세에서	100세까지	다양한데,	한	가족	구성원	들이	성
장하고	변화하는	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켜보죠.	
어린	아이이던	환자가	성년이	되어	방문하는	걸	보면	
내가	머지않아	은퇴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웃음)				

편:	일하시면서	보람	있을	때,	반대로	힘드실	때는	언
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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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명주

송:	보람	있을	때는	
무엇보다	진단과	
테라피를	통해	환
자의	건강이	회복
되었을	때죠.		제가	
침술도	병행해서	
치료하는데	4년에	
걸친	침술전문과정
을	이수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허
리	디스크가	심해
서	걸음도	걷기	힘
든	환자가	찾아	왔
어요.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
료를	해도	도움이	
안	됐다고	대뜸	침
을	놔달라고	하더
라구요.	침을	놨는
데	운	좋게도	이	환
자가	완쾌되어	걸
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의사로	계
속	일하게	하는	자양분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어려운	점은	개인병원을	하면서	보험환자들을	
받다	보면	환자들이	보험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처
방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곤란하죠.	
또	대도시에	사는	환자들은	병이	나면	의사한테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지어	원하
는	테라피까지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의사한테	요구하
기도	해요.	그런	점이	좀	힘들죠.	

편:	일반의학	외에도	특별히	진단하시는	분야가	있으
신가요?	

송:	제	조부가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침술도	행하셔
서	어렸을	때부터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
도	침술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용을	배우기	위해	세
미나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일년에	한번씩	한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매부에게	기술을	전수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이	외에	스쿠버다이버들을	위한	잠수의학을	겸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수련의로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
님이	잠수의학	전문가이셨어요.	그	분	아래서	일하다	
보니	당연히	잠수의학과	관련된	소견서를	자주	쓰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흥미가	생겨
서	다루게	된	분야
인데요,	바다	속이
라는	특별한	환경
에서	일하는	스쿠
버다이버들은	잠수
병	등	다양한	잠수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때	생기
는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의학	분
야입니다.	전문분
야로	다루다	보니	
저도	스쿠버다이빙
을	즐기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일본식	
의학인	캄포메디
슨,	레이저	테라피	
등의	분야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편:	워낙	운동을	즐기시나	봐요?	아무리	일과	연관되
어	있을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흥미를	못	느끼면	취미
생활로까지	발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송:	네,	제가	워낙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출근할	때
도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고,	등
산,	승마	등도	즐기는데	5년	전	등반	중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그	이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겸손
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이후로
는	격한	운동은	삼가고	주로	가벼운	등산을	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기라	할	만큼	심각한	사고였는데	그	전
에는	공부도	운동도	무엇이든	열심히	성취했다면	사
고	이후에는	하루하루	살아있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에	힘씁니다.	인생의	미래라는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	삶의	가치관이	소박해졌죠.	사람
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인체에	이로운	엔돌핀	호르
몬이	많이	생성되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웃고	즐
겁게	살아야죠.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
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무엇보다고	소중한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편: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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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나는 폐인이로소이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다.	나는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나의	인생>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	방영되는	토요일이면	나는	한국드라마를	무료로	
재방송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새	회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드디어	드라마가	따끈하게	새
로	올라왔다는	빨간	글씨가	반짝이면	나는	부리나케	
침대로	들어간다.	태블릿을	품에	꼭	안고.	감기	기운
이	있어	좀	쉬어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그런	나를	이
상하게	바라보는	독일인	남편의	눈길에는	꿋꿋하게	"
날	잡아잡수".	
 	
하지만	고백하자면	여간	남편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
다.	남편은	이	세상	모든	드라마는	경박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다.	넋	놓고	드라마	보는	나같은	사람을	
백해무익한	취미를	가진	의지박약아	정도로	여긴다.	
실은	예전에는	나도	그랬다.	우리집에	TV가	없었던	
이유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TV	앞
에	앉아	시간	낭비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
에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바른생활	공식을	
따르며	참	숨가쁘게	살아왔던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인터넷	서비스가	빈약했던	시절
이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씨디를	구해와
서	돌려보았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날	밤을	새우
느라	폐인이	된다고	했다.	폐인!	무서워라.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어떻게	일하나?	드라마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지.	누가	드라마	씨디를	빌려준다는	말만	해도	
나는	행여	폐인병이	옮을까봐 	손사레를	쳤다.	

그렇게	폐인병을	무서워했건만	결국	나는	폐인병에	
걸렸다.	한국	드라마가	아닌	한국	사대강사업	때문
에...	독일을	모델로	했다는	사대강사업은	독일에	사
는	내가	보기에	처음부터	거짓투성이였고	그런	사실
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나는	밤	새워	글	쓰고	번
역했다.	밤에는	사대강사업에	매달리고	아침	일찍	직
장에	나가는	생활이	몇	년이나	지속되면서	사람이	이
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뭉친	<번역연
대>	친구들이	함께	밤	새워	작업하고	낮에는	다들	헤
롱헤롱	일하러	나갔다.		

정부를	상대로	사대강사업	진실게임을	벌인	일은	무
모했지만	자랑스러운	경험이었다.	나는	여러가지	손
해를	기꺼이	감수했는데	그	손해	중	하나는	오랜	기
간	한국어를	집중해서	쓰는	사이에	나의	독일어	실력
이	바닥으로	떨어진	일이다.	언어체계가	완전히	한국
어로	돌아서서	어디	가서	내가	독일에	40년	살았다
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독일어가	어눌해졌
다.		

사대강사업이	일단락	나면서	내	일상도	정상으로	돌
아왔다.	나의	영혼은	다시	독일로	돌아오고	독일어가	
다시	나의	주요	언어로	자리	잡았다.	그	대신	한국말	
실력이	줄었다.	평소에	한국말을	전혀	안	쓰다가	갑
자기	한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	나는	내	한국말이	
어눌해서	민망했다.	언제	어디서나	독일말과	한국말
을	동시에	유창하게	하던	<번역연대>	친구에게	비결
을	물었다.		

"버들아,	너도	평소에는	독일말만	쓰고	살	텐데	어떻
게	갑자기	한국말이	술술	잘	나와?"	
"연습해서	그래요.	한국	드라마	보면	한국말이	늘어
요."	
아,	그	비결이	바로	연습이었구나.	하지만	하필이면	
드라마라니...	폐인	된대매...	어떡해...	나도	한번	도
전해볼까?	

한국	드라마는	녹록치	않았다.	배우들이	한결같이	백
옥같은	피부에	다들	빼박은	듯	비슷하게	잘	생겨서	
누가	누군지	헷갈렸다.	늘	좋은	옷만	입고	밤에도	화
장하고	자는	여배우들의	모습엔	현실감이	없었고,	내
용	또한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
다.	무슨	재벌이	이리도	많은지.	재벌집	아들은	다	이
렇게	멋있는	순정파인지.	내가	사춘기	때	본	만화	
<캔디	캔디>를	벗어나지	못한	뻔한	스토리도	식
상했다.	배우들의	연기도	폭력적이고	과장되게	
느껴졌다.	툭하면	고함치고	손	올라가는	남자들
과	괜한	일에	소리	빽빽	지르는	여자들의	히스테
리에	나는	깜짝깜짝	놀라며	누가	볼까	부끄러워	
볼륨을	줄였다.	남편이	지나가다	들으면	"아이아
이아이,	또	무슨	난리가	났나?"	하고	비웃을	것
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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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단지	어학
공부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3분짜리	
동영상을	이것저것	마구	눌러	대화를	들었다.	그러
다	보니	간혹	짜릿한	묘미를	주는	장면이	발견되기
도	하고,	다음	전개가	궁금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열
심히	찾아서	끝까지	다	보고나서	내가	빼먹은	앞	부
분이	궁금해서	처음부터	찾아보는	일도	생겼다.	

얼굴을	익힌	배우가	한둘	생기니	등장인물	헷갈리는	
일도	줄어서	줄거리	파악이	쉬워졌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전개방식과도	친해졌다.	중요한	장면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는	만화
영화같이	낯설고	우스웠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보
고	싶은	장면을	알아서	다시	보여주는	제작진의	배
려심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미생>을	보면서	비인간
적이고	고압적인	회사	분위기가	과장스럽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한국의	현실이	정말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잘	몰랐던	사
회상을	드라마를	통해	공부한	셈이다.		

한국드라마	몇	편을	보는	사이에	시청자로서	나의	
경지도	일취월장했다.	이젠	유투브에서	조각난	동영
상을	맞춰보며	줄거리를	짐작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서	방영되자마자	인터넷에	올려주는	동영상을	통으
로	찾아보게	되었다.	거의	본방사수의	경지까지	이
른	것이다.	드라마	세상에	푹	빠져서	일상을	잊는	휴
식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게	됐다.		

한국드라마의	휴식	기능은	참으로	뛰어나다.	숨가쁘
게	전개되고	반전이	많으니	나도	모르는	새	빠져들
어	다른	일은	금세	잊게	된다.	예쁜	사람,	좋은	물
건,	높은	계층의	신기한	행동양식	등	진기한	눈요깃
거리가	많고	기발한	대사가	흥미롭다.	살아	생전	절
대	내	세상이	될	수	없는	그	세상이	마치	내	세상인	
듯	몰입하는	일은	감미롭다.	좋은	사람은	잘되고	나
쁜	사람은	망하는	권선징악의	동화적	요소가	동화보
다	더	즉각적으로	적용되기에	보는	사람	속이	편안
하다.	약한	놈에게	나쁜	짓	한	놈은	더	강한	놈이	금
방	나타나	응징해준다.	게다가	해피앤딩이	보장되어	
있어서	긴장하는	한편에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심장
이	쫄려도	느긋하게	쫄린다.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던	한국	드라마가	내게로	들어
온	것은	인생을	사는	나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틈만	나면	공부하고	일하는	숨가쁜	삶
의	공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한	박자	쉬어가는	삶을	

소중히	여기려는	노년의	노력	덕분은	아닐런지?	웃
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빈다는	말이	있다.	웃으며	
쉬라고	만드는	드라마를	인생	모범답안에	비추어	분
석하며	죽자고	꼬투리를	잡았으니	그간	내게	드라마
는	백해무익한	시간낭비였겠지만,	이제는	웃으며	쉬
는	용으로	감상할	수	있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에서	갑자기	한국말해야	할	때	술술	잘	
나오는	효과도	있다니	뭘	더	바라겠는가?		

내겐	남이	모르는	드라마의	순기능이	하나	더	있다.	
<태양의	후예>가	방영될	당시	한국의	남편들에겐	비
상령이	내렸다고	한다.	남자	주인공이	너무도	잘	생
기고	남자답고	다정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그와	비교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드라마	방영
시간에	TV	근처에서	얼쩡거리다	부인	눈에	띄는	어
리석은	남편은	가차	없이	씹다	만	오징어	취급을	받
았다나?	근데	나는	좀	다르다.	멋진	남자	배우가	자
꾸만	나의	남편에	오버랩되는	것이다.	완벽한	남성
상을	그려내는	그	배우와	내	남편	사이에	공통점이
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나는	남편이	지난	30년	
동안	보였던	모습	중에서	그	어떤	공통점을	귀신같
이	발견하고	감동하는	것이다.	내가	푼수마누라인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좀	심한	편이라는	걸	이번
에	알았다.		

남편은?	남편은	자기가	무시하는	한국드라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걸	짐작이나	할까?	아니다.	믿
었던	마누라가	노년에	드라마	따위에	투항하는	모습
에	자괴감과	배신감이나	씹고	있을	뿐,	드라마로	인
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선	깜깜한	것	같다.	바로	엊그
제의	일이다.	중후하고	섹시한	장년의	재벌회장과	
젊고	스마트한	영화감독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주인
공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주	어지러워졌다.	어떡하
지?	둘	다	멋있는데?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옆에	누워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휜칠하고	인자하게	늙은	
내	남편은	바로	두	남자를	합쳐	놓은	상이었다.	나는	
감격에	빠져	남편의	부드러운	턱살을	어루만졌다.	
갑자기	꿈을	깨는	퉁명스런	소리.		
"왜	꼬집어?"		
"아이	깜짝이야.	꼬집은	거	아니야.	당신	좋아서	애
무한	거야"	
"어느	놈	생각하면서?"	
"?"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	생각했냐고?"	
이크,	실수했다.	그	배우들	영상을	괜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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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학생회	3기	회장을	은	이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뮌헨공대에서	물리학	학사를	하고있고	내년에	졸업을	앞두
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5년	5월에	처음	왔습니다.	그땐	어학을	하
기	위해	베를린에서	1년	반	동안	살았었고,	그	후	뮌헨공대에	합격하
여서	2016년	10월에	뮌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생회	회장	제의를	받았을	때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연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지만	조
금이나마	학생회에	그리고	뮌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
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정도	그	일에	기여해보는	것도	멋진	일
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학생회장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타	도시와	다르게	학생회가	잘	유지되지	않고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반복하다	2년	전	의지	있는	많은	학생들의	도움으로	학생회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간	두	명의	학생회장의	도움으로	매	
학기	학생회	파티를	열어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였고	2년간	잘	학생
회를	유지시켜왔습니다.	하지만	2기	학생회에서	임원을	맡아서	활동
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제한된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아쉬
움을	많이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임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학생회	임원들이	생각해낸	결론은	우선	학생회	행사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화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번	학기마다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
기	내에	꼭	해야하는	정기적인	행사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
래서	학생들이	처음	많이	오는	겨울학기에는	1년에	한번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을	열어	처음	뮌헨에	오는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학교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였고,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로	모여	정보교류도	할	수	있게	하기	위
해	한학기에	한번	학기	초에	학생회	정기총회를	열려고	하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리하여	이번	겨울	학기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10월	초	개강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간단한	학교	
소개와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홍보도	원활히	되지	않았고	많은	학
생들이	아직	학생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뮌헨에	
온	모든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참가했던	
약	20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준비하는	입장
에서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정기총회:	그	다음으로	두번째	학생회의	중요한	행사였던	
학생회	정기총회도	10월	말에	열어	한학기	동안의	학생회에서	추진
하게	될	행사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눠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
생들이	본인이	가진	좋은	의견들을	내어주어	영화의	밤,	겨울	엠티,	
스포츠	대회	등의	행사를	이번	학기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주요	행사:	지난	11월	말에는	그	중	하나인	영화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보지	못하는	한국영화를	
상영하여	한국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방학에	계획하였
던	겨울	엠티	행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획	당시에는	정
확히	숙소에	대한	정보와	금전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정확히	알아보니	아직	지금의	학생회	
규모로는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월말	3월초	학기가	끝나
갈	무렵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스포츠	대회를	열어	이번	학기	행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뮌헨	한인회	산하단체	등록:	한가지	더	이번	학생회가	새로워
진	점은,	11월	11일	뮌헨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정기총회에	저를	비
롯한	학생회	임원진들이	참가하여	학생회를	뮌헨	한인회의	산하단체
로	등록하는	등록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학생회가	학생들	만의	단
체로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뮌헨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
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의	관리
를	통해	학생회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인회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젊은	학생들이	한인회가	마련한	사업에	
힘을	보태어	한인회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회와	한인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
어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학생회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라	아직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체	생활이	한	개인보다	중요하
게	여겨졌고	그	덕분에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더	원
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각각의	개성과	개인의	가치가	조금씩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
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는	다른	것이고	저	또한	통일된	전체주의적	사고보단	개인이	존중	받
고	각자의	개성이	존중	받는	그러한	개인주의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성을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뭉치게	하지	않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의	단체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지금	저희	학생회	뿐만	아니라	최근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많은	해외	한인	단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학생회	임원진들은	학생들이	정말	학생회에	참가하는	것
이	즐거워서	또는	그것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서	자발적
으로	참여가	가능한	그런	학생회를	만들도록	남은	10개월의	기간	동
안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을	한인	학생회의	핵
심가치로	삼아	제가	학생회를	떠난	후에도	정말	뮌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임원들과	많
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뮌헨	한인회와	한인	학생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뮌헨 한인 학생회 이모저모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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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태어나서	자란	고향,	한국을	떠난	지	삼십	년이	넘었
다.	열세	번째	생일을	맞자마자	가족을	따라	미국에서	지
내다가	또	다시	다른	나라,	독일에서	줄곳	살았으니,	인생
의	대부분을	타향살이로	보냈다고	할	수	도	있겠다.	하지
만	영어	속담에서“집이란	모자를	벗어	걸어	두는	곳”	이라
는	말처럼	향수나	감정에	구애	받지	않고	단순히	몸뚱이가	
존재하는	곳이	집이라면,	고향타령은	접어두고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랑하는	나의	언어. 	
첫사랑	같은	모국어를	세월이	지난들	어찌	잊으리! 	
 	
유난히	읽고	쓰기를	좋아했던	나는	유치원생	이전부터	연
습장과	연필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항상	끄적거리
고,	간혹	장래	희망을	물으면	대뜸“시인이요”,	아님“소설
가” 등의	답변으로	본의	아니게	어른들의	배꼽을	잡게	했
다.	이런	헤프닝을	방지하기	위해서“선생님” 으로	답변을	
바꾼	후로는“음” 하는	극히	단순하고도	호의적인	반응을	
받아	어쨌든	창피함은	면했지만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게“국어	선생님” 이었다는	것을. 	
 	
‘아작아작’ 과 ‘야금야금’ 의	미묘한	차이.	외국사람이	쉽게	
이해	못하는	‘일,이,삼’ 과	‘하나,둘,셋’ 의	두가지의	숫자	사
용	방식.	사람은	‘명',	동물은	‘마리',	두부는	‘모',	채소는	
‘단',	신문은	‘부',	책은	‘권',	나무는	‘그루',	신발은	‘켤레’
등의	짓궂은	단위성	의존	명사.	이	모든	복잡다단한	단어
들을	문법으로	묶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실체
도	없는	언어는	나에게	무수한	작은	기쁨을	‘선사했다.	 	
 	
애석하게도	나에게	자아와	존재감의	바탕이	되어준	한국어
는	이민과	동시에	멀어지게	되었다.	이	생이별을	슬퍼할	
새도	없이	나는	곧	새롭고	생소한	언어인	영어를	접하고	
배우게	되었다.	문법,	발음이	다른	영어는	힘들었지만	참	
재미있기도	했다.	낯선	소리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었고,	간혹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	문장이나	
문법을	접하면	통쾌하기까지	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익힌	
후부터는	다시	한국	문학책이나	신문을	들여다	봤고	집안
이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거의	영어만	상대하던	
나는	대학입학과	함께	기숙사로	이사하면서	한국어를	규칙
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아예	잃었다. 	
 	
지난	삼십	년.	그	동안	한국어와	내가	멀어진	것은	꼭	내	
탓만은	아니었다.	내가	한국어를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간
혹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동안	한국어에는	많
은	표준어	문법과	신조어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난	분명히“국민	학생” 으로“국민	학교” 를	졸업	했건만,	
이제	와서“초딩”,“초등학교”라고	말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다.	걸쭉한	국물이	자작	거리는‘닭도리탕'은‘닭볶
음탕’ 이	되어버려서	매콤한	국물이	다	졸아버린	느낌이고	
또한	‘자장면’ 은	‘짜장면’ 발음	만큼	맛있게	들리지	않는다.	
삼십년	전에	바둑판	같던	원고지에	또박또박	띄어쓰기에	
유념하며	써내리던	한국어는	마치	떠나간	내게	복수라도	
하듯	갖은	철자법	등이	바뀌어서	골탕	먹인다.	나도,	언어
도,	둘	다	참	많이도	바뀌었다. 	
 	
어떤	언어든지,	언어는	항상	진화	한다고	한다.	변하는	세
상에	대응하고	또	다름을	반영하듯,	단어는	늘어나고	의미
도	달라진다.	세익스피어가	그때	당시	쓰던	영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와	비교하자면	마치	다른	나라
의	언어	만큼이나	다르다.	마치	사극에서나	쓰이는	중세의	
말투가	현대에서	쓰이지	않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
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한국어는	서운하게도	너무	빨리,	또	
많이도	바뀐다는	느낌이다. 	독일에서는	1996년	독일어	
맞춤법	협회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에서	각
종	문법	표준을	새로	발표	하였지만	교사	협회를	비롯	각
종	단체,	그리고	노벨상	수상	작가인	귄터	그라스	(Günter	
Grass)	를	포함한	유명한	작가들의	극심한	반대를	거치면
서	고등	법원까지	소송이	전개되었으며	이곳	바이에른	경
우에는	몇번의	화합적인	개정을	더	거친	후	비로소	2006
년도에	 학교에서도	새로운	문법	교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거진	십년이	걸렸다는	말인데,	그때	부터	십년이	더	지난	
오늘은	문법이	바뀌기	전	과	후,	두	가지의	방식을	다	보편
적으로	쓰고	있다하니,	이것은	독일의	보수적인	정신을	반
영하는	것인지,	고전을	존중하는	민중	심리인지	알	수	없
는	일이다.	
 	
작년에 ‘프랑스어’ 를	‘불어’ 라고	말했다가	한국에서	갓	온	
젊은이에게	웃음을	산	적이	있다.	후에는“왜	달러를	몇 
‘불’  이라고	하냐”는	어처구니	없는	항의도	듣고...	왕년엔	
나도	‘미래의	국어	선생님’ 이었건만	이제는	구닥다리가	되
어버렸다.	가끔씩	외국생활을	평생	하신	어른들을	만나	이
야기해	보면	명사,	동사는	다	외국어로,	단어를	잇는	조사
와‘아이고’ 따위의	감탄사만	한국어로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다.	나도	삼십년	후에는	이런	모습일까?	
 	
어려서	입양된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	태어
나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입양	되면서	모국어인	한국어
를	말끔히	잊어버린지	45년이	흘렀지만,	가끔	케이블	방송
으로	한국말을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	진다고.	한국말을	더	
이상	한마디도	이해	못해도,	머리	속	그	어딘가에	남아있
는	언어의	친근한	느낌이	마치	자장가	같이	정답게	다가	
오나보다.	이런	것이	모국어의	정체일까?	사랑하는	한국어
는,	나에겐	모국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억에서	사라
져도	서로	땔	수	없는	숙명	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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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em Deutsch-Koreanisch München (TDKM) 한국어 독일어 언어교류 단체
강준혁 

뮌헨	한인	학생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에	한국	유학생들
과	한국에	관심이	많은	독일	학생들을	위해서	탄뎀	파티
(Tandem	Party)를	개최했다.	TDKM	모임은	먼저	뮌헨	한
인	한인	학생회의	일환으로	페이스북그룹	Tandem	Deutsch-
Koreanisch	München(TDKM)을	통해	시작되었다.	뮌헨	한
인회	쳥년부	이상훈씨가	뮌헨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과	어학원생들이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인들과	만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2017년	10월	1일	처음	그룹을	만
들었다.	 TDKM	그룹을	통해서	뮌헨에	있는	독일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학생들	간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처음	그룹이	만들어질	당
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입했고	지금은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첫	모임으로	한국과	독일의	젊은이
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기	위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행사
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
했다.	더욱	효과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TDKM	그룹의	스
태프들은	처음	입장할	때	스티커에	각자	할	수	있는	언어를	
적어서	옷에	붙여줬다.	언어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인	만큼	
서로	할	수	있는	언어를	아는	것은	대화를	시작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학생과	독일학생이	나누어져	
이야기를	나누는	어색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파티가	무르익
음에	따라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인과	독일인이	자연스럽게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겁고	유쾌한	행사
가	되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대화도	많이	
주고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뮌헨에	온지	얼마	되지	않
은	유학생들도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새로운	독일	
친구들을	사귀면서	외국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서로	대화하고	식사를	하면서	친해진	후에는	파티	형식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이	지

날수록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
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행사는	더욱	흥이	올랐다.		

첫	TDKM	행사는	독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	독일인하고	
만나고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어학원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어학원생들	외에도	유학을	하는	학생
들에게도	같은	대학을	다니는	독일	학생들을	만남으로써	학
교생활이나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평소에	
한국에	관심이	많던	독일인에게도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
고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	TDKM	행사는	12월	17일에	다	같이	크리스마스마
켓을	가는	행사였다.	크리스마켓을	둘러본	후에는	다	같이	
한식당을	가는	일정이었다.	이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
는	독일의	행사는	독일인들과	함께	독일	전통	마켓을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Marienplatz에서	모인	후에	
다	같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이동했다.	저녁	6시에	모여서	
한	시간	정도	크리스마스마켓을	둘러보며	마켓의	글뤼바인
을	마셨다.		

글뤼바인은	크리스마스마켓에	판매하는	와인으로	여러	과일
들과	설탕을	와인에	섞어	따뜻하게	먹는	술이다.	글뤼바인
을	마시며	서로	모여	대화하면서	따뜻한	술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다.	

다	같이	크리스마스마켓을	둘러보며	친해진	후에는	한식당
으로	이동하여	한식을	먹었다.	독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에	 한국의	 전통음식을	 체험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TDKM	행사의	취지와	의미에	매우	잘	맞는	행사였다고	생
각한다.	한국인들은	독일인들과	함께	독일의	문화를	체험하
고,	독일인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음식을	체험하고	나누
어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잘	즐기고	체험할	수	있었다.	식
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는	한국의	술인	소주를	주문했다.	소
주를	마시면서	한국의	술	문화를	알려주고	서로	더	친해지
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TDKM	그룹과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독일에	알리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었던	것	같다.	앞으
로도	꾸준한	문화	교류와	행사를	통해	더욱더	한국의	문화
가	독일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처음	독일에	온	어학원생들
에게도	배운	독일어를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의	행사로	총	1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TDKM	그룹
을	유지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뮌헨에서의	한국과	독일의	
친목,	교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TDKM	행사를	진행해서	각	나라의	언
어를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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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주최한	AMAZON	BEAUTY:	THE	KOREAN	EDITION 

이명옥	(화가,	서예가)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회사인	아마존,	인터넷	주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팔고	있다는	아마존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없을	것이
다.	그	회사에	지금껏	한두	가지의	물건을	주문해	보지	않은	가정
도	아마	거의	없을	듯	하다.	더구나	최근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기
록하며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	(Jeff	Bezos)는	이미	마
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최고의	부자	자리
에	올랐다고	한다.	그런	어마무시한	아마존이	최근	뮌헨에서“코
리안	뷰티”라는	제목으로	이색적인	행사를	개최해	화장품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코리안	뷰티"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8~9일	저녁6시부터	12시
까지	진행된	이	이색적인	행사는	뮌헨시내의	고급	식당	MUN(대
표:	김문영)	에서	독일의	화장품	업체의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초
빙하여	무척이나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행사	진행은	아마존	회사의	연혁,	성장과정,	인터넷	판매	상승률	
등을	영상자료로	먼저	소개하고	아마존이	왜	오늘	코리안	뷰티라
는	제목으로	이런	행사를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
졌다.	아마존	회사는	놀랍게도	2000여종이	넘는	한국	화장품을	
전세계에	인기리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
점에서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베를린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왔다는	젊은,	꿀	피부를	가진	
미용전문가	한인	2세	여성이	등장,	한국	여자들의	화장법과	아름
다움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화장	트렌드를	열띤	모습으로	강의했다.	

강의가	끝나고	다양한	질문이	오가는	도중,	이	레스토랑의	대표		
김문영씨가	손수	준비한	10여	가지의	한국전통음식이	차례대로	
나오기	시작했다.	부추전,	김치전,	만두,	잡채,	갈비,	소주	칵테일,	
떡볶이,	비빔밥,	후식으로	팥빙수와	약과까지	정성스럽고	깔끔하
면서도	맛깔나게,	그러나	배부르거나	질리지	않도록	소량으로	준
비한	한국음식에	초대손님들은	연방	감탄사와	찬사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서	아마존은	한글	서예가(이명옥)를	초빙하
여	손님들	모두에게	화장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다양한				

문구들	중	원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한국어	서예체로	아름답게	쓴			
예술작품을	선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자아에	눈을	뜨면	삶의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부터”(샤넬	코코)	
“화장은	예술,	그	영혼을	담은	아름다움이다.”	
“우울한	날엔	립스틱	짙게	바르기.”	
 	
은은한	화선지,	혹은	오색의	고운	한지에	한국어	서예작품을	받아	
들고	한국음식을	맛보며한국	화장품과	한국	여인들의	화장법에	진
지한	관심을	보이는	아마존	관계업자들과	초대손님들을	바라보며	
새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다.	
 	
성인이	된	이후	화장을	시작하고	화장품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나는	한국	화장품을	계속	써오며	한국화장품이	참으로	우
수하다는	걸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야말로	지금	이	상황은	요
즘	말로“대박"	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삼성전자	제품들,	한국	자동차,	조선
업,	한식,	K-	POP,	한류...	
그	뒤를	이어	바야흐로	한국화장품과	한국의	화장법이	뜬다니	얼
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을씨고!

뮌헨 한글학교 성탄 학예회
박미경

지난 2017년 12월 2일 뮌헨한글학교(구 장파라 교장, 신 박대림 교장) 는 학생, 
학부형 및 외부 손님 150여명을 모시고 제 38회 성탄 학예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번 학예회에는 멀리 프랑크프루트 주한독교육원에서 새로 부임된 최영규 교육
원장이 방문해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지난 4년간 학교를 위해 많은 봉사와 수고
를 해준 장파라 교장선생님이 마지막 임기를 다하는 날, 학교는 장파라 선생님의 
공로에 감사패를 전했다. 동안 교감으로 일해 온 박대림 선생님이 신임 교장으로 
선출되어 인사말이 있었고 새로 구성된 이사진 및 학주형회, 새 교사들이 소개 되
었다. 

또한 지난 18년간 한글학교에서 근무한 박미경 선생에게 재외동포재단(주철기 
이사장)에서는 차세대 한국어 교육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에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와 꽃다발을 선사하였다. 

유치부인 앵두반, 포도반, 초등부인 자두반, 딸기반, 사과반, 청소년반인 수박반 
성인반인 다래반,유자반, 머루반 등의 9개 반 공연이 소개되었고, 손님들은 부모
님들과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국음식 뷔페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뮌헨 한글학교는 현재 학생 수 100여명이 넘으며 지난 38년간 꾸준한 발전을 해
오며 자랑스런 한글학교 로 자리잡아왔다. 학생 학부형 교사 및 관련자들이 맘을 
합쳐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뮌헨 한인회와 이미륵 
박사 기념 사업회 등 에서는 학교를 위해 기부금을 선사해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
도 뮌헨 교민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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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와	 독도를	 알리는	 안녕	 코리아	 행사가							
7월3일	 Odensplatz,	 7월25일	 Marienplatz,	 8월15일	
Karlsplatz(Stachus)에서	열렸습니다.	

*제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제	47회	전국체육대회가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Europaplatz	에서	열렸습니
다.	

*법륜스님의	유럽방문	중	뮌헨	강연이	2017년	9월		
12일	 오후6시	 30분	 B ü rgerhaus	 in	 Gr ä felfing	
Bahnhofsplatz	1,	82166	Gräfelfing에서		있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작가” 	혜민	스님의	
독일어	출판	기념,	뮌헨	강연회가	10월	4일에	있었습
니다.	

*Duo	Fantasia의	연주회가	2017년	10월	1일	Schloss	
Nymphenburg	Johannis	Saal에서	있었습니다.	

*영화	 공범자들	 상영회가	 11월3일19시	 Eine	 Welt	
Haus에서	있었습니다.	

*독한	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미륵	상	수여식과	한국문
화행사가	11월	10일	St.Ottilien수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뮌헨	한인회	제	 38회	정기총회가	2017년	
11월	 11일	 17시Alten-und	 Service-	 Zentrum	
Fürstenried	Züricherstr.80,	81476	München	에서		
있었습니다.	

*뮌헨	한인	학생회가2017년	11월	11일			
(사)뮌헨한인회에	산하단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뮌헨	 순회영사	 업무가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Nazarethkirche에서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30일	Münchner	Künstlerhaus에서	강영
숙	소설가의“작가와의	대담”문학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뮌헨	집회가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Max-Joseph	Platz	에서	있었습니다.	

*뮌헨한글학교의	 개교	 38주년	 기념	 학예발표회가		
2017년	12월	9일	Pfarrheim	der	St.	Paulskirche에서	
있었습니다		

한인회 행사일정 및 알림장  
*한국문화와 독도 알림 행사가 2018년 1월 13일 
Marienplatz, 2월 3일과 2월 20일에 Max-Joseph 

Platz에서 아이쿠스 주최, 한인회 협찬으로 열립니다.  
주변에 계신 외국인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구정잔치가 2018년 2월 24일 그래플핑 시민

회관, Bahnhofplatz 1, 82166 Gräfelfing에서 열립니
다.  입장은 오후 5시 30분 부터이며  많은 분들이 오

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뮌헨한인회 봄소풍 예정입니다. 날

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두 번씩 발행되던 한인
회지가 2018년부터는 연간 1회로 발행될 계획입니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주최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일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한인회로 일에 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적합한 

인물을 제 때 찾지못해 일이 무산되는 경우가 더러 있

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은 어떤 일이 가능하신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일손을 구하시는 분들도 

요구사항을 밝혀주시면 한인회에서 연결시켜 드리겠

습니다.  

연락처: muenchen.haninhoe@hotmail.com 

• 서예 강습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예강습이  

 있습니다. 주소: Dachauerstr. 23/ 2OG.  
 80335 연락처: 089/93 1503 박수인 

• 뭔헨 불교 정기 법회 

 일시: 매월 셋째 일요일, 15:00 Uhr 

 장소: Evangelisches Forum,  

                Herzog-Wilhelm-Str. 24 

 전화: 089/4523 1019 

 연락처: 신순희 Soon-Hee Liebhart 

• 국악 강습 
 한국 전통무용, 사물놀이 및 모듬북 

 매주 목요일 11:00 - 15:00 시 

 장소: Pelkovenschlössl Moosacher      

                St.Martins-Platz 2 München  

 문의: 한국전통예술회 대표 쇼프 엄혜순 

 전화: 089/1473 9665 

• 뭔헨여성 합창단 

 같이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홍혜영 
 전화: 081221794150 

 장소: Stadtteilkultur 2411  

       Blodigstr.4, 3 Stock, 80933 München 

지난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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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016년	및	2017년	회비 자동	이체및	납부를	아래	계좌	번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ontoinhaber		:		Han-In-Hoe	München	e.V.		
							Han-In-Hoe	Müenchen	(verein	der	Koreaner	München)	e.V.	

Bank	:	Stadtsparkasse	München	

IBAN:	DE24	7015	0000	1003	1214	54	
BIC	:	SSKMDEMMXXX	

회원가입은	언제라도	가능하며	연회비는	가족	당	30유로	입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는	muenchen.haninhoe@hot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뮌헨	한인회보는	정회원에게	무료로	우편	배달됩니다.

주요 연락처  

뮌헨 한인회 임원단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주독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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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6-9799 4516 http://www.haninhoe-muench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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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한글학교 0151-2529 2807 http://www.kschmuc.de

임원명단 이메일 전화

쉿츠	양미화	(회장) muenchen.haninhoe@hotmail.com 0170-757	6312

박미경	(부회장) miky.park@yahoo.de 0176-7076	9760

김정수	(총무) jungsoo@daad-alumni.de 0176-8320	3421

홍명주	(서기) mj.hong.schulze@gmail.com 089-5795	0891

신재선	(웹지기) jaesonshin@gmail.com	 0176-7619	4713

김혜선	(편집) notred@hotmail.com 0176-6847	3117

한상은	(회계) marie_luise@naver.com 0160-1825	074

이상훈	(청년부) sanghun.lee@tum.de 0176-8437	0544

최정화	(감사)

조군자	(감사)

mailto:muenchen.haninhoe@hotmail.com
mailto:muenchen.haninho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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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notred@hotmail.com
mailto:marie_lui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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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muenchen.haninhoe@hotmail.com
http://deu.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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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u-frankfurt.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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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연, 리셉션, 기업 행사, 가족 모임, 다과회 등의 각종 파티와 단체 도시락 맞춤 서비스

전화: 0176-4703 6741   
홈페이지: www.munich-catering.com  
메일: info@munich-catering.com 

대표: 박아영       

뮌헨 케이터링 

  

유유미는  행복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http://www.munich-catering.com
mailto:info@munich-catering.com
http://www.munich-catering.com
mailto:info@munich-catering.com


Am Moosfeld 55, 81829 München
+49(0)89 5682 2319

ⴔ䜜㜄㉐㥐㢰䆤㙸㐐㙸㎼䒰⫼䁇

Märchenwald	Verlag	

München 

Selma-Lagerlöf-Str. 40 
81829 München 
Tel :+49(0)89 4566 5296 
Telefax: +49 (0)89 4545 9675                        
E-Mail: info@maerchenwaldverlag.de 

www.maerchenwaldverlag.de	

이미경 웰빙 스튜디오 

채질분석,	건강관리	상담		
천연	유기농	피부	미용	및	관리	자격증	소지				
Ayurveda Gesundheitszentrum München 

Naturheilpraxis Ayurveda Medizin,                    
TCM Akupunktur Heilpraktikerin 

주소: Leopoldstr. 83, 80802 München  
(U3/U6 Münchner Freiheit)  
전화: 089-45 47 00 47 

mailto:info@maerchenwaldverlag.de
http://www.maerchenwaldverlag.de
mailto:info@maerchenwaldverlag.de
http://www.maerchenwaldverlag.de


www.seoulrestaurantmunich.com

서울식당
Leopoldstr.120, 80802 München  

전화번호: 089 34 81 04  
영업	시간:12:00~14:30 / 18:00~23:00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특별대할인	
2018년

짐	46	kg	

IBAN:	DE32500502010045990272	BIC:	HELADEF1822	수취인:	Han	Reisebü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