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내

재독한국여성모임 2012년
2012년 총회와 봄세미나

Mit dem Flugzeug:
• Vom Flughafen München
M nchen mit der SS-Bahn (S1) bis zur Haltestelle
München
nchennchen-Laim und von dort in die SS-Bahn(S4)
Bahn(S4) Richtung
Geltendorf. Zu Fuß
Fu 20 Min. bis zum Ziel
Mit der Bahn:
• Mit der Bahn von Norden u. Süden:
S den: Bahnhof St. Ottilien an der
Bahnlinie AugsburgAugsburg-Weilheim. Taktverkehr nach Weilheim, alle
Züge
ge halten in St. Ottilien.
• Mit der Bahn von Osten und Westen: Bahnhof Geltendorf auf der
Bahnlinie München
M nchennchen-Buchloe.
Mit dem Auto:
• Von Osten her kommend: A96 Richtung Lindau - Ausfahrt 28
WINDACH,
WINDACH, Richtung Eresing / St. Ottilien. Die Abzweigung nach
St. Ottilien liegt zwischen Eresing und Geltendorf.
• Von Westen kommend: A96 Richtung München
M nchen - Ausfahrt 27
SCHÖFFELDING
SCH FFELDING - nach Eresing - Richtung Geltendorf bis zur
Abzweigung nach St. Ottilien.

날짜:
날짜:
장소:
장소:

2012
2012년 4월20일
20일-22일
22일
Kloster St. Ottilien Erzabtei
St. Ottilien 10
86941 St, Ottilien/Eresing
전화:
전화: 0819308193-7171-600
주최:
주최: 재독 한국여성모임
Hompage: www.koreanischewww.koreanische-frauengruppe.de
연락처(
연락처(안차조:anchajo@hotmail.com,
안차조:anchajo@hotmail.com, Tel.
Tel.: 030030-6024119
유정숙:yoo
유정숙:yoo@lengler.eu
:yoo@lengler.eu,
@lengler.eu, Tel.:030Tel.:030-61107109 )

숙식비:
숙식비: Einbettzimmer m. Vollpension 45/p. Tag,
Zweibettzimmer 41€/p.
41 /p. Tag

<초대의 글>

<세미나 일정표>
일정표>

사랑하는 여성모임 회원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

4월 20일
20일 금요일
저녁식사:
18: 00저녁식사:
0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봄이 싣고 오는 설레임 속에는 회원님들과
회원님들과 친구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세미나를 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상상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교를
불교를 주제로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불교는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을
까요?
까요?
불교는 인도에 기원을 두고 삼국 시대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통일 신라 시대에는 찬란한 불교문화 꽃을 피워 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고,
남겼고,
고려 시대에는 국교로 선정되어 팔만대장경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조 오백년
동안에 불교는 배불 정책으로 수난을 겪었고,
겪었고, 그 수난은 일제 강점기에
불교의 일본화라는 또 다른 수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교의 역사적 배경에 그치지 않고,
않고,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미나에서는 영공 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불교의 교주 고오타마
석가모니가 인류에게 보내는 메세지는 무엇이며,
무엇이며, 그것을 공부하는 한국
스님들,
스님들, 즉 한국 불교의 발자취와 오늘,
오늘, 불교의 수행 방법 그리고 불교 속의
여성상 등에 대하여 공부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오전에는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총회가 있으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친구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구합니다.
만나는 기쁨,
기쁨, 공부하는 기쁨,
기쁨, 토론하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2012년
2012년 봄 세미나에 초대 합니다.
합니다.
2012년
2012년 3월 15일
15일 총무단 일동

20:0020:00- :

-참가자들 서로 사귀기
-시사,
시사, 광고
-토요일 행사진행 준비
4월 21일
21일 토요일 오전
08:0008:00-09:00:
09:00: 아침식사
09:309:30-10:
10:30: 1.불교의
1.불교의 역사 1: “부처님은 누구신
가?“ 10분
10분 질의응답,
질의응답, 10분
10분 휴식
10:5010:50-11:50:
11:50: 2.불교의
2.불교의 역사 II: 대승/
대승/소승/
소승/불교의
종파,
종파, 10분
10분 질의 응답
12:20점심식사,
12:20-14:00:
14:00:
점심식사, 휴식
4월 21일
21일 토요일 오후
14:0014:00-14:50:
14:50: 3.불교의
3.불교의 계율과 불교내에서의
여성스님들의 위치
10분
10분 질의응답
15:00커피
15:00-15:30:
15:30:
15:3015:30-16:30: 4.부처님의
4.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가르침이란?(기초교리
?(기초교리)
기초교리)
10분
10분 질의 응답,
응답, 10분
10분 휴식
16:5016:50-17:50:
17:50: 5.불교 수행법들:
수행법들: 명상의 실수
10분
10분 질의 응답,108
응답,108배
,108배, 명상 실습?
실습?
18:00:
저녁식사 준비,
18:00준비, 회갑잔치
4월22일
22일 일요일,
일요일, 여성모임 제 34회
34회 총회
08:008:00-09:00:
09:00: 아침식사
09:309:30-10:10:
10:10: 총무단보고,
총무단보고, 회계보고
10:
10:10-11:30:
30: 총무단 새임원 선출(
선출(회계 재외)
재외)
10분
10분 휴식
11:40: 사업계획:
11:40사업계획:세미나,
세미나, 여행,
여행, 여성모임
책 출판 건, 기타
12:20: 점식식사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