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ATION

Culture Week on the Holocaust

홀로코스트 문화주간

The Embassy of the State of Israel, The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oetheInstitute Korea, request the honor of your presence at
the Culture Week on the Holocaust in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Day.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Date

주한독일문화원은 국제홀로코스트추모일을 기념
하기 위해 문화주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pm, 23-24 January 2018
2018년 1월 23일-24일 오후7시

Venue

Goethe-Institute Korea (map attached)
주한독일문화원 (약도 별첨)

23/
7pm – 9pm

Lecture
강연

24/
7pm – 9pm

Digital Concert
디지털 콘서트

The Who of the Holocaust
Ms. Stephanie McMahon-Kaye, Yad Vashem
History tells a story. In this case the story is that
of the murder of six million Jewish people
during WWII. This lecture will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the Holocaust?
and then look at the groups: Jews, perpetrators,
and bystanders who are part of the story. Using
individual stories, we will look at the history
through the eyes of the individual.

The Who of the Holocaust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전문가 스테파니 맥마혼-케이
역사에는 이야기가 있다. 2차세계대전기간 동안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이야기도 있다. 본
강연은 홀로코스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사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역사의
일부였던 유대인들, 가해자들, 방관자들을 개인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Language: English with Korean translation

언어: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 제공

Violins of Hope
Digital concert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희망의 바이올린

A special concert for a special occasion: In
January 2015,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Auschwitz, musicians of the
Berliner Philharmoniker played on violins which
had once belonged to victims of the Holocaust.
This project was made possible by the Israeli
violin maker Amnon Weinstein who has
collected and restored these instruments over
many years.

2015년 1월,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 기념으로 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디지털 콘서트

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바
이올린으로 특별한 연주를 선보였다. 본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바이올린 제작자 암논 바인슈타인이 수
년 동안 수집하고 복원한 악기로 가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