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을 둘러싼 Q&A





A1.
회원이 된다는 것은 민우회에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비납부와 더불어 민우회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와 연대를
하는 것인데요.

넓게는 여성주의 관점으로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민우회원이되는 것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A2.
민우회내 다양한 회원 소모임 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고, 정기총회, 각종 강연, 
소소한 실천으로 함께하는 민우액션, 
나눔 바자회, 수다회, 오픈소모임 등
다양한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답니다. 

우선은
2개월에한번씩열리는
신입회원만남의날에참여해보세요!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고자 한다면
민우회의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답니다.





A3.
(황급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우회를유지시키는 것은
이곳을 오고 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며, 변화와 희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민우회의 유지와 지속에는 재정적 안정성이
필요하며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안정성의
가장 큰 토대입니다.





A4.
민우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대문짝만하게
써진 것이 있는데요. ‘당신의 목소리가, 
삶이 곧 운동이 되는 곳’입니다. 

민우회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를
운동의 의제로 만들고,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고통에 연대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책을 몇 권 읽은 것과 무관하게
함께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잘 몰랐던 것은 함께 경험하며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시면
이미 충분합니다.







A6.
총회를 통해 한해활동내용과 예산을
결정하게되면 그에 맞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캠페인이나 강좌기획, 소책자 제작 등의
활동으로 만들어 가게 된답니다. 

홈페이지를 통에 분기별 결산서를
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A7.
당연히 가능합니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성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이라는 인간을 구분하는
압도적인 기준을 깨려고 하는 의지에
성별은 없습니다.





A8.
여성주의는 성별과 더불어 계급, 인종, 
성적지향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고 약자의 관점과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세계관입니다.

페미니즘은 약자의 정체성으로 사회에
대항하려는 모든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우회는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A9.
민우회의최근활동들이궁금하신분들을위해! 
홈페이지 <민우액션> 코너를참고해주세요.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

15분만투자하시면최근흐름들을
찬찬히살펴볼수있습니다. 

민우회와의만남, 지금부터시작이에요!

문의와의문이있을땐언제나_회원팀
02-737-5763, friend87@womenlink.or.kr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