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미 네 소 타
NEWSLETTER

한 미 여 성 회

www.kawamn.org

January, 2014

Greetings

인사 말씀

2014 is year of Wooden Horse. As you aware of all
symbols of Zodiac repeats every 12 years and the horse
represents (Water, Fire, Earth, Metal and Wood) five kind
of natural materials. This year’s horse represents woods.
That means Chinese ancestors were valued horse highly
and it was necessity transportation tool for us. Horse is
very passionate creature that connected to fire. To make
strong flame wood can help fire burn. Horse is speedy,
intelligent, pursuit of success and very good at social with
people. Members, weren’t you been busy during holiday
season? It seems this year’s winter is very cold. As the
year ends we all have regrets and have a new hope as we
greet the New Year. I pray for you all to achieve your
new plan, goal, and dreams you have in this year.

2014 년은 갑오년(甲午年) 청마 (靑馬) 의 해라고 합니다.

KAWA NEWS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띠가 12 해 마다 반복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은 다섯가지의 자연물( 물, 불, 땅, 금속,
나무) 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옧해는 나무를 상징하는 말 해라
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중국인들이 말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교통수단 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불처럼 정열적 이므로 그 불을 활활 잘 타오르게 하는데는
나무가 아주 적격 이지요.

말은 영리하고 민첩하며, 진취적이고

사람과 교감을 잘 하는 동물이지요.
회원여러분 연말 연시 바쁜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요. 옧해는
유난히도 추욲것 같습니다.

항상 한해를 보내면 후회가 있고,

새해를 맞으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한 해 계획과 목표 그리고
꿈을 성취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도 드림니다.

여성회 소식

12 월 7 일 송년잔치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싞 여러분

We had a wonderful Holiday Party in December 7. We
appreciate our members and board members who donated
gifts and organized for this event. Specially, performance
provided from our community group made much festive.
Greetings from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Han
Hyun-Sook, Beatuful choir songs - Korean Women’s
Choir, Uplifting Christmas Carol -Yeong ae Oien’s
Trinity Singing Group, Holly-Jang mi Dance Group, Levi
Spaid’s Flute solo- Korean Adoptee Ministry. Gui-Oak
Manthe from North Dakota, who visited KAWA Meeting
in November became our member was performed Opera
Solo. Tasty Korean Buffet was provided at affordable
price by Holiday Inn. Thank you. We all had gre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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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물을 준비해 주싞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옧해는 여러 한인 단체들의 특별 공연으로 더욱
흥겨욲 시간이였습니다.
한현숙 한인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미네소타 한인 여성 합창단의
아름다욲 노래, 영애 오인 이사님의 선처로

Trinity singing

group 의 싞나는크리스마스케롤, 장미무용단/코리앆 헤리테지
하우스의 무용단원, 미네소타 입양 선교회 Levi Spaid 플릇
연주., 그리고 멀리 노스 다코타주에 살고 계시는 귀옥 Manthe
씨께서는 지난 11 월 우리 여성회 모임을 방문오셔서 우리
회원이 되어 주셨고 또 아름다욲 성악 솔로까지 해 주셨습니다.
모든분들의 수고로 우리의 파티는 정말 흥겹고 싞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식 부패를 준비해주싞

Holiday Inn

허원회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림니다.

Members News

회원소식

1. Sue Jin Kruger from Alexandria received God’s
calling and passed away on December 19. Kuncha
Johnson attended the funeral in Alexandria with a few of
our members and bible study group members. It was the
day of before Christmas Eve made hectic of everyone’s
schedule in addition, the weather was treacherous made
to difficult road trip but they made safe trip back home
with God’s help. We pray for Rest in Peace.
2. KAWA Former President, Yujin Paker’s sister, Mija
has Brain Cancer. Last email sent out for this news at
that time, the health insurance company denied her
treatment approval claim. Mija’s condition is not the
same like any other cancer patients. Her condition is
very unique and it requires The Proton Beam Radiation
Treatment which it was newly introduced. This
situation made too difficult for Mija and the family.
Endless family members appeal efforts finally, the
health insurance company approved for her treatment.
Please everyone, pray for her speedy recovery.

1. Alexandria 에 사시던 Sue Jin Kruger 씨께서 12 월
19 일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군자

Community News

한인 사회 소식

쟌슨씨께서는 우리 여성회 회원님들과 성경 공부 그룹 단원들과
함께 12 월 23 일 장례식이 있었던 Alexandria 에 까지 다녀
오셨습니다. 크리스트마스 이브 젂이라 무척 바쁘싞 와중인데
날씨까지도 좋지않아 아주 힘든 길이었지만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잘 다녀 오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우리 여성회의 젂회장이셨던 유진 파커씨의 동생, 미자씨께서
두뇌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소식을 이메일로
보냈을때에만 해도 보험회사에서 치료 혜택을 거부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증상은 여느 암 치료의 방법을 취할수 없는 아주
독특한 증상이라 새로이 소개된

The Proton Beam Radiation

Treatment 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특별 치료를 의료 보험회사

에서 혜택을 주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가족들의 끈질긴
항소 노력에 의료보험 회사에서 그 혜택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이분께서 하루속히 완쾌 될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st November in KAWA newsletter, we informed
about the Affordable Care Act (Obama Care). This care
act caused many misunderstanding among our people.
If you need this Obama Care Policy and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it, I would like to know. We may
look into open a work-shop with Korean Association.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contact me at: 612-237-2279

지난

11 월 KAWA MN Newslettler 에 옧려드린 오바마
케어 (Obama Care)에 이어 젂 국민 의료 보험 (일명
오바마케어) 제도가 동포들 사이에서 도 많은 혼띾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바마 케어가
필요하싞 분이 있으싞지 알고 싶습니다. 한인회와 힘을 합해서
워크-샵을 할까 합니다. 필요하싞분들은 김은혜 회장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람니다.

Phone: 612-237-2279

Meeting Information

모임 안내

January meeting will be at King Restaurant in Fridley.
We expect many of you to come to the meeting.

1 월달 여성회 모임은 Fridley 에 있는 킹 한국식당에서 하기로

Date: Saturday, January 25 Time: 12 P.M.
Place: King’s Korean Restaurant
Location: 1051 East Moore Lake Rd
Fridley, MN 55431
Phone: 763-571-7256

Date: Saturday, January 25 Time: 12 P.M.
Place: King’s Korean Restaurant
Location: 1051 East Moore Lake Rd
Fridley, MN 55431
Phone: 763-571-7256

We are looking for up-coming months KAWA Meeting
place. If you are interested in providing the meeting
place, please contact President Grace: 612-237-2279

앞으로 다가오는 달의 여성회 모임 장소를 물색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제공에 협조하고 싶으싞 분은 김 은혜 회장님께 연락 주세요.

Phone: 612-237-2279

Treasurer’s Report

재무 보고

KAWA Holiday Party Expense Report, collected
membership & Board Membership fees and overall
KAWA Financial Report is on page 3 & 4.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Toso Smith: 651-308-7290

우리 여성회의 송년 파티 경비 보고와 들어옦 이사비, 회비 보고,
그리고 젂체적인 여성회 경비 보고가 이 소식지의 3 면과 4 면에
실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싞 사항은 재무 도서 스미스 씨께 연락
드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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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651-30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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