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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How are you all!

인사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summer is

여성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름이 어느새 다

getting close to an end already. Wow,
what a busy summer it has been. I hope

지나가고 있군요. 아름다운 꽃들과 화창한
날씨 즐기며 즐거운 여름 보내시고 계시기를

you are enjoying this wonderful summer. 바랍니다.
KAWAMN News
 Donation of a $3,000 check was
present to Mrs. Han, President of

여성회 소식


6 월 여성회 모임에서 삼천불 후원금을
미네소타 한인회 회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KAAM (Korean American

감사의 이메일들 보내오셨습니다.

Association of Minnesota) at the

올 7 월 여성회는 아주 바쁜

June meeting.

달이었습니다.

 KAWAMN Family Picnic was on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씨에
많은 회원과 회원 가족 그리고
친구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하루를

held on July 9, 2016, and a large
number of members, families and

보냈습니다.

friends were able to join us. It was
a beautiful day and a great picnic!


Minnehaha Korean Culture

여성회 피크닉이 7 월 9 일에



미네하하 한국 문화 캠프 자금 모음
운동이 7 월 22-23 에 있었습니다. 이런
큰 자금 모움 운동에는 봉사자 모집이
가장 큰 걱정인데 주 예수님에

Camp July 22-23, 2016.

도움으로 40 명이 넘는 많은 봉사자가
오셔서 책임 맡은 일을 무사히 마칠수

We completed this event
successfully with help from over 40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수입은 한

volunteers. Thank you to all of our

2 천불이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 월

wonderful volunteers!

모임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our hard work is greatly appreciated!
 Announcement of the new officer:
Eunnie Mohrlant agreed to serve a
new term as a Vice President.
Thanks to Jin Hee Darmer for her service
for KAWA past year.
Welcome, Eunnie Mohrlant!



새 임기 부회장님 소개 해 드립니다.
으니 몰랜트 회원님이 부회장 직책을
맡으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성회를 위해 봉사하여주신 전 부회장
진희 Darmer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부회장 으니 몰랜트 환영합니다.

August Meeting Information
Date: Saturday, August 27, 2016
Time: 12 PM
Place: Kings Restaurant

8 월 모임은 킹스 음식점(한국
음식점)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Myong Cha Prescott 회원님께서 여성회

회원들을 대접하신다니 진심으로

Host by Myong Cha Prescott
Address: 1051 Moore Lake Drive East
Minneapolis, MN 55432
Token of Appreciation

 Thank you all who contributed
membership fee, board
membership, and donation.
Membership and board membership Fee
$100: Yun Huffman, Yunna Christianson
and Grace Vigilante.

감사드립니다.

감사 말씀
아래 회비, 이사비, 찬조금을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비/이사비 $100 명단: 이윤자, 윤유나,
김은혜
회비 $50 명단: 이규옥, 수잔유($40), 희순
에릭슨(Ellecson), 명자 푸래스캇(Prescott),

Membership Fee $50: Kyu Ok Manthe,

찬조금 명단: 명자 푸래스캇(Prescott) $300

Susan Yoo ($40), Sunny Elletson, Secha

한현숙 한인회 회장님 $40

Davis and Myong Cha Prescott.
Donation: Myong Cha Prescott $300 and
Hyun Sook Han $40.

August 2016 Meeting Agenda

8 월 회의 의제
 피크닉 그리고 미네하하 한국 문화
캠프 재무 보고

 Financial Report for KAWAMN
Family Picnic and
Minnehaha Korean Culture Camp
Community News
 Korean Annual Athletic Event
Date: September 17, 2016,
Saturday from 8:30 AM-6 PM.

공동사회 소식


한인 경기 체육대회
날짜: 9 월 17 일 토요일
시간: 오전 8:30- 오후 6 시
장소: Coon Rapids Soccer

Complex, Coon Rapids, MN

Place: Coon Rapids Soccer

55443

Complex, Coon Rapids, MN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5443


날짜: 10 월 17-20 일 2016

 World KIMWA Conference
Date: October 17-20, 2016

월드킴와 세계대회 참가신청서-

Last day of the registration is on
August 31, 2016.
If

you

are

interested,

세계 국제결혼 여성대회 안내

please

contact Grace Vigilante.

마지막 접수날짜가
8 월 31 일 (수) 이라는 열락을 받았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김은혜
이사장님께 연락 주십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12-237-2279

Phone # 612-237-2279

월드킴와로부터 보내온 이메일 정보
Please see attached e-mail for 보내드립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Thank you.
기타 사항

miscellaneous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on
www.kawamn.org
We are on social media!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그리고 Twitter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서로 나누고 즐겁게 친목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미네소타 한미여성회는 여러분들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Minnesota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has been operating with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Please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회비 ($50) / 이사비 ($50) / 찬조금/ 인적사항
Membership / Board Membership / Donation / Personal Information
회비: $

이사회비: $

비고(Remarks)

찬조금 (Donation): $
합계 (Total): $
Name (한글이름)

주소
(Address)

Name (English)

Street
City

연락처
(Contact)

State

Zip

E-Mail:
Phone:

Check 납부시 - make your check payable to KAWAMN
Send to:
KAWAMN
c/o Mehee Coolidge
9108 Douglas Dr. Eden Prairie, MN 55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