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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KAWAMN Members,

여성회 회원님들께 인사 나눕니다.

I hope you all had a wonderful
Valentine’s Day!
How beautiful and joyful it is to be able
to share our Love with others.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boast.
Love is not proud.
Love is not rude.
Love is not selfish.
Love is not easily angered.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Love rejoices in truth.
Love always protects.
Love always trusts.
Love always hopes.
Love always perseveres.
Love never fails.

Valentine’s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분들과
즐거운시간 보냈으리라 믿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일 인지 새삼 느껴 봅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에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January Meeting Minutes:


KAWA will form the committee
for the Academy Culture Camp and
Annual Holiday Party this year.
 KAWA members agreed to try to
reserve the dates for the Family
Picnic on July 23(Saturday) and
Annual Holiday Party on
December 10 th(Saturday).
 Quarterly Financial Report and
Annual Holiday Party results by
the Treasurer Yugin Parker.
 With help from the KAWA
members, we were able to finish
our Holiday Party in positive
numbers.
If you would like to get a detailed
financial report, please contact me.

1 월 회의 보고
여성회 미네하하 아카데미 코리안



컬츄얼 캠프 그리고 연말 파티를
이끌어갈
커미티를구성하기로하였읍니다.
여성회 피크닉 날짜를 7 월 23 일



토요일 그리고 연말 파티를 12 월
10 일 토요일로 예약 하기로
하였읍니다.
재무 보고- 회원 여러분에 도움으로



이번 연말 파티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읍니다. 자세한 보고를
요청하시는 분은 회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the KAWA members and the guests
who attended the Annual Holiday Party,
we received a sincere apology email and
a refund of $650 from Holiday Inn in
regards to the noise from the joined party
room.

*연말 파티에 참석하신 여성회 회원 여러분과

Token of Appreciation

감사 말씀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Yon
Quinlan for opening her beautiful
home and preparing delicious food
for the 22 attended KAWA
members for the January meeting.
Thank you!
 Thanks to Myong Dusbabek for the
membership fee of $50 and the
donation of $50.

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Holiday Inn 으로 부터 연말 파티에 관한
환불금 650 불과 진실한 사과의 편지를
보내주셨읍니다.

 1 월달 모임 자리와 회원 22 분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신
연희 회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회비 50 불 과 찬조금 50 불을 보내 주신
마영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미 무용단 연간 공연날 음식을
준비하여주신 김은혜, 미경 Walther,

 Thank you for the volunteers at the
Jang-Mi Dance Performance and
Korean Lunch. Grace Vigilante,
Mikyong Walther, Suk Hui
Johnson, Mehee Coolidge, Sunna
Kown, Toso Smith, Kimberly
Evenmo, Kim’s daughter, Annie.


February 2016 Meeting Agenda

숙희 Johnson, 미희 Coolidge, 권선아,
도서 Smith, 김경애 그리고 경애 회원님
따님, 애니 께도 진심 감사드립니다.

2 월 회의 의제


공동 사회 봉사



여성회 2 월 모임 은 한인회 한현숙

 Community volunteers

회장님이 장소와 음식을 제공해

 February KAWA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KAAM President,
Hyun Sook Han.

주시기로 하셨읍니다.

*Please note time and location for the
meeting.
Date: 2/27/16 Saturday
Meeting Plac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3300 Country Rd. 10 Suite 208

*모임 시간과 장소 자세히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 월 27 일, 토요일
모임 장소:미네소타 한인회 오피스
3300 Country Rd. 10 Suite 208
Brooklyn Center, MN 55429

Brooklyn Center, MN 55429.

점심 시간: 오전 11 – 오후 12 시

Lunch Time: 11 AM- 12 Noon

모임 시간: 오후 12 시 15 분-

Meeting: 12:15 PM-

여성회 모임은 Ocean Buffet 에서

We will eat lunch first at the Ocean
Buffet Chinese Restaurant. After lunch,
we will drive to the KAAM office to hold
the KAWA meeting. It’s 4 minutes’ drive
from the restaurant to KAAM office.
Ocean Buffet
5108 Shingle Creek Pkwy,
Minneapolis, MN 55430.
The member’s lunch will be paid by
President Han.
Please note that we will leave the
Restaurant at 12 Noon.

점심식사 후에 한인회 오피스에서
있겠읍니다. 음식점에서 오피스까지는
4 분 거리입니다.

Ocean Buffet
5108 Shingle Creek Pkwy
Minneapolis, MN 55430
회원 여러분의 점심 식사는 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대접 하신다고 하셧읍니다.
음식점에서 12 시에 떠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AWA USA News

미주 한미 총 연합회 소식

2016 KAWA USA Meeting

2016 KAWA USA 총회

Place: San Antonio, Texas

장소: San Antonio, Texas

Date: 4/29/16-5/1/16

날짜: 4 월 29 일 - 5 월 1 일

Contact information:
Chairperson: Helen Jang

연락처:

hc.helenchang@hotmail.com
1-713-385-5575

Co- Chairperson: Sun Young Owens
syowens5@gmail.com
210-883-4992

Co-Chairperson, Sun Young Owens is
planning to visit Minnesota during Feb
18-22 from Texas.
I hope the KAWA member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meet and greet her.
Community News
-Introduction from the AK Connection
The AK (adopted-Korean) Connection
has been serving adult Korean adoptees
in the twin cities for the past 15 years.
We serve as a resource by providing
educational, informational, and social
events, once a month, in effort to create a
supportive community for Korean
adoptees and their families.
We are similar to kawa in the sense of
providing a social network and
promoting Korean culture to our
members. Our admiration for your
organization is unwavering- we are
looking forward to building a strong
relationship with kawa to benefit our
members of today, and the future
tomorrow.

준비위원장: 헬렌장
hc.helenchang@hotmail.com
1-713-385-5575
부준비위원장: 윤선영
syowens5@gmail.com
210-883-4992
텍사스에 사시는 윤선영 위원장께서 이번 2 월
18- 2 월 22 일 까지 미네소타를 방문을
하신다니 만나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 사회 소식
AK (adopted-Korean) Connection 입양아
단체에서 우리 여성회에 열락이 왔었읍니다.
우리 여성회 여러분들이 이 입양아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갇아서 AK Connection 소개
편지를 부탁 했읍니다. 받은 편지 참고로 동봉
하였읍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우정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2/20)에 AK
Connection 입양아 들이 모여 한국 설날 행사를
하는데 한국 음식을 선호하여 저희 여성회
회원 몇분이 만두 떡국 하고 김치 전을 만들어

Thank you!
-Chelsie Sham, AK Connection Secretary
612-210-3668
chelsie@akconnection.com

주시기로 하였읍니다.

지난 2 월 13 일 쌍둥이 입양녀가 한국에서
오신 친 부모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여 통역을 여성회에서 도와 드렸읍니다.

Looking forward to building our
friendship with the AK Connection
members in the future!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친 부모님을 뵙고 저도
가슴이 뿌듯하였읍니다.

부고

Obituary
-Susan

Yoo’s farther-In-Law passed
away in January.
We wish that he rests in peace with God.
-Chun Hee VanZandt’s mother-In-Law
th

passed away on February 7 and had a
funeral on February 11th.
We wish that she rests in peace with God.
We are sorry for the loss of family
members. Our prayers and thoughts are
with Susan and Chun Hee’s entire family.

-수잔 유 회원 시아버님께서 1 월 말에 갑자기
별세 하셨습니다.
-신춘희 회원님의 시어머님 께서 2 월 7 일에
별세하여 2 월 11 일 장례식을 치루셨읍니다.
고인의 가족들께 위로와 평안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 드리며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기타 사항
Miscellaneous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on
www.kawamn.org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Facebook: KAW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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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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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