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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Greetings to all,
Long awaited spring has sprung sooner
than usual this year, and it seems that
hearts are pounding with joy. And a new
feeling of a burst of energy is felt; it was
long lost during the cold winter.

여성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A beautiful home town memory of
azaleas and forsythia,
May you all enjoy the beautiful spring.
KAWAMN News

오랫동안 기다렸던 봄이 올해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날씨에 잃었던 기운이 다시
솟아나는것 같습니다
고향의 활짝 핀 진달래와 개나리가 그리운
계절,
회원 여러분들 아름다운 봄 날씨 듬뿍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성회 소식

March Meeting Information
Date: March 26 (Saturday)
Time: 12:00 PM
Place: Yun Huffman’s residence
Address: 12717 Heather St NW Coon Rapids,
MN 55448
Tel: 763-862-8456

3 월 회의 안내
날짜: 3 월 26 일(토요일)
시간: 오후 12 시
회의 장소: 이윤자 회원님 댁
주소: 12717 Heather St. N.W. Coon Rapids, MN
55448
전화번호: 763-862-8456

Mrs. Huffman is going to move to Bloomington,
and she would like to down size her belongings.

이윤자 회원님께서 Bloomington 으로 이사를
하시는데 가구와 집안 살림을 정리하신답니다.

Please come to the meeting and have a chance to
shop for the beautiful furniture and household
item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don’t forget to bring a dish to share. Thank
you all in advance.

February Meeting Minutes:
KAWAMN has had trouble finding a qualified
president year after year. This is due to the
burden of dedicating their time for the KAWA
organization for one or more years. In order to
encourage new KAWA members to serve as a
president, the members should support the new
president as much as we possibly can so she can
carry her responsibilities and enjoy her service.
Therefore, the suggestion to change the term of
the officers starting in March instead of
September.
* Disadvantages of term beginning in
September
When the new president’s term starts in
September, the newly elected president has not
enough time to learn the new responsibilities and
much needed time to get to know the KAWA and
executive members before she has to take on the
biggest challenge of her term which is planning
for the KAWA Annual Holiday Party.
This can bring enormous stress on the newly
elected president.

* Benefits of term beginning in March
February and March is a quiet time for the
organization without special events therefore it is
a great time for transition. The new president will
have the time and opportunities to associate and
build new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s. And,
she would have plenty of time to learn new
responsibilities and slowly adjust in to her new
role. Please think about these suggestions
seriously and attend the March meeting to cast
your vote.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모임에 참석하시고
좋은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한가지씩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월 회의 보고
한미 여성회가 해마다 자격있는 새로운 회장
선출에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새 회장의 임기가 1 년-2 년동안
여성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니 만큼
심사숙고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의 임무는 새 회장님의 일을 최대한
수월하게 처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우리
회원들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여성회 회장 임기 시작을 9 월에서 3 월로
옮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9 월 임기 시작의 단점
새로 인계 받은 회장이 9 월에 임기를 시작
하면 새로 주어진 중요한 책임들을 배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회장이 임기를 받으면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들과사귈 시간이 필요하고 여성회를
이끌어나 갈 다양한 임무를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 월에 임기를 받으면
아무 준비도없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연말
파티를 준비해야하니 새로 인계받은 회장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것 같습니다.
*3 월 임기 시작의 장점
2 월과 3 월은 여성회에 큰 이밴트가 없는
조용한 시간이어서 새로 인계받은 회장님과
회원들이 이 시간에 서로 사귀며 배워야 할
임무에 적응할수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생각해 보시고 3 월 모임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ken of Appreciation


Sincere thanks to the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 HyeonSuk Han, for providing the meeting place
and lunch at the Chinese restaurant.



Eunnie Mo: Membership Fee $50
Dawn Tomlinson: Donation $100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s to the
organization.

March Meeting Agenda


Cast vote for changing the term of
Office beginning March 1 instead of
September.

The dates of Minnehaha Korean Culture
Camp was changed to July 13 – July 23.
KAWA will Need volunteers on Friday
July 22nd and Saturday the 23rd. Please
remember and mark your calendar to serve.
Detailed volunteer opportunity information
will follow in the next few months.

Due to the change of Minnehaha
Culture Camp dates, the dates of our
annual family picnic have also changed to
July 9th (Saturday).
July 13 is not
available to reserve. This is a special time
for the KAWA members and their
families to get together and celebrate with
food and games.
Please mark the date on your calendar.

Community News


Korean baseball player, Byung-ho Park
has signed with the Minnesota Twins
baseball team this year. As a Korean
community, we are very proud of him.
In Minnesota, the first game Mr. Park is
scheduled to play was confirmed for Monday
April 18th at 7:10 pm.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or the detailed
ticket sales and additional information.
Let’s encourage friends and family to join us to

감사 말씀


2 월 모임 장소와 점심을 제공하신
한인회 한현숙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회비 50 불 내주신 윤이 모일란트
그리고 100 불 도내션 하신 단 탐린슨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3 월 2016 회의 의제


새 회장 임기 의견 투표(임기를
9 월에서 3 월 시작으로 변경)



미네하하 한국 컬츄얼 캠프가 올해는
7 월 18 일-23 일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봉사자가 7 월 22 일(금요일) 과
23 일(토요일)에 필요하니 봉사 날짜를
기억해 참석 하시기를 바랍니다.



컬츄얼 캠프 날짜 변경으로 인하여
2016 여성회 피크닉 날짜가 7 월 9 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성회 피크닉은
해마다 회원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게임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니 7 월 9 일 꼭
피크닉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사회 소식


2016 년도에 대한민국 박병호 야구
선수가 미네소타 트윈스 야구팀에
가입하셨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미네소타 첫 게임 출전이 4 월 18 일 월요일
오후 7:10 분 경기로 확정되었답니다.
트윈스측에서 이날 박병호 선수 응원단
전용석을 지정하여 티켓세일 정보를
한인회 회장님께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티켓접수 정보는 attachment 로 보내드리니

cheer on the first Twins Korean baseball prayer,
Byung-ho Park.


2016 KAWAUSA Leadership
Conference will be held from April 29th
through May 1st.

참조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게임에
참석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병호
선수를 위하여 응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 KAWA USA 리덜쉽
컨퍼런스가 4 월 29 일(금요일)-5 월
1 일(일요일) 에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attachment 로 보내드립니다.

Please see attachment for detailed information.

M iscellaneous

기타 사항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on
www.kawamn.org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e are on social media!

Facebook 그리고 Twitter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서로 나누고 즐겁게 친목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미네소타 한미여성회는 여러분들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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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