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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Hello KAWA members!
Keep your health from the cold snap.

여성 회원 여러분 안녕 하셨어요. 아직도 쌀쌀한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pring has come but just barely. While we are wondering
when Spring will come to us in full swing. Summer will
suddenly be just around the corner….Enjoy the short Spring
while you can!

언제나 봄이 오려나 하고 학수고대 하면 어느새 성큼
다가서는 여름…짧은 봄이겠지만 마음껏 만끽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 소식

KAWAMN News
MAY Meeting:
Date: Saturday, May 28, 2016
Time: 3 PM (check In is at 3 PM)
Place: Holiday Inn St. Paul East
Address: 2201 Burns Ave., St. Paul, 55119

We received a FREE Gift certificate from
Holiday INN Hotel after the last Holiday Party.
The members voted to hold a May meeting at the
hotel.
We will not have a full meal. Please bring
appetizers, snacks, fruits, drinks to share. Thank
you!

이번 5 월 여성회 모임은 오는 5/28/16 3 시에 Holiday
Inn 에서 진행 하기로 하였읍니다 .
장소: Holiday Inn St Paul East
주소:2201 Burns Ave, St Paul 55119
전 연말 파티에 Holiday Inn 에서 free gift 로 보내준
티켓이며 여성회 멤버들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이곳에서 오월 미팅을 진행 하기로 했읍니다.
장소 관계로 full meal 은 힘들겠지만 에피타이저 나
스넥, 과일, 치킨 윙, 파전, 와인, 음료수등등을 갖고
오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멋진 비키니 수영복도 갖고 오셔도 되니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April Meeting Minutes:

4 월 회의 보고

*Important Dates to Remember

*중요한 일짜:



2016 KAWA Family Picnic



2016 KAWA Family Picnic 은 7 월 9 일
토요일에 Rosland Park 에서 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오셔서 BBQ 와 맛

있는 음식을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July 9th (Saturday)
Location: Rosland Park

4300 W. 66th Street,
Edina, MN 55435

4300 W. 66th Street.
Edina, MN 55435

시간: 12 시

Time:12 Noon


Minnehaha Korean Culture Camp-

7/22(Friday)-7/23(Saturday)
We will need about 50 volunteers over 2 days.
Please reserve the date to volunteer. We will
have to work together as a team for this
fundraiser. Thank you.


2016 KAWA Annual Year-End Holiday
Party
December 10 (Saturday)

Token of Appreciation



New membership fee $40-Kellie Erickson
Welcome to KAWAMN, Kellie!

미네하하 코리안 컬츄얼 캠프는
7 월 22 일 금요일 과 7 월 23 일 토요일 입니다.
한 50 명 정도의 봉사자가 이틀 동안 필요
하오니 꼭 참석하여 KAWA 의 팀 단합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KAWA Annual Year-End Holiday Party 는
December 10, 토요일 예정입니다.

감사 말씀


새로 KAWA 에 join 하신 Kellie Erickson 씨
환영합니다. 가입비 40 불 내셨읍니다.



4 월 미팅은 Yugin Parker 씨께서 장소와 맛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6 금요일 과 5/7 토요일에 KAWA
회원님들 께서 국제 민속제전에 봉사자로
참석하여 주셔서 한인회를 많이 도와
주셨읍니다. 봉사자님들의 명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Host April meeting: Yugin Parker

Thank you for hosting our April meeting and
providing a delicious lunch for the members.




Express sincere appreciation to the
KAWA members for volunteering at the
National Food Festival Nation last Friday
(5/6/) and Saturday (5/7).
Myong Dusbabek and Myong’s sister,
Lisa Lee, Jin Hee Darmer, Mikyong
Walter, Kuncha Johnson, Suk Hui
Johnson, Kimberly Evenmo and Kim’s
daughter, Annie, Eunnie Mohrlant, Kyung
Ok Lee, Hyun Nam Engebretsen and
Mehee Coolidge.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Myong Dusbabek and Myong’s sister,
Lisa Lee, Jin Hee Darmer, Mikyong
Walter, Kuncha Johnson, Suk Hui
Johnson, Kimberly Evenmo and Kim’s
daughter, Annie, Eunnie Mohrlant, Kyung
Ok Lee, Hyun Nam Engebretsen and
Mehee Coolidge.

May Meeting Agenda


Discussion for upcoming KAWA Picnic



New ideas and recommendations for
KAWAMN

Community News


2016 COUNCIL ON ASIAN PACIFIC
MINNESOTANS LEADERSHIP AWARDS
DINNER

5 월회의 의제



공동사회 소식


The Dinner will be held on Friday, May
20, 2016 from 5:00 to 8:00 PM at the
Maplewood Community Center.

또한 Burnsville 시장님 Elzabeth Kautz 께서
참석하셔서 아태미네소타 지도자 에 광한
연설도 하신다고 합니다.

The program consists of a keynote
address and the presentation of the
annual Asian Pacific
Minnesotans Leadership Awards. This
year’s keynote speaker is the Honorable
Elizabeth Kautz, Mayor of the city of
Burnsville.



World KIMWA CONFERENCE
Date: October 10/17-10/20, 2016
(4days and 3 nights)
Please see attachment for detail or
contact Grace Vigilante @ 612-2372279. Email:
kunnunagr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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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태미네소타 지도자 이사회 저녁
만찬이 오는 5 월 20 일 5 시-8 시 까지
Maplewood Community Center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 시부터 6 시 까지는 social network 시간이
오니 특히 비지네스 하시는분들께선 꼭 참석
하셔서 비지네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A networking reception will begin at
5:00 PM, followed by a dinner program
at 6:00 PM.

*The KAWA members signed up to
attend the meeting:, Yon Huffman,
Young-Ae Oien, Kimberly Evenmo,
Dawn Tomlinson, Grace Vigilante,
Eunnie Mohrlant , Yon and Tim Quinlan.

7 월예정 인 KAWA Picnic 에 관한 안건
KAWA MN 의 앞날에 대한 좋은 의견과 생각에
관한 안건

현 참석자 명단:

Yon Huffman, Young-Ae Oien, Kimberly
Evenmo , Dawn Tomlinson, Grace
Vigilante, Eunnie Mohrlant , Yon and
Tim Quinlan.



제 12 회 세계 킴와 컨퍼런스
제 12 회 세계 킴와 컨퍼런스가 오는
10 월 17 일-10 월 26 일 4 박 3 일간 한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Grace
Vigilante 612-237-2279 로 연락 하시든지
이메일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읍니다.

Email: kunnunagrace@gmail.com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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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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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Name (한글이름)

주소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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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