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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Greetings to all respectful KAWAMN
members! Isn't it unbelievable that half of
2017 is already slipping away?
Hope everything you planned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is making progress as
we reach the midpoint of 2017.

존경하는 여성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 갔 다는게
믿기세요?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2017 년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 잘 진행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KAWAMN News

여성회 소식

We had a busy July.
• KAWA PICNIC JULY 8, 2017.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at the picnic. We had
perfect weather and more than
enough delicious food for everyone.
Minnehaha Korean Culture Camp July
22-23, 2016. The fundraiser was a

7 월은 아주 바쁜 달이었습니다.
• 여성회 피크닉 토요일 7 월 8 일 2017
피크닉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맛있는
음식도
풍부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success. Thank you for your time to
make that happen.
As you heard, soon after our
fundraiser, an unfortunate accident
happened at the Minnehaha
Academy. Please continue to pray
for everyone involved in this

• 미네 하하 한국 문화 캠프 7 월 22-23 일
모든 봉사자들이 마음과 힘을 함께하여 아주 힘은
들었지만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었습니다.
정보 들으셨지요? 저희 봉사 일이 끝나고 한 2 주
후에 미네 하하 학교에 슬프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상입은 모든 분들 가족들 그리고

tragedy and for the school.
Token of Appreciation
•

•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volunteered for the KAWAMN
fundraiser at Minnehaha Academy on
7/22-7/23. A special Thanks to
volunteers, Kun Cha Johnson for
cooking 120 lbs. of rice and Yun
Huffman for working both Friday and
Saturday.

Thank you all who contributed
membership fee and board
membership.

Membership Fee $50: Kelly Erickson, Dawn
Tomlinson
Board Membership Fee $100: Yun Huffman
Donations: Kim Hanson $40, Regina Kim $20.

August Meeting Information
Date: Saturday, August 26. 2017
Time: 12 PM
Place: Claudia, Trepanier’s Residence
16368 Impatiens Ct. Lakeville, MN 55044
Phone: 952-891-3891
*Please bring a dish to share.

학교 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말씀
미네 하하 한국 문화 캠프에서 여성회를 위하여
열심히 도와 주신 회원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친구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군자
이사님 젊은 사람이 하기도 힘든 밥을 120
파운드나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이윤자
이사님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오셔서 도와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아래 회비와 찬조금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비 $50 명단: 켈리 애릭슨, 단 탐린슨
이사 비 $100 명단: 이윤자
찬조금: 김핸슨 40 불, 리지나 김 $20 불

8 월 모임 안내
날짜: 토요일, 8 월 26 일 2017
시간: 12 PM
장소: 크라우디아 댁
16368 Impatiens Ct. Lakeville, MN 55044
전화 번호: 952-891-3891
*나누어 먹을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하여 오세요.

9 월 모임 안내
9 월 30 일-모임 장소 찾고 있습니다.

September Meeting Information

공동사회 소식

September 30th. We need a place to hold
the meeting.

미네소타 한인회 광복 72 주년 기념 행사 안내

Community News

장소: Church of All Nations (4301 Benjamin St.
NE, Columbia Heights, MN 55421)

72 Anniversary of liber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innesota Guide
Date: Friday, August 11, 2017
Time: 5:30 PM-7:30 PM
Place: Church of All Nations (4301 Benjamin
St. NE, Columbia Heights, MN 55421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at
www.kawamn.org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일시: 8 월 11 일 금요일 5:30 -7:30 pm

일정: 5:30 - 6:30 pm 리셉션 및 저녁식사(비빔밥
제공) 6:30 - 7:30 pm 연설, 공연, 글짓기대회
시상식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미네소타 한미여성회는 여러분들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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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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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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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