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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feels like we just welcomed the year
2017, but it's already February! How
unbelievable!
I know it's a cliché, but time does fly!
As we all know, we have Valentine's day in
February. We all want to make sure our
loved ones know that they are loved by
us all year round. However, it is easier said
than done. So, let's make sure we express
our love to those who are dear to us this
Valentine's day.
Don't be shy to love and be loved.

2017 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 월

Happy Valentine's day!

사랑이 넘치는 2 월 한 달 되세요!

KAWAMN News

여성회 소식

Due to personal reasons, the new elected
president, Kyong Priest have resigned her

이네요.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군요.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진부 하다 하는 거겠죠?
아 시다시피 2 월에는 발렌타인 데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
년 12 달 표현 해야겠지만 사실 살아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의 날인 발렌타인 데이가 있는
2 월만이라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꼭 한번씩 해주세요. 살짝
따뜻한 포옹과 함께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

새임기회장직분을맞기로하였던경프린스님
께서개인사정으로인하여회장직분을사직하셨

position. After an intense search for the

습니다.

replacement and unable to find a
candidate, the current president agreed
to serve for one more year.

많은시간을들여서새회장님을찾아보았지만

February Meeting Information:

2 월 회의 안내

Date: February 25, 2017 Saturday
Time: 12 Noon
Place: Mehee Coolidge’s Resident
Contact number: 952-240-5288
Address: 9108 Douglas Dr. Eden Prairie,
MN 55347.
*Please bring your favorite dish to share.

Token of Appreciation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Myong Dusbabek for
hosting the last January meeting.
 Thank you volunteers to dedicate
your time at the Jang -mi Annual
Lunar New Year Seollal Celebration
and AK Connection Seollal Family
Celebration: Sunna Kown, Grace
Vigilante, Kun Cha Johnson, Kyung
Lee, Yun Huffman, Hyon
Engebretsen, Linda Chun, Kimberly
Ness, Susan Yoo and Madison Yoo.
 Thank you all who contributed
membership fee and board
membership. Myong Dusbabek
Membership Fee $50: Myong Dusbabek
Donations: $50: Myong Dusbabek, $100:
Suki Pak, King’s restaurant owner.

Miscellaneous
Jin Hee Darmer and Suk Hee Johnson
are attending the KAWAUSA Leadership
Conference on 3/27-/17-3/31/17.

후보자가선출되지않아서현재회장님께서임기
를일년더연기하기로하셨습니다.


날짜: 2 월 25 일 토요일
시간: 오후 12 시
장소: 회장 최미희 댁
전화 번호: 952-240-5288
주소: 9108 Douglas Dr. Eden Prairie, MN
55347.
*나누어 먹을 맛있는 음식 하나씩 가져오세요.

감사 말씀
1 월 모임 킹스 음식점에서 음식 갑을 내주신
이마영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장미 무용단과 AK Connection 설날
잔치에 시간을 내주셔서 봉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봉사자 명단: 권선아 그리고 선아
어머님, 김은혜, 윤군자, 이경옥,
이윤자, 이현남, 전린다, 김경애, 수잔
유 그리고 딸 메디슨.
회비 $50 명단: 이마영
찬조금: $50 이마영, $100 박숙희, 킹스
음식점 주인

기타 상황
진희 달멀 그리고 숙희 잔슨 회원님께서
2017 KAWAUSA Leadership
Conference 에 참석하십니다. 미네소타
여성회 대표로 즐거운 보내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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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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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