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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May this New Year bring you
everlasting Happiness and Peace,
Success in whatever you do
Prosperity to you and your family
and Fill your home with joy and
harmony.

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구정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KAWAMN News
• December Annual Holiday
Party Report and evaluation.
Total numbers attended: 85
Special thanks to Kyung Lee

여성회 소식
• 12 월 연말 파티 보고 그리고 평가
토탈 참석: 85 명
올해도

초청장과

프로그램을

the designing beautiful
invitation and program.
• Financial reportDue to both treasurers being
on vacation, the detail report
will be announced at the
February meeting.
• Election for New KAWA
President – current term will
end at end of February.

디자인해주신 이경옥씨 감사합니다.

• 재무 재정 보고재무 님들이 여행 중이라서 자세한
재무 보고는 2 월 모임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파티 티켓 세일즈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팔아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성회 회장 추천- 현제 회장
임기는 2 월 말에 끝납니다.
새 회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Token of Appreciation
감사 말씀
• Thank you all who contributed
• 아래 회비와 찬조금 내주신
membership fee and board
여러분 고맙습니다.
membership.
Membership Fee $50: Yon Quinlan 회비 $50 명단: 연 Quinlan
Donations: Sue Rice $50, Hyun Sook 찬조금: 수 Rice 50 불, 한현숙 한인회
회장님 250 불
Han, KAAM President $250.
January Meeting Information
Date: Saturday, January 27, 2018
Time: 12 PM
Place: Yunna Christianson
Residence
12882 North 82nd. Place Maple
Grove, MN 55369
Phone: 612-582-1679
*Please bring a dish to share.

1 월 모임 안내
날짜: 토요일, 1 월 27 일 2018
시간: 12 PM
장소: 윤유나 댁
12882 North 82nd. Place Maple Grove, MN
55369
전화 번호: 612-582-1679
*나누어 먹을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하여
오세요.

February 2016 Meeting Agenda
2 월 회의 의제
February 24th. We need a place to 2 월 24 일-모임 장소 찾고 있습니다.
hold the meeting.
• 재무 재정 보고
• Financial report
• 새 회장 발표
• New President announcement
Health Corner
The report of flu is very serious this

건강 코너
올 해에는 독감(Flu)이 더욱더 심하다는

year. Please be award and take
exceptional care of yourself.
• Common Flu Systems: Fever,
Chills, Muscle Pain, Fatigue,
Headaches, Nasal
Congestion, and Sore Throat
If you are experiencing these
conditions, please contact your
doctor’s office for proper
treatments.

정보가 나왔습니다. 개인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독감 증상: 열, 오한, 근육통, 두통,
피로, 코 막힘, 그리고 목 쓰림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서 치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News
• 2018 KAWA USA Leadership
Conference
April 13-15, 2018
Marriott Hotel - 3141 Fairview Park
Dr. Falls Church, VA 22042.

• 2018 KAWA USA Leadership
Conference
April 13-15, 2018
Marriott Hotel - 3141 Fairview Park Dr.
Falls Church, VA 22042.

Contact information: Chairperson:
Silvia Patton 703-861-9111
pattonsilvia@gmail.com
Co- Chairperson: Hye Son Kim 910494-6956
hyesonr@yahoo.com
Husband and children are
welcome.
• February 17, 2018(Saturday)AK Connection New Year
Gathering. Details to follow.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at
www.kawamn.org
Facebook: KAWAMN

공동사회 소식

문의; 준비위원장 실비아 패튼 703861-9111 pattonsilvia@gmail.com
부 준비위원장 김혜선 910-494-6956
hyesonr@yahoo.com
남편과 자녀도 환영합니다.
• February 17, 2018(토요일)AK Connection 설날 Gathering.
자세한 정보는 1 월 모임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KAWAMN

미네소타 한미 여성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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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