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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Hello KAWAMN members,
Daylight saving time has started, and it
means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Spring always brings hopeful and put us in
a good mood.
May the beauty of spring fill your heart!
Happy Spring!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KAWAMN News
March is a new term for the KAWAMN
officers.
President: Mehee Coolidge
Vice President: Eunnie Mohrlant
Secretary: Susan Yoo

여성회 소식

Treasurer: Mi Kyong Walther,
Myong Dusbabek. Board of
director: Grace Vigilante

데이 라잇 세이 빙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봄이 온다는 뜻이지요. 봄은 언제나 모든 우리를
희망에 차게 하는 것 갖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회원 여러분에 마음을 듬뿍 채워 주길 바랍니다.
좋은 봄 되세요!

3 월 새 임기 임원 소개합니다.
회장: 최미희

부회장: 김은영

서기: 수잔 유
재무: 이미경 그리고 이마영
이사장: 김은혜

March Meeting Information
Date: March 25, 2017 Saturday
Time: 12 PM
Place: 한인회관 (KAAM)

3 월 회의 안내
날짜: 3 월 25 일 2017 토요일
시간: 오후 12 시
장소: 한인회관 (KAAM) 1331 County Road D

Address:1331 County Road D Circle E
Vadnais Heights, MN 55109
Phone #651-440-9192
*Please bring a dish to share.

Circle E Vadnais Heights, MN 55109
전화 번호: 651-440-9192

April Meeting Information
Date: April 22, 2017
Time: 12 PM
Place: Sunna Kwon’s Residence
17738 Franconia Ct. Lakeville, MN 55044
Phone #612-296-7330
*** Sunna will host her granddaughter’s
first birthday party. Please bring a gift
for her.

4 월 회의 안내

February Meeting Minutes
•

•

•

•

The members voted to send out
KAWA newsletter every other
month starting in March 2017. If
an additional announcement is
needed, the members will receive
flyers via postal mail and via email.
Please remember to pay the
membership due is $50 and the
board membership due is $100.
Please note that without pay the
board membership due, the board
member will lose their right to cast
vote.
The board meeting will be held as
needed and if requested by the
KAWA president.
The end of term of president will

*나누어 먹을 맛있는 음식 하나씩 가져오세요.

날짜: 4 월 22 일 2017
시간: 오후 12 시
장소: 권선아 댁
주소: 17738 Franconia Ct. Lakeville, MN 55044
전화 번호: 612-296-7330
*** 선아 회원님의 손녀딸 한 살 생일잔치 날이니
선물 준비해 오세요.

2 월 회의보고
•

회원 여러분에 투표로 여성회
뉴스레터를 두 달에 한 번씩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편과 이메일들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제부터 여성회 회비는 새 임기 3월부터
시작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50불 그리고 이사비는
100불입니다. 이사비를 안내신분은
투표할 자격을 잃습니다.

•

이사 모임은 언제든 회장이 이사장님에게
요청하면 모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여성회 회장이 현재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사장 임기를 맞기로
하였습니다.

•

•

•

automatically serve as a board of
director.
Recognize the members’ birthday
every month at the monthly
meeting.
Donation from King’s Restaurant
owner (Suki Park)’s wedding.
Congratulations!
Financial Report by treasurer, Yugin
Parker.

Token of Appreciation
• Thank you, members, for attending
the February meeting and bringing
delicious food to share.
• Thank you all who contributed
membership fee and board
Membership.

•

회원들의 생일을 매달 모임에서
인식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숙희 킹스 음식점 주인께서 2/14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에 뜻으로
여성회에서 아름다운 꽃을
전달하였습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아름다운 꽃 전달하여
주시고 꽃 사는데 모자란 돈까지 보태
주신 전랜다, 김은혜, 이윤자, 박도서,
이마영 그리고 이미경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
• 2 월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
가져오신 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아래 회비와 이사비 내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Membership and board membership Fee
$100: Toso Smith

회비/이사 비 $100 명단: 박도서

Donation: Toso Smith $50, Susan Yoo $20.
Thank you, Myong Dusbabek, for
volunteering at AK connection Seollal
Family Celebration.
Community News

AK connection 설날 잔치에서 봉사하여 주신

•

•

2017 KAAM Festival of Nations
5/4/17
(Thursday)
-5/7/17
(Sunday).
Korean School Bazaar
Sunday April 9, 2017

Miscellaneous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at
www.kawamn.org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찬조금: 박도서 $50, 수잔 유 $20

이마영 재무 님 감사합니다.

공동사회 소식
•

2017 한인회 민속제전 5/4/17(목요일)5/7/17(일요일).

•

한국학교 바자회
일요일 4 월 9 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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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