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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

Hello KAWAMN members,
It is a great time of the year! May the good
things of life be yours in abundance not only at
Thanksgiving but throughout the coming year.
We are deeply thankful and extend to you our
best wishes for a happy and healthy
Thanksgiving Day!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추수감사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수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함이 다가올 새해까지도
풍요롭게 이어지시길 기원합니다.

KAWAMN News
November Meeting Information
The members voted to hold the November
meetings on 3rd Saturday of the month
(11/19/16) due to many members are
planning to travel over the Thanksgiving
holiday. The November meeting is very
important as we need to finalize plans for the
party and ticket sales.
Please mark your calendar to attend the
meeting. Thank you.

여성회 소식
11 월 회의 안내
11 월 모임은 미국 추석 주말에 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셋째 주 토요일(11/19/16)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말 파티가 12 윌
10 일 이기 떼문에 마지막 파티 준비와 표
정리에 아주 중요한 모임이니 많은 회원
여러분 모임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te: Saturday, November 19, 2016
Time: 12 PM
Place: Mi Kyong Walther’s Resident
Phone #320-491-2191
Address: 21411 Pointe Drive Rogers, MN
55374

날짜: 11 월 19 일 2016 토요일
시간: 오후 12 시
장소: 이미경 댁
전화 번호: 320-491-2191
주소: 21411 Pointe Drive Rogers, MN
55374

Token of Appreciation


Thank you all who contributed
membership fee and board
membership.

Membership and board membership Fee
$100: Sujin Ahlgren, Kyoung Lee
Membership Fee $50: Kimberly(KyongAe)
Ness
Donation $300: HyunSook Han, the president
of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Donation $100: Kim Hanson

October Meeting Minutes


Ushers and ticket tenders were
selected.
 Performances:
Korean traditional dance by Jang-mi Dance
Gayageum performance by Suk-hui
Johnson
 Board of directors and the members
will prepare prizes for the door prize
and raffle drawing
 Grand prize provide by KAWA
Mini I Pad
 Free one night stay at the Holiday Hotel
More donations from the local businesses will
be announced at the party.
 $200 Donation to Jang-Mi Dance

November Meeting Agenda




Count total sale of tickets
Discuss decoration of tables: how to
arrange centerpieces
Gift donation

감사 말씀


아래 회비와 이사비 내주신 회원여러분
고맙습니다.

회비/이사비 $100 명단: 최수진, 이경옥
회비 $50 명단: 김경애
찬조금 $300: 미네소타 한인회한현숙 회장님
찬조금 $100: 킴 헨슨

10월 회의 보고





파티에서 표 받으실 분들과 안내자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파티에 초청할 그룹: 장미 무용단, 숙희
잔슨 가야금 연주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께서 경품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한미 여성회에서 미니
아이패드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Holiday 호텔에서Free one night stay
certificate 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많은 Business Gift Donation 이 들어오는
데로 파티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장미 무용단에 200불 기부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1 월 회의 의제


연말 파티 티켓 정리



연말 파티 장식



Confirm volunteers (ushers and ticket
managers)

Community News


Annual General Meeting and Dinner
of KAAM




Gift Donation
파티 봉사자 확인

공동사회 소식


Date and Time: Saturday, December 3, 2016
5:30 PM– 8:30 PM.

한인회 연례총회 및 만찬
날짜 그리고 시간: 12 월 3 일 토요일
오후5:30 -8:30.

Place: Ramada Plaza Minneapolis
1330 Industrial Blvd. NE
Minneapolis, MN 55413

장소: Ramada Plaza Minneapolis



National Adoption Day Celebration:

Date: Saturday November 19, 2016
Time: 3 PM-5 PM
Place: Central Middle School White Bear
Lake
4857 Bloom Ave. White Bear Lake, MN
55110.

1330 Industrial Blvd. NE
Minneapolis, MN 55413


National Adoption Day Celebration:

날짜: Saturday November 19, 2016
시간: 3 PM-5 PM
장소: Central Middle School White Bear
Lake
4857 Bloom Ave. White Bear Lake, MN
55110.

Tickets Available

티켓 구매

www.eventbrote.com

www.eventbrote.com

Performance by Korean Heritage House
and Jang-Mi Korean Dance and Drum.

무용단 Korean Heritage House

Miscellaneous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on
www.kawamn.org

And Jang-Mi Korean Dance and Drum.
기타 사항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KAWAMN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Twitter: @ KAWA_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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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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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