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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innesota KAWA Members, are you all well?
Can you hear noisy of birds chirping from outside? That
long of winter finally going away.
Walking along the lakeside under the sunray, not even
remember when we had that harsh winter weather. In
this April, I am waiting for April shower and the day we
are going to meet again. The KAWA April meeting will
be at Kapsun Adams’s residence on Saturday, April 26,
at 12:00 PM. We expect to see many of you to come.
The Korean Association of Minnesota’s annual event, at
the Festival of Nations will be in May, 1,2,3,4. We are
going to volunteer for this event on Friday, May 2, 1:00
pm-8:00pm. We need at least 10 people, please sign-up.
We will have accurate list at the April meeting. If you
can’t attend the meeting, please contact the president.
We appreciate Brooke Newmaster (Korean Heritage
House) who provided the March meeting place. She
loves Korean culture and protects our legacy of Korea.
Thank you very much. As we, our community people,
building a good friendship in between groups, we are
asking you to help for Korean Heritage House fund
raising event on Saturday, May 17. On Friday Evening,
May 16, need 4-5 people to do prep work and on
Saturday, May 17, need 4-5 people to cook and serve.
Please sign-up, we need your participation.
KAWA USA Conference is rescheduled on June 13, 14,
15, in Atlanta, Georgia.
This is the opportunity to see the delegates from every
state gather in a one place, learn how they do it in locally
and getting to know the new friends. After that, there
will be scheduled to take a trip from 16-18. You will
receive detailed information in soon. Therefore you
should highlight your calendar in red-line.
The KAWA meeting in may will be at Director of Board
members, Park Toso’s Cabin in Duluth on Saturday,
May 31. The June meeting will be at th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Minnesota’s residence. The July
meeting will be as a KAWA Picnic on Saturday, July
26th so this will be the end of my last duty. Please
nominate the next term president. In this month guest
speaker is a Korean Adoptee, Kevin Held. He is the
Account Executive for the Minnesota United FC.

April, 2014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밖에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지요? 기나긴 겨울이
드디어 지나가나 봅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호수가를 걸으니 언제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다시 여러 회원님들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4 월달 미팅은 갑순 아담스씨댁에서 4 월 26 일 12 시에 할
것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5 월 1,2,3,4,일은 한인회 연례 행사인 국제 민속제전이 있지요
우리는 5 월, 2 일, 금요일, 오후 1:00 시부터 -8:00 시까지 봉사
하기로 했습니다. 10 명 이상이 필요하오니 꼭 싸인업 해주시기
바람니다. 4 월달 회의에서 더욱 정확한 명단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미팅에 못 나오시면 꼭 회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3 월달 미팅 장소를 재공해주신 Brooke Newmaster (Korean
Heritage House)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입양아 Brooke 씨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국 유산을 지키고
있어요. 정말 감사 합니다. 우리 한인 단체간에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5 월 17 일에 Korean Heritage House fund raising 에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6 일날 저녁에 준비를
하고 17 일날은 Serving 을 합니다. 준비하는데 4-5 명 필요하고
당일날 음식을 만들때 4-5 명이 필요합니다. 싸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월 13,14,15 일에는 KAWA USA 총회가 Atlanta,
Georgia 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회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각 주의 회원들이 모여서, 그 들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또 새 친구들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16,17,18

일은 여행을 갑니다. 자세한 공문을 곧 받을 것입니다. 카렌다에
빨간줄 쳐 놓으세요.

5 월달 미팅은 5 월 31 일날 박 도서 이사장님의 둘루드 케빈에서
할 예정입니다. 6 월달 미팅은 6 월 28 일한 한인회장님댁에서 할
예정입니다. 7 월달 미팅은 7 월 26 일 피크닠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차기 회장님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미팅에 초대소님은 Kevin
오셔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Held 한국 입양아 분께서
이분은 Account Executive for

the Minnesota United F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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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4 월의 비를 기다리며

Token of Appreciation

감사 말씀

1). We appreciate Brooke Newmaster (Korean Heritage
House) who provided the March meeting place. We
also appreciate members and guests who attended the
meeting. It turned out to be a good educational session.

1). 삼월달 모임장소를 제공해 주신 (코리안 헤리테지 하우스) 의
Brooke Newmaster 씨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특별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주좋은 교육이었어요.

2). Following members were paid our membership fee.

2). 다음은 회비를 내어 주신 분들입니다.

Sunhui Elletson $50.00
Chom Sun Magnusen $50.00
Kim Hanson $100.00, 2 year advanced membership fee

Sunhui Elletson $50.00
Chom Sun Magnusen $50.00
Kim Hanson $100.00, 2 년 회비 선불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후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eting Information

모임 안내
이번 사월달 여성회 모임은,

This Month, April KAWA Meeting will be at Kapsun
Adams’s Residence in Fridley.

Fridley 에 사시는 갑순 아담스씨

댁에서 있습니다.

KAWA Meeting

KAWA Meeting
Date: April 26, 2014

Date: April 26, 2014

Time:12:00 PM.

Time:12:00 PM.

Place: Kap Sun Adams
Place: Kap Sun Adams
th
365 66th Avenue NE
365 66 Avenue NE
Fridley, MN 55432
Fridley, MN 55432
Phone: 763-533-5301
Phone: 763-533-5301
*I am hoping many of you come to the meeting.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안내

Volunteer Opportunity

한인회 연례행사인 국제 민속제전 (Festival

Korean Association of Minnesota’s annual event, the
Festival of Nations, is scheduled May 1st –May 4th.
Our KAWA Group volunteer day is:

1 일-5 월 4 일 까지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에서 봉사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estival of Nations
Friday, May 2

nd

1. Festival of Nations

1:00 PM-8:00PM

Friday, May 2nd

*If you can’t come to the meeting please
contact our KAWA President:
Grace Vigilante: 612-237-2279

1:00PM -8:00PM

*모임에 참석을 못 하시면, 우리 회장님께 직접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Grace Vigilante: 612-237-2279

2. Korean Heritage House fund raising
Friday, May 16, 2014

of Nations) 이 5 월

2. Korean Heritage House fund raising

5:00 PM.

Saturday, May 17, 2014 8:00 AM

Friday, May 16, 2014
5:00 PM.
음식준비: 4-5 분이 필요합니다.
Saturday, May 17, 2014 8:00 AM

Cooking & Serving: need 4-5 people

음식 장만

Food Prep: need 4-5 people

& 음식 배급: need 4-5 people

*관심이 있는분은 우리 여성회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기

*If you are interested in volunteering, please
contact our president:
Grace Vigilante: 612-237-2279

바랍니다.

Grace Vigilante: 612-237-2279
*여러분의 봉사심이 필요합니다!*

*We need your volunte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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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KIMWA NEWS

세계 국제 결혼 여성회 소식

Our lovely World KIMWA Members:

사랑하는 월드킴와 회원님들에게:

All things sprung in this beautiful spring, I hope our
World KIMWA members you all have a good health.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이 왔네요.
그동안 월드킴와 회원님들 몸 건강히 안녕하신지요.

The World KIMWA Conference in Korea is the only
opportunity for our members to get together in a one
place from around the world. We a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from 10/15/2014-10/18/2014 at the
Haeundai Hanwha Resort in Busan.

전세계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한국을 찾아 함께
소통하는 장인 월드킴와 세계대회는 제 10 회로서, 2014 년 10 월
15 일 부터 18 일 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This year’s event is going to begin with Pre-Opening
Ceremony by Overseas Korean Foundation; Members
Lecture of Case Study, Group Discussions, Culture
Experiences, etc. for three days.

올해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사흘동안

There are also presenting awards to express our
gratitude to our members. Who attended the conference
every year without an absent and who demonstrated
their efforts to make this conference successful.

또한 그동안 세계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회원들에게

We are going to support ACA School, Talk to Me
Multicultural Family Program, Multicultural Dream
Tree Orchestra Team.

우리는 또한 ACA 학교와 톡투미 다문화 가정, 다문화 꿈나무

In addition, we have important duty to elect a new
president. Please, to work at elect a good president.

또한, 새 회장님을 투표하는 중요한 일정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사례발표강의, 그룹토의, 문화체험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근상을 수여하고, 우리의 세계대회가 10 회까지 계속되도록
수고하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좋은 회장님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Election Rule: Full member and Associate member who
attended the World KIMWA Conference at least twice
within last five years have an equal eligibility. All
President Candidates must deposit Campaign Fund US
$5,000 with the Registration 60 days prior to election
date. (No refund on all deposited Campaign Fund)
The Elected President must deposit additional US
$10,000 before December 31, on the elected year.

선거규칙: 5 년 이내에 세계대회 2 회 이상 참가한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에게 자격이주어지며, 회장 출마자들은 총회 60 일 전까지 미화
$5,000 의 공탁금을 출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장에 당선된 분은 추가로 미화 $10,000 을 회장회비로 당선된 해
12 월 31 일 이내로 지불해야 합니다.

For Reference, the registration form will be sending out
through email and the mail by Assistant Chair of
committee Members.

참고로, 참가 신청서는 부준비위원장님께서 이메일과 서한으로
보내 드릴것입니다.

th

Please everyone attend this 10 Anniversary WORLD
KIMWA Conference. Let’s celebrate together such a
joyous occasion and meaningful time together.

모두 참석하시어, 제 10 회의 세계대회를 함께 축하하시고, 기쁘고,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수있기를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Then, I will see you in the autumn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 주십시요.
올해 가을에 뵙겠습니다.

--

--

총회장 은 영재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World- KIMWA)
e-mail unyoungjae@gmail.com
Cell. 1-703-589-6344
7415 Hamilton St Annandale VA 22003 USA

총회장 은 영재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World- KIMWA)
e-mail unyoungjae@gmail.com
Cell. 1-703-589-6344
7415 Hamilton St Annandale VA 22003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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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KAWAUSA 연혁

24.2007 년 4 월 위안부결의안 통과켐패인에 모금 후원
뉴욕 무지개집 방문

2004 년 6 월 23 일 창립총회 (초대회장 실비아 패튼)

25.2007 년 5 월 아태계연합회 아시안 태평양축제 후원

1.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 미국회통과켐패인 (아시아계

26. 2007 년 7 월 제 3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협찬

혼혈인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법사위

(서울)

37 명의 의원들에게 청원서 보내기등의 로비활동과

27. 2007 년 9 월 KAWAUSA 전국 이사회 (버지니아)

서명운동)

28. 2007 년 9 월 뉴욕 무지개집 방문후원

2. 전국 3.000 여개의 교회에 서명운동에 동참호소 서한보냄

(쉘터공조방안논의)

3.추방위기에처한 한인여성 구명운동 (석방)

29. 2007 년 10 월 미시건 한미여성회 연례기금모금만찬

4.한미여성총연 홈페이지 개설

참가

5.일본 정신대 피해자 배상촉구 서한 발송

30. 2008 년 1 월 아태계연합회 정책브리핑 후원

6. 혼혈인 법안 온라인 서명운동

31. 2008 년 3 월 다문화가정 2 세들의 창립준비모임

7.웅담 함정수사 부당성을 미정치인들에게 항의서한보냄

(워싱턴)

(버지니아 수렵국과 야생동식물 관련법 세미나 개최)

32. 2008 년 4 월 한미여성총연 전국대회 준비모임 (워싱턴)

8. 널싱홈과 양로원 방문 봉사활동
9. 2005 년 7 월 제 1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준비모임 (워싱톤
디시)

33. 2008 년 5 월 영선하빌 구명운동 시작
34. 2008 년 6 월 한미여성총연 전국대회 (6 월 20 일22 일) (제 3 대 조미희 회장)

10. 2005 년 10 월 17-20 일 제 1 회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

35.2008 년 7 월 영선하빌 가석방 (플로리다 방문)

(한국에서개최)

36. 2008 년 10 월 제 4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11. 2005 년 10 월 20 일 한미여성총연 임시총회 (서울)

참석(포천) (다문화가정후원)

12. 2005 년 10 월 한국정부에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제정

37. 2009 년 10 월 제 5 회 국제결혼여성대회 참석(서울)

해줄것을 요청

(혼혈아동후원)

13. 2005 년 11 월 영국의 인종차별재판 달튼사건 재심요구

38. 2010 년 8 월 제 6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서한과 서명지 미영국대사관 데이빗 메닝 대사 에게보냄

14. 2006 년 2 월 제 2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준비모임 (LA)
15.2006 년 6 월 24 일 제 1 차 한미여성총연 정기총회및

참석(시애틀)

39. 2011 년 10 월 제 7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참석
40. 2011 년 8 월 KAWAUSA 정기총회 (노우스

사회(워싱톤디시) (실비아 패튼 회장 연임)

16.2006 년 6 월 25 일 제 2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준비모임
(워싱톤 디시)

17.2006 년 7 월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결성 준비모임(서울)
18. 2006 년 7 월 양로원 방문

케롤라이나) (제 4 대 김진희 회장)

2011 년 10 월 동두천

ACA 혼혈아동, 평택햇살사회복지회 후원
41. 2012 년 2 월 동해 표기 바로잡기 서명운동 동참
42. 2012 년 3 월 제 2 회 리더쉽 컨퍼런스 (라스베가스)
43. 2012 년 10 월 동두천 ACA 혼혈아동 후원, 평택

19. 2006 년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핫라인을 통한 상담

44. 2012 년 제 8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참석(충남 덕산)

20. 2006 년 10 월 제 2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개최 (서울)

45. 2012 년 12 월 아기를 엄마와 함께 살휴스턴)

(인천)(혼혈아동후원)

47. 2013 10 월 제 9 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참석 (서울)

21. 2006 년 10 월 세계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 결성 (서울)
22. 2007 년 2 월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회장단회의(하와이)
23. 2007 년 3 월 일본 정신대결의안 채택 청원서보내기,

다문화오케스트라 후원

48. 2014 3 월 제 4 회 리더쉽컨퍼런스 준비모임 (애틀란타)
49. 2014 6 월 제 4 회 리더쉽컨퍼런스 개최예정

서명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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