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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일씀

How are you doing our lovely Minnesota KAWA
members? Are you enjoying this beautiful Minnesota?
Make sure take care of your health in this hot weather.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회원여러분 모두 평안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미네소타를 즐기고 계시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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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is Korean Independence Day. It’s 70
anniversary in this year. I believe, all of our members
remember this meaningful day.

8 월 15 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올해로 70 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뜻깊은 날을 잘
기억 하시리라 믿습니다.

Like approaching the year of the end, I can see it my term
is ending near. I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who
helped me for last 2 years, Vice President, Rachel Ashley;
treasurer, Linda Chun; Auditor, Toso Smith; Media
Relations, Sukhui Johnson; and other staff members as well
as board of director members.
Please compliment them for, “Job Well Done.”
We still need 2 more volunteers for following term to serve
as a Treasurer and an Auditor. For smoother transition for
the new presidency, please nominate potential candidate at
this month’s meeting so we can hand over everything
before the September meeting.

또 한해가 저물듯이 제 임기의 끝이 다가옵니다. 지난

2 년간 부족한 저를 도와 미네소타 한미여성회를 이끌어
오신 전인자 부회장님과 박도서, 전린다 재무님, 황숙희
홍보부장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임원님들은 물론,
여러이사님들과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부탁 드림니다. 재무 감사 하실

2 분이 필요합니다 봉사해주실분 이번 회의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람니다. 9 월 미팅안에 모든것을 이임해 차기
회장단들이 잘 해 나가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니다.

한미 여성회 차기 회장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다음임기를 이어가실 미희 쿨리지

KAWA NEW PRESIDENT

새 회장님과 임원여러분 모두 축하드림니다. 더욱 빛나는

Congratulations to new President Mehee Coolidge and her
staff members. We hope to have another prosperous term 새 회계년도가 되기를 바라며 차세대 젊은 회장님을 잘
and support new president well so we could have more new 도와드리고 또 많은 새회원님들을 가입할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members to join in our KAWA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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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 NEWS
1.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one who
volunteered at Minnehaha Academy Korean Culture
Camp in August 7th and 8th. It was very successful
event resulted raise KAWA Fund over $2000. We
couldn’t have accomplished this without your
commitment to serve and cooperation. We all
enjoyed while working together. Thank you again.
2. Anyone attending World KIMWA Conference
October 19 -22 in Seoul, please submit your
registration form as soon as possible. The
registration fee is $300.00 before August 30, and
thereafter, the registration fee will be $400.00.
If you are going to take a trip to Zhangjiajie in
China, must process VISA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Grace Vigilante
President. The phone number listed below.
Grace Vigilante: 612-237-2279.

여성회 소식
1. 8 월 7 일과 8 일, 입양아들을 위한 한국 문화 켐프
Minnehaha Academy Korean Culture Camp 에서 자원
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드림니다 여러분들의
단결된 협동심이 없었다면 이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2000 불 넘게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감사드림니다.

2. 10 월 19 일에서 22 일 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WorldKIMWA Conference 에 가실분들은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월 30 일 이전에는 등록비가 $300.00 이고 이후
부터는 $400.00 입니다.
중국 장가계로 여행을 가실 분들은 중국 비자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혜 회장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은혜 회장님:

612-237-2279.

August Meeting Info

팔월달 모임안내

August KAWA meeting will be at Yun Huffman’s
Residence in Coon Rapids. Kapsun Adms planned to go
to Korea and stay there for a while so we are having as a
good bye party for her too.

8 월달 모임은 윤 허프만씨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갑순
아담스씨께서 9 월에 한국가시면 장기간 계시다가 오실

Date: Saturday, August 29, Time: 12:00 PM.

날짜:

Place: Yun Huffman
12717 Heather Street N.W.
Coon Rapids, MN 55448

예정이라 해, 송별 잔치겸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

8 월 29 일, 토요일, 시간: 오후 12 시
Yun Huffman
12717 Heather Street N.W.
Coon Rapids, MN 55448

Phone: 763-862-8450

전화:

In my memory, when Kapsun Adams was joined our
organization, she was the youngest member and has
been serving KAWA MN for over 30 years.
On Kapsun’s a long trip to Korea, please show our love
of sisterhood and bring a lots of tasty foods so we all
could share our happiness together. KAWA will be
providing a cake as a dessert.

갑순 아담스 회원님께서는 30 여년이 넘도록 미네소타 한미

Token of Appreciation
We appreciate Kuncha Johnson for finding such a
beautiful Picnic place. Our members have been fallen
love with this site and suggested to have picnic at this
place every year. Kuncha Johnson gladly took the
responsibility to reserve this picnic site.
Our members brought over tasty dishes and our picnic
ended with Korean folk music dance (Pungmul)
performed by Shin-Ba-Ram.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wonderful performance.

763-862-8450

여성회를 위해 봉사해 주셨습니다. 제기억에는 그때에 최
연소자로 참석해 지금까지 봉사해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시는 갑순 아담스씨께 우리 자매님들의 사랑을듬뿍
담아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다
같이 나누도록 부탁 드립니다. 여성회에서는 디저트로 케익을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 알씀
지난달 아름다운 피크닉 장소를 찾아주신 군자 잔슨회원님께
감사 드림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하자는 말들이 나왔고 매해
군자 잔슨께서 책임지고 장소를 예약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맛있는 음식과 신바람
풍물놀이패들께서 오셔서 흥겨운 피크닉을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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