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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Greetings!
Hello KAWAMN Members,
Warm Holiday greetings to you all!
The end of the year party is approaching fast. The
December newsletter will be sent out a bit early,
so everyone can receive the party information in
advance. Hope the information will help many
more members who wish to attend this party.
We wish everyone has not only a wonderful time
but also has good comradeship with each other.
Have a Merry Christmas and blessings to what is
left of 2015. Wishing your 2016 would be filled
with happiness and prosperity.

인사
한미 여성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연말 인사드립니다!
한미 여성회 연말 파티 빨리 다가오고있군요 . 그래서
12 월 소식지를 좀 일찍 보내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파티에
참석하셔서 서로 친근한 마음을 서로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15 년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6 년 올 지나간
2015 보다 더욱 기쁘고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KAWAMN News


KAWA Annual Year-End Party

Place: Holiday Inn St. Paul East 2201 Burns
Ave. , St. Paul, MN
55119
Date: December 19, Saturday, 2015
Social Hour: 5:30-6:30 PM, Dinner: 6:30-730
PM, Entertainment: 7:30 -12 AM
Ticket: $40.00
Ticket reservations:
If possible, we would like you to reserve your
ticket(s) by 12/10/15.

여성회 소식


한미 여성회 연말 파티

장소: Holiday Inn St. Paul East 2201 Burns Ave. , St.
Paul, MN 55119
날짜: December 19, Saturday, 2015
Social Hour: 5:30-6:30 PM, Dinner: 6:30-730 PM,
Entertainment: 7:30 -12 AM

Ticket : $40.00
파티 표를 원하시는분들은 늦어도 12 월 10 일 까지는
열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Mehee Coolidge: 952-240-5288
(meheern@kawamn.org ),
-Grace Vigilante: 612-237-2279,
-Mikyong Walther: 320-491-2191,
-Yugin Parker: 763-913-1122

-Mehee Coolidge: 952-240-5288
(meheern@kawamn.org ),
-Grace Vigilante: 612-237-2279,
-Mikyong Walther: 320-491-2191,
-Yugin Parker: 763-913-1122

파티 그리고 호텔 정보: 저녁 식사 시간은 6:30분입니다.
Party and hotel updates: Dinner will start
serving @6:30pm.
호텔에서 음식을 8시까지 내 주신다고 하셨지만,
The hotel agreed to have food available until
음식을 충분히 드시려면 저녁 시간을 맞춰서 오시기
8pm. However, we encourage everyone to be
바랍니다.
there during the dinner hours from 6:30p-7:30p.

저녁시간 6:30-7:30.
The hotel has reserved 10 rooms (5 rooms of 1
king bed and 5 rooms of 2 double beds) for $99
night.
If anyone is interested, please call or visit the
hotel website to make a reservation as soon as
possible.

호텔 방 10개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99 에 예약할
수 있도록 돼 있읍니다. 룸을 예약하실 분들은 호텔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티 날짜 10 일 전까지는 이
가격에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Rooms are only held for 10 days before the
check in date. After that date you may not
receive the discounted rate.

호텔 예약: Holiday INN #651-731-2220
or visit
www.HolidayMN.com.

For hotel reservations, please call Holiday INN
#651-731-2220 or visit
www.HolidayMN.com. Discount Code: KHP.

Discount Code: KHP.

11 월 회의 보고

November Meeting Minutes:



No December meeting. We will have the
Annual Year-End party instead.
1/29/16 meeting is at Yon Quinlan’s house.

Volunteers for the party:



12 월 모임은 없읍니다.
대신 연말 파티가 있습니다.



내년 1 월 29 일 모임은 연 Quinlan 댁입니다.

파티 봉사자:

Party MC : Eunnie Mo
Guest book : Kyeong Priest
Ushers: Yeongae Oien, Toso Smith, Sunna Kwon,
Ahyoung Yim..
Record attendee: Mikyong Walther, Dawn
Tomlinson.
The following volunteers will be at the party at 4:30.
Please be prompt. Thanks.

파티 사회자: 은영 Mo
방명록: 경 프리스트
안내자: 노영애, 도서 스미스, 선아, 임아영.
등록 안내자: 미경, 단.
오후 4:30 분까지 오셔서 도와줄 회원 분들:

Yeongae Oien, Toso Smith, Dawn Tomlinson,

노영에, 도서 스미스, Dawn, 수잔 Yoo.

Susan Yoo.

감사 말씀

Token of appreciation






Thanks to MiKyong for hosting the
November meeting and providing delicious
food to share with 24 attendees.
Also would like to express a special
appreciation for the members for their help
with the beautiful table center pieces for the
party!!!



11 월 모임 장소와 별미 음식과 떡을
재공해주신 미경씨 그리고 모임에 오셔서
아름다운 테이블 center pieces 만드느데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2016 회비 내주신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나.

Thanks to the members who contributed for
membership.

회비 $50: 희선 Elletson, 현주 Hilton

Membership: $50.00
Hui Sun Elletson, Hyon Joo Hilton


Special thanks to Kyung Lee for
designing beautiful invitation and
program.

January 2016 Meeting Agenda



Report of annual year-end party and
financial report
1/29/16 Meeting location
Yon Quinlan’ house

Address: 9300 Creek Ridge Lane, Savage, MN
55378
Tel #: 952-217-7017



이번 초청장과 푸로그램을 디자인해주신
이경옥씨 감사합니다.

1 월 2016 회의 의제


연말 파티 보고와 재무보고가 있겠읍니다.



1/29/16 모임 장소

Yon Quinlan 댁

주소: 9300 Creek Ridge Lane, Savage, MN 55378
전화 번호: 952-217-7017

Please bring a dish to share.

Please bring a dish to share.

miscellaneous

기타 사항

You can read this newsletter on
www.kawamn.org

이 소식지 복사는 www.kawamn.org 에서 보실 수

We are on social media!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Facebook 그리고 Twitter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서로

있습니다

나누고 즐겁게 친목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Facebook: KAWAMN
Twitter: @ KAWA_M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