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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Already the first day of spring of the Korean calendar has passed, but in Minnesota the bitter
winter still surrounds us. However, before long
we will be seeing leaves on the trees and the
blooming of flowers. The anticipation of spring
can sustain us through another month or so of
cold weather.

이미 입춘도 지나고 경칩을 앞두고 있지만
미네소타의 들과 산은 입춘대길(立春大吉)이란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동장군의 기세가 당당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살며시 찾아올 푸르른
봄과 흐드러지게 필 꽃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February 19 is the Korean Lunar New Year’s day.
We are all far away from our home towns and
might sometimes forget about Korean holidays.
However, we still can share our traditional Korean food and culture with our families.

2 월 19 일은 한국의 구정 입니다. 고국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조금씩 잊어져 가는 명절 이지만
가족과 함께 설날 음식도 나누며 구정에 대한
풍습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늘 우리 한미여성회원 가정에 웃음 가득하시고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Hopefully all of our members and their families
are happy and healthy all year around.

2 월 미팅 안내

February Meeting
2 월달 미팅은 2 월 28 일 오후 11 시 30 분
Kings Korean Restaurant 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소: 1051 East Moore Lake Rd, Fridley
*연락처: (763) 571-7256
*시간: 2 월 28 일, 11 시 30 분

Our February meeting will be at Kings Korean
Restaurant on Feb. 28:
*Address: 1051 East Moore Lake Rd, Fridley
*Phone: (763) 571-7256
*Time: Sat., Feb, 28, 11: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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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News

회원 소식

1.Thanks to Meehee Coolidge who volunteered to
host the January KAWAMN meeting and served
delicious food for all.

1. 1 월달 미팅에,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미희 Coolidge 회원님께 감사 드림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림니다.
2.새로 오신 분이 유혜숙(Susan Yoo), Mary Howard(Mary.myunghee@gmail.com) 입니다. 환영
합니다. 그리고 오랫만에 나오신 Myong Dusbabek
씨와 Yujin Parker 씨 다시 뵙게 되어반가웠습니다.
3 월 미팅에서 다시 뵙기를 바람니다. 3. 새회원이 되신
유혜숙씨께서 우리 주소록 만드는것을 봉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3 월부터 시작해서 6 월미팅까지 작업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회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We welcome new members Susan Yoo and
Mary Howard.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seen Myong Dusbabek and Yujin Parker.
We were pleased to see you again and hope to
see you at the next meeting too.
3. Our new member Susan Yoo volunteered to
update our membership directory. She plans to
start on March and finish it on June. Please try
to help her out.

4.회비내주신분.
Hyon Nom Engebretsen $50.00, Nina Robb.$ 50.00
Myong Dusbabek $50.00, Susan Yoo $50.00

4 .Paid Membership fee
Hyon Nom Engebretsen $50.00, Nina Robb $ 50.00
Myong Dusbabek $50.00, Susan Yoo $50.00

사회 소식

Community News

1.한국의 문화를 보급하기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
문화 유산의집 Korean Heritage House St. Paul MN.
(Brooke Newmaster )” 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광개토
풍물놀이” 패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문화 유산을
미네소타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1. Director of Korean Heritage House Brooke
Master strives to contribute to Korean culture in
Minnesota. She invited Korea’s famous Pungmul
team “KwangKaeTo Pungmul Nori”. These are
Korean folk music performers that drum, dance
and sing. The performance will be on Thu.,
March 5, 7p.m-9p.m at White Bear Lake High
School North Campus, 5045 Division Ave.,
White Bear Lake, MN.
There is no admission fee, although donations
will be appreciated.
We want to thank Brooke for introducing Korean culture to over 13,000 adoptees, as well as to
second-generation Koreans.

3 월 5 일 목요일 7 시부터 9 시까지 White Bear Lake
High School North Campus, 5045 Division Ave., White
Bear Lake, MN 에서 공연을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Donation Wwlcome 입니다. 우리
회원여러분들께 많은 참석을 바람니다. 13,000 명의
한국 입양아들과 한인 이세들에게 문화유산을 지키는
우리 부룩 뉴메스터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2.KAWAUSA Cruise 에 가실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Information 과 가시기로
결정하신분들은 회장 그레이스씨께 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612-237-2279

2. If there is anybody wishes to attend the
KAWAUSA Cruise, you will need to apply on
your ow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Grace at 612-23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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