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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네 소 타 한 미 여 성 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MN

인사말

Greetings

미네소타 한미여성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년 밝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12 지간 중에 을미년(乙未年) 양(羊)띠의 해이고, 그
중에서도 청양(靑羊)의 해 입니다. 올 새해에도 한미
여성회 회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Dear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Minnesota
members!
The bright and hopeful new 2015 year was risen up. This
year is the Lamb’s year and in particular it is the Blue
Lamb’s year. I wish that all KAWAMN members are
blessed and peaceful under the god’s shoulders.

지난 12 월 연말 파티를 위해 수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 그레이스씨, 회계 도서씨,
부회장 레이첼씨, 사회를 보신 연이씨, 데코레이션에
Tom(도서씨 남편),수진씨, 티켙팅에 경혜 P.씨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인회에서 $300.0 기부와 All that story America 의 $ 200.00 그외 물질적 시간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 전통 무용인 부채춤과 북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준 “ KOREAN HERITAGE HOUSE”
(한국 문화 유산의집) 소장 Brooke Newmaster 씨와
그 단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e appreciate all the people who volunteered for the
end of the year party last December. Especially, thanks to
President Grace V., Treasurer Toso S., Vice President
Rachael A., Party MC Yon Q., Decorations Tom S. &
Sujin A., Ticketing Kyung P. We are grateful for the
donations from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N
($300) and All that story America’s ($200). Also, great
thanks to the Korean Heritage House’s director Brooke
Newmaster and her dancing group. Their Korean traditional fan dance and drum dance were magnif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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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미팅 안내

January meeting
January meeting will be at Meehee Coolidge’s resident on
Jan. 31, 12p.m (noon). Even though it is the middle of
winter, please get together and share the warmth.

1 월달 미팅은 1 월 31 일 오후 12 시 Mihee Coolidge
회원님댁에서 할 것 입니다. 혹한의 겨울 날씨지만 모두
오셔서 몸과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Address: Mee Hee Coolidge
9108 Douglas Drive
Eden Prairie, MN 55347
*Phone: 952-240-5288
*Time: Jan, 31st, 12 p.m. (noon).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소:

Mee Hee Coolidge
9108 Douglas Drive, Eden Prairie, MN 55347
*연락처: 952-240-5288
st

*시간: Jan, 31

Members news

12 p.m

회원 소식

1.Our member Myong Dusbabek’s mother-in-law’s funeral
was held at Nordby Funeral Home on Dec. 30, 2014. She sent
us a thank you letter and said she appreciate our members
visiting and the bouquet.
2. Korean Heritage House’s Lunar new year event was on Jan.
17 and KAWAMN joined for fund raising.
Grace V. prepared kimchi, radish kimchi, kimchi pancake,
Round pancake and earned $341 at the event.
Kunja J., Kyungae K., and her daughter Anna, Grace V sold
the side dishes. Thank you for all ladies who volunteered for
KAWAMN fund raising.

1.Myong Dusbabek 회원 시어머님의 장례식이 12 월 30 일
Nordby Funeral Home 에서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방문과
부케를 잘 받았다는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2. Korean Heritage House 가 주관한 1 월 17 일 Lunar new
year event 에 한미 여성회가 모금 운동으로 참여 했습니다.
이 날 회장 그레이스씨가 준비한 김치, 깍뚜기, 김치 부침개,
동그랑땡등을 판매해 $341 이 모금 되었습니다. 판매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군자 J.씨, 경애 K.씨와 딸 애나 그리고
그레이스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소식

Community News
Currently Korean welfare facilities’ support from the U.S.
government has been reduced. The “Banchanbang” (side dish
corner) will be enhanced to make up for a budget shortfall.
Please everyone make good use of it.
Every week “Banchanbang” will provide a menu and caterings
are available. The place is searching for more volunteers.
Our member Grace V. and Suk J. are volunteering every
Wednesdays.

현재 미네소타 한인 복지쎈타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많이 줄어든 상태 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 기관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반찬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의 메뉴외에 잔치음식 케터링도 하며, 이 일들을
도울 자원 봉사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회장과 숙희 잔슨 홍보부장은 매주 수요일에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 January menus are available at

2015 년 1 월 메뉴가 준비되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Mwntr_HG04
QwHmxf8jpYMLvBSSD_15ztxPX4X_bhXDg/viewfor
m Please click to order.

https://docs.google.com/forms/d/1Mwntr_HG04
QwHmxf8jpYMLvBSSD_15ztxPX4X_bhXDg/viewfor
m 을클릭해주세요.

The order is due every Monday 12p.m. and pick up is
every Wednesday between 3:30p.m.-5:30p.m. Phone
number 612-272-9752, Restaurant: 612-339-2215
Thank you

주문은 매주 월요일 정오 12 시까지이고, 픽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3:30-5:30 분 사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방 전화번화가 612-272-9752,
식당;612-339-2215 입니다. Thank you

From Banchanbang

반찬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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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USA 소식
KAWAUSA 에서는 미네소타 여러회원님을 CRUSE 초대합니다.
(KAWAUSA is inviting KAWAMN members to be on a cruise)

5 nights departing April 25, 2015 on
Carnival's Carnival Triumph
Sat
Sun
Mon
Tue
Wed
Thu

Apr 25
Apr 26
Apr 27
Apr 28
Apr 29
Apr 30

Galveston, TX
At Sea
Merida (Progreso), Mexico
Cozumel, Mexico
At Sea
Galveston, TX

4:00pm
7:30am
9:00am

4:00pm
4:00pm

8:30am

*Price includes cabin fare, port fees and taxes Inside cabin: $429 per person Balcony : $609 per person
*Gratuities can be paid on the last day of sailing at the rate of $12 per person per day (or prepaid if you wish).
*Cancellation and medical protection can be added for $49 per person.
*Information needed for booking: Passport names, Birthdates, Citizenship, Email, Phone number, Billing address (Please call with credit card)
Tim McKian
Group Travel Counselor
Vacations To Go
Tmckian@vacationstogo.com
Hours: Mon-Fri: 11:30AM - 8:30PM (US Central Time)
US and Canada: 1-800-514-9986 ext. 7274
For toll free numbers from other countries, click here http://www.vacationstogo.com/tollfree.cfm
직접연락하셔서 BOOKING 하시기 바람니다.(Please book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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