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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씀

Greetings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회원여러분 모두 평안

Our lovely KAWA members, have you all been doing
well? I have been traveled many places but there is a no
beautiful place like Minnesota. I believe living in this
beautiful place, you all have received bountiful God’s
blessings.
We have a sad news in this month is we have lost one of
our member, Eunsil Olson. She received God’s calling
and went to the arms of Jesus. Thank you everyone who
attended her funeral.
For this event made me realized how important to
having KAWA organization in our community. Please
look around our surroundings to see if there is a lonely
person and share your love to them.
I am extending my presidency one more year. June
KAWA meeting will be at th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Minnesota Han Hyun-Sook’s Residence.
KAWA USA LEADERSHIP CONFERENCE was on
June 13-15 finished successfully. We appreciate
President Jinhee Darmer for her hard work for 2 two year term, total 4 years of service. Upcoming term
president is Um Suna was elected unanimously and she
will be taking car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next 2
years. Head Vice President is MN KAWA President,
Grace Vigilante and Yong McClanahan is the General
Secretary. She is from Atlanta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곳을 다녀왔습니다만, 미네소타
같이 아름다운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곳에서
사시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의 슬픈소식은, 우리 사랑하는 방은실 회원님을 잃은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오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림니다.
이번에 저는 한미여성회가 꼭 있어야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회원 여러분, 주위에 외롭게 사시는 분이
계신지 돌아봐 주시고 또 그 분들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람니다.
제가

1 년 더 회장 연임 하기로 했습니다. 6 월달 회의는

한인회 회장님 한 현숙님 댁에서 합니다.

KAWAUSA LEADERSHIP CONFERENCE 는
JUNE 13 - 15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진희 다머 회장님은

2 년임기 1 회, 재임 총 4 년을

수고해 주셨습 니다. 차기 회장에는 아틀란타 한미 여성회
소속 엄수나님 께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 되셔서 다음

2 년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원으로는,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회장,

Grace Vigilante 님께서 수석 부회장에

그리고 총무에는

Yong McClanahan 님, ATLANTA

한미여성회 소속이 임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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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말씀

Token of Appreciation

1. We appreciate Director of our board member
1. 지난 오월달 모임장소 Duluth Cabin 을 제공해 주신
Toso Smith for providing the last month May
우리 이사장님, 도서 스미스씨께 감사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KAWA Meeting place, Duluth Cabin. I am sure
everyone had a nice trip by picked some wild greens 들께서도 기분전환도 하시고 취나물도 뜯으시고 두루두루 잘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장거리 여행 다녀오신 여러분들
and refreshed up. Thank you for taking a long
distance trip.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Following members were paid our membership.

2. 다음은 우리 여성회를 위해 회비를 내어 주신 분들입니다.

Name

Name

Membership

Membership

Claudia Trepanier $50.00
MeHee Coolige.
$50.00
Kimberly Evenmo $50.00

Claudia Trepanier $50.00
MeHee Coolige.
$50.00
Kimberly Evenmo $50.00

KAWA Fundraise (여성회 성금 모으기)

KAWA Fundraise (여성회 성금 모으기)

행주 / 수세미 만들어서 판돈

행주 / 수세미 만들어서 판돈

$40.00

$40.00

Ladies Group 음식에서 나온돈 $50.00

Ladies Group 음식에서 나온돈 $50.00

Total (합계): $240.00

Total (합계): $240.00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후원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 여성회 야유회

KAWA Picnic
KAWA Picnic 2014, date is set on Saturday, July
26. Please reference the following information.

우리 여성회

2014 년도 야유회 날짜가 칠월 이십육일,

Picnic Date: Saturday, July 26, 2014
Place: West Bush Lake, Shelter #2
Address: 9401 W Bush Lake Rd.
Bloomington, MN 55438

Picnic Date: Saturday, July 26, 2014
Place: West Bush Lake, Shelter #2
Address: 9401 W Bush Lake Rd.
Bloomington, MN 55438

Please everyone mark this date on your calendar
ahead of time to attend this event. We all look
forward to having you there.

여러분들 이날을 미리 달력에 기입해 이 야유회에 참석해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 여러분들을
성심껏 모시고자 합니다.

Community News

지역사회 소식

Ramsey County Prosecutor, John Choi’s
Fundraising event will be at the King’s Korean
Restaurant. Everyone, he is only Korean Politician
in this area. Please take your time to attend this
event and help him to succeed in his political career

오는 6 월

29 일, 일요일 킹 레스토랑에서 Ramsey County

검사 John

Choi 씨의 선거모금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내어 참석하셔서 유일한 한국인의 정치적 도약의 발판을
잘 닦을수 있도록 성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vent: John Choi Fund Raising
Date: Sunday, June 29, 2014
Time: 2:30 – 5:30 PM.
Korean Buffet Dinner: $20.00 Per Person

Event: John Choi Fund Raising
Date: Sunday, June 29, 2014
Time: 2:30 – 5:30 PM.
Korean Buffet Dinner: $20.00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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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Information

모임 안내

This month, June KAWA Meeting will be at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innesota
Han Hyun-Sook’s Residence. Please consider Han
President’s caring warm heart for us, please you all
attend the KAWA meeting.

이번 유월달 모임은 미네소타 한인회, 한현숙 회장님댁에서

June KAWA Meeting

June KAWA Meeting

Date: Saturday, June 28, 2014
Time: 12:00 PM.

Date: Saturday, June 28, 2014
Time: 12:00 PM.

Place: Han Hyun-Sook’s Residence
1054 Royale Court
Shoreview MN 55126

Place: Han Hyun-Sook’s Residence
1054 Royale Court
Shoreview MN 55126

Phone: 651-493-7911

Phone: 651-493-7911

*Han Hyun-Sook President wish to know how
many people are coming by June 25. Everyone, if
you are going to attending the meeting, please
inform our president, Grace Vigilante. I am very
sorry about such a short notice.

*한 현숙 회장님께서 몇분이 오시는가 6 월 25 일까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 여성회를 위해서 모임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회장님의 정성을 생각 해서라도 여러분들
께서 많이 참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실분들은 미리 우리 회장님, 그레이스 비질란테씨께
연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Phone: 612-237-2279
Grace Vigilante
Email: kunnunagrace@gmail.com

Phone: 612-237-2279
Grace Vigilante
Email: kunnunagrace@gmail.com

Upcoming KAWA President

한미 여성회 차기 회장

There is a no other candidate, Grace Vigilante
accepted extending her presidency another
term. Therefore everyone, for the prosperity of
KAWA, I ask of you for your cooperation.

다음임기를 이어갈 회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현
회장님 그레이스 비질란테 씨께서 연임 하기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여성회가 잘
발전될수 있도록 더욱더 잘 협조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Volunteer Opportunity

봉사 활동 기회 안내

Camp Chosun operating Korean Culture Camp
on July 1-4, for Korean American children can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they need
volunteers. Hence, become a volunteer part of
planting the good Korean Culture. For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at the meeting. If
you wish to volunteer, please contact our
president, Grace Vigilante.

캠프조선에서

7 월 1 일 부터 7 월 4 일까지 한미 아동들

에게 한국 문화체험을 경험할수있는 캠프를 운영하는데
봉사하실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정겨운
한국문화를 심는데 봉사요원으로 한몫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프에
봉사하시고 싶으신분은 우리 회장님, 그레이스 비질란테
씨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hone: 612-237-2279
Grace Vigilante
Email: kunnunagrace@gmail.com

Phone: 612-237-2279
Grace Vigilante
Email: kunnunagr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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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식

Members News

우리 여성회 이사, 지나 바돈씨의 딸, 하나 바돈양이

Our board member, Gina Bardon’s daughter, Hanah
Bardon was awarded Miss Minnesota 5th place at
the National American Miss State Pageant. In June
6-8, at Double Tree Hotel in Bloomington, 83
young princesses’ (as of January 2014, 4-6 years
old) who passed preliminary selection process
attended for 2 nights and 3 days of completion.
Hanah was selected one of 5 finalists Miss
Minnesota. These 5 selected young princesses’ will
represent the State of Minnesota and competing for
the national title at the National American Miss
Pageant at Hollywood in November.
In addition, Hanah was awarded in 4th place at the
Casual Wear Model Competition, received a medal
and National American Miss Spirit of America
Trophy as well as Portfolio Award.
Please, everyone to support Hanah so she can get a
good result at the national competition.
Congratulations Gina!

Miss

Minesota 5 위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6/6-6/8,
Bloomington 에 있는 Doubletree Hotel 에서 National
American Miss State Pageant 대회가 있었는데 예선을
통과한

83 명의 어린 공주(2014 년 1 월 기준 4-6 살) 들이

2 박 3 일간 경합해서 최종적으로 5 명의 미스 미네소타를
뽑았는데 하나가 그다섯명중에 한명입니다. 선발된 이
다섯명의 어린 공주들은 오는
열리는

11 월달에 할리우드에서

National American Miss 대회에 주 대표로 참석 전

미주지역 대표 우승권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는

Casual Wear Model Competition 에서

4 위에 당선 메달을 받았고 또 National American Miss
Spirit of America 트로피에 Portfolio Award 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양이 전 미주 지역 경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지나씨 축하드립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