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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씀

Greetings

여러분들, 오월달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분주한 달입니다.

Everyone, the Month of May is very busy for Koreans.
For those, we couldn’t ignore mandatory volunteer
events in the Korean community, family event for
Mother’s Day, and limited time for picking Ligularia
fischeri (취나물) and Furn (고사리), etc. In addition,
planning the Memorial Day weekend vacation and
opening Fishing Season trip made even busier.
In this midst, Toso Smith, our KAWA, Director of the
Board Members, planned KAWA Meeting outing for
this month and invited everyone to the Duluth Cabin.
So, everyone can pick Ligularia fischeri (취나물) as much
you want. For our Koreans, knowing we appreciate
organic natural foods and if we don’t pick this limited
golden time line, we have to wait an another whole year,
pleas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Driving direction
and Car-Pool information is listed on the Meeting
Information Section.

그것은 의무적인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대형적인 우리 한인 사회의
행사와 가족들의 행사인 어버이 날을 비롯, 시기를 놓칠수 없는
취나물, 고사리 뜯기 등등은 그냥 무심코 지나칠수 없는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 현충일 (Memorial

(Opening Fishing Season) 까지

Day) 연휴에, 낚시-시즌 개방

맞춰 가족들 여행계획 까지

끼어 있으니 여간 분주한게 아니지요.
이런 와중에, 우리 이사장님, 도서 스미스씨께서 Duluth

Cabin

으로 이번 5 월달 여성회 모임 나들이 계획을 세워 여러분들을 초청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취나물(Ligularia

fischeri)을 마음껏 뜯어가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

이라면 건강에 좋은 무공해 자연식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짧은
황금같은 시기에 수확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다음해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에 이 기회를 놓칠수가 없지요.
운전 방향 안내와 합승안내는 모임 안내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여성회 야유회

KAWA Picnic

우리 여성회 2014 년도 야유회 날짜가 칠월 이십육일, 토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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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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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날을 미리 달력에 기입해 이 야유회에 참석해 주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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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 여러분들을 성심껏
모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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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of Appreciation

감사 말씀

1. Our sincere gratitude goes to who volunteered as
KAWA representatives at the Festival of Nations.
Following names are the people who volunteered.

1. 지난 국제 민속 제전에서 우리 여성회를 대표해 봉사를 해

Grace Vigilante
Kapsun Adams
Rachel Ashley

Grace Vigilante
Kapsun Adams
Rachel Ashley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봉사를 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Yun Huffman
Jinhee Dalmer
Dawn Tomlinson

Yun Huffman
Jinhee Dalmer
Dawn Tomlinson

2. Following members were paid our membership,
board membership fees and contributions.

2. 다음은 우리 여성회를 위해 회비, 이사비, 기증금을 내어

Name

Name

주신 분들입니다.

Membership /Board Membership

Linda Chun.
Mikyong Walther.
Jina Bardon.
Yeong Oien.
무명인 (Anonymous)

50.00.
50.00
50.00
50.00

100. 00

Donation 200.00

Membership / Board Membership

Linda Chun.
Mikyong Walther.
Jina Bardon.
Yeong Oien.

50.00.
50.00
50.00
50.00

무명인 (Anonymous)

Donation 200.00

KAWA Fundraise (여성회 성금 모으기)
Made Dish Clothes/ Dish Scrub Sales 95.00

KAWA Fundraise (여성회 성금 모으기)
행주 / 수세미 만들어서 판돈 95.00

Total (합계): $595.00

Total (합계): $595.00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후원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ccepting President Nomination

차기 회장님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100. 00

Current president, Grace Vigilante’s term will be
ends as of August. Therefore everyone, if you
know someone who can provide a good service for
KAWA’s prosperity, please nominate as a president
candidate. Final president election will be at the
June meeting.

현 회장님 그레이스 비질란테씨의 임기가 오는

Tick Warning

빈대 경고

Picking wild greens and outdoor activity season
comes with another worrisome. It’s a Tick. The
dangerous tick season is May through July.
Specially, this year’s tick carries much stronger
germ than any other years because they survived
through extreme cold winter. Hence everyone,
please be cautious not to get tick bite.

산나울을 뜯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은 우리에게 또

8 월달에 종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여성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실수 있는 분을 알고 계시면 회장 후보로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월달 모임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바로 빈대이지요. 빈대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오월달 부터 칠월달 사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강추위에 견뎌낸 이 빈대들은 어느해 보다도 그 균이
아주 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빈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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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Information

모임 안내

This Month of May KAWA Meeting will be at
Toso Smith’s Cabin in Duluth. Please
everyone come to the meeting, pick wild
greens, breathe fresh air, and enjoy the
freshness of nature. Cabin address, driving
direction, and car-pool information reference is
below.

이번 오월달 여성회 모임은, Duluth 에 있는 도서

KAWA Meeting

KAWA Meeting

Date: Saturday, May 31, 2014
Time: 12:00 PM.

Date: Saturday, May 31, 2014
Time: 12:00 PM.

Place: Toso Smith’s Cabin
3081 Lady Nicole Ln.
Duluth, 55803

Place: Toso Smith’s Cabin
3081 Lady Nicole Ln.
Duluth, 55803

Phone: 651-308-7290

Phone: 651-308-7290

Driving Direction:

Driving Direction:

스미스씨의 캐빈에서 있습니다. 모임도 하고, 산나물도
뜯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자연의 신선함을 음미하며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캐빈
주소와 운전 방향안내 그리고 합승 안내는 아래의
사항들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Take I35 to Duluth until it ends at London
Rd. Follow London Rd past Glensheen
Mansion and turn left at 43rd Ave.
2. Go up the hill to Stop sign at Glenwood
Ave. Turn left and go to next Stop sign
3. at Jean Duluth Rd. Turn right and go north
about 8 miles to Troy Brett Rd(gravel road
on your right).
4. Take Troy Brett Rd about 1/4 mile to Stop
sign at Lady Nicole Lane.
*Turn right and go exactly 1 mile to 3081.

1. Take I35 to Duluth until it ends at London
Rd. Follow London Rd past Glensheen
Mansion and turn left at 43rd Ave.
2. Go up the hill to Stop sign at Glenwood
Ave. Turn left and go to next Stop sign
3. at Jean Duluth Rd. Turn right and go north
about 8 miles to Troy Brett Rd(gravel road
on your right).
4. Take Troy Brett Rd about 1/4 mile to Stop
sign at Lady Nicole Lane.
*Turn right and go exactly 1 mile to 3081.

합승안내

Car-Pool Information

혹시 다른분들과 함께 합승을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If you would like to car-pool with someone,
please contact our President, Grace Vigilante.

회장님, 그레이스 비질란테씨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Grace Vigilante: 612-237-2279

Grace Vigilante: 612-237-2279

합승을 하실분들은 그레이스 비질란테씨께 연락을 드려

If you are going to car-pool, please contact
Grace Vigilante ahead of time to reserve your
spot early so your trip plan go smoothly.

여러분의 자리를 미리 예약을 해 이 여행 계획을 순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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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 USA NEWS

한미 여성 총 연합회 소식

All things turn into the green in this warm spring,
all of our members, are you all stay well?
KAWA USA Leadership Conference scheduled to
celebrate 10 year anniversary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network. KAWA
USA organizes to reach out to our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n every state thru the network
and connect together to build our unison. Also, we
are going to working with World KIMWA, educate
Korean community people, Korean people’s
prejudice that deeply rooted in Korean society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and multi-cultural
family.

파릇 파릇 새싹들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날에 모든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KAWAUSA)에서는 창립 10 주년
기념 행사와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쉽 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KAWA USA 에서는 미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국제 결혼 여성들의 실태파악 및 각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국제 결혼 여성들의 결집돤 역량을
모으고 아직도 한국/한인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World

KIMWA 와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노력 할것입니다.

KAWA USA CONFERENCE

KAWA USA CONFERENCE

일시: 6 월 13 일, 오후 6 시 - 6 월 15 일, 오후 3 시

Date: June 13, 6:00 PM. – June 15, 3:00 PM.

장소: Star Theater

Place: Star Theater
840 Ralph Aberthey
Atlanta, GA 30310

840 Ralph Aberthey
Atlanta, GA 30310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conference, 이 회의 참석에 관한 문의 사항들은 아래에 있는
분들께 연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please contact following people.
회장: JinHee Darmer 김 진희

President: Jinhee Darmer 김 진희
Email: hdarmer@yahoo.com

이 메일: hdarmer@yahoo.com

Tel: 651-338-2490

전화: 651-338-2490

Director of Board: Silvia Patton 윤 영실

이사장: Silvia Patton 윤 영실

Email: silviapatton@gmail.com

이 메일: silviapatton@gmail.com

Tel: 703-573-9111

전화: 703-573-9111

Chair of Committee: Suna Om 엄 수나

준비위원장: Suna Om 엄 수나

Email: omsuna@hotmail.com

이메일: omsuna@hotmail.com

Tel: 404-934-9000

전화: 404-934-9000

General Secretary: Grace Vigilante 김 은혜

수석 총무: Grace Vigilante 김 은혜

Email: kunnunagrace@gmail.com

이메일: kunnunagrace@gmail.com

Tel: 612-237-2279

전화: 612-23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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