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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네 소 타

한 미 여 성 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MN

인사말

Greetings

미네소타 한미 여성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ear,

“April shower brings Mayflower” 라기 보다는 “May
shower brings Mayflower” 라고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은 봄비가 잦은 5 월 입니다. 충분한 강우량
덕분에 나뭇잎들은 서서히 그 짙푸른 초록빛을
발하고, 꽃 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 고운 자태를
뽑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파를 잘 견디어 내고
다시 소생하는 자연에 한 없이 고마운 마음
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화창한 봄 날씨와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끼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Greetings to all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Minnesota(KAWAMN) members & families!
Instead of “April showers brings May flowers” we
should say “May showers brings May flowers” because of all the rain we have had this month.
The rainfall has caused to the trees to turn bright
green and beautiful flowers to blossom. We appreciate the resuscitation of nature after the cold winter
and we should feel and enjoy the nice and warm
spring with our all senses.

지난달 회의를 열어주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신 Dawn Tomlinson 회원님께 감사를
드림니다.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to Down Tomlinson who hosted April
meeting and provided delicious food. Also, thanks
to all of the members who attended the last meeting
and brought tast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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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Meeting

5 월 미팅 안내

Our May meeting will be at Sunjin Ahlgren’s residence on May 23, 12 noon.

5 월달 모임은 Blaine 에 사시는 Su-Jin Ahlgren 씨
댁에서 5 월 23 일 12 시에 있습니다.
주소: 2047 117th Lane N.E Blain MN 55449.

Address: 2047 117th Lane N.E
Blain MN 55449.
Phone: 612- 730-9260

전화: 612- 730-9260

May Meeting Agenda

5 월달 미팅 중요 안건

1. We will nominees next years KAWAMN president.

1.다음 임기를 이어갈 회장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2. Kyeong Ok Lee has almost completed our new
directory. However we can’t complete it without
your support. Please send us the following contact
information if you haven’t already:
American Name, Korean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2. 이경옥 회원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새
주소록 발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회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가 너무 힘든일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우리 회장단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specially, please make sure to check that your
American name is spelled right and E-mail address
is correct. If anybody wishes to be excluded from
the new directory, please let us know.

영어이름, 한국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특히 영어 이름의 철자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이메일 주소가 미등록 되었거나
오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소록에 등록되고 싶지 않은 분은
연락 주십시요,

President: Grace Kim
Phone: 612-237-2279
Address: 14304 11th Avenue South,
Burnsville, MN 55337
Email: kunnunagrace@gmail.com

여성회 연락처는:
회장: 김 은혜 (Grace Kim)
전화: 612-237-2279
주소: 14304 11th Avenue South, Burnsville, MN 55337
Email: kunnunagrace@gmail.com

Vice President: Rachael Ashley
Phone: 612-770-6779
Email: chon.incha@hotmail.com

부회장: 전 인자 (Rachael Ashley)
전화: 612-770-6779
Email: chon.incha@hotmail.com

2

Community News

한인사회소식

1. Thank you for the members who volunteered
from April 30 to May 3 for last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s annual event “The Festival of Nations”

1.지난 4 월 30 일에서 5 월 3 일까지 한인회
연중행사 국제 민속제전에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림니다.

2. June Activities

2. 6 월달 행사

a. The following invitation letter is from Korean

a.

Institute of Minnesota for the 40th Anniversary
event.

에서 40 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한미 여성회
회원님들을 초대해 주신 글입니다.

Dear, President Grace & KAWAMN members,
“Korean Institute of Minnesota” has been serving Korean adoptees and Korean second generation to build Korean’s pride and identity in Korean community for the last 40 years. Now we
are celebrating it on Saturday, June 6.

미네소타 한국학교 (Korean Institute of Minnesota)

이 고장에서 지난 40 년 동안 입양인들과 한국 2
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라도록
도와준 “미네소타 한국학교”가 40 주년을 기념하여
6 월 6 일 잔치를 합니다.
한국입양인들과 우리 2 세들을 사랑하시는 한미
부인회에서 테이블 하나 ($500.00) 를 예약해
주시고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테이블에 10 명, 1 인당 $50.00

KAWAMN members who want to support the
Korean adoptees and Korean second generation
of Koreans, please reserve a table, seating 10
people per table ($500.00) = $50.00 per person.
Please come and celebrate with us.

날짜: 6 월 6 일, 토요일
시간: 5 시-6 시 Social and Silent Auction
6 시-8 시 Dinner and Program
장소: Ramada Plaza Hotel (Industrial Blvd & Hwy 35)

Date: Saturday, June 6.
Time: 5pm-6pm Social and Silent Auction
6pm-8pm Dinner and Program Place:
Ramada Plaza Hotel (Industrial Blvd & Hwy 35)
MC: Sunny Kase
Speaker: John Choi

참석 하실수 있으신 분들은 김 은혜 회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회장님: 612-2372279

b.

Please contact Grace(612-237-2279) if you can attend the event.

장미 무용단 리싸이틀이 6 월 13 일에
있습니다. 입양아로서 이 미네소타 지역사회의
한국전통 고전 무용단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b. There will be a recital of JangMi Dancing Group

도움이 필요합니다. 6 월 12 일 저녁 5 시에 오셔서

on June 13. This is adoptee group who contributes
Korean Traditional dancing in Minnesota. They need
our support. We need 5 volunteers on June 12 to get
ready for cooking, and 5 volunteers on June 13 for
cooking. Please contact Grace if you can help.

준비해 주실분 5 명, 6 월 13 일날 오셔서 음식
만드실분 5 분이필요 합니다. 가실수 있으신분은
회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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