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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Greetings
Dear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Minnesota
members!

미네소타 한미 여성회 여러분!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과 곱게 물든 나뭇잎을 보며 이제는 가
을이 완연함을 느낍니다.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쾌청한 미네소타
가을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현재 회장이신 그레이스 비지란테씨께서 World KIMWA
참석차 한국에 방문중인 관계로 부회장 레이첼 에슐리가
인사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 행사는 부산에서 10월 14일-17일에
있고 그레이스 비지란테,
비지란테, 윤 호프만,
호프만, 영애 오이엔씨가
참석 중 입니다.
입니다.

The cloudless autumn sky and the bright colored leaves
make us feel like autumn is here in all of its fullness.
Are you enjoying Minnesota’s nice weather and
beautiful scenary?
Currently, our president Grace Vigilante is visiting
Korea for the World KIMWA conference. The
conference is held in Busan between October 14-17.
Grace vigilante, Yun Hoffeman, and Youngae Oien are
attending the meeting.

얼마전 영국 BBC에서
BBC에서 행복의 10계명을 내 놓았는데 다
음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1.운동
1.운동 2.대화
2.대화 3.미소
3.미소 4.친절
4.친절 5.좋은
5.좋은 일 떠올리기
6.식물
6.식물 가꾸기 7.TV보는
7.TV보는 시간 반으로 줄이기 8.친구에
8.친구에
게 전화하기 9.하루
9.하루 한번 크게 웃기 10.자기에게
10.자기에게 작은
선물 주기

Not too long ago, the BBC listed 10 things to keep you
happy: 1. Exercise 2. Conversation 3. Smiling
4.Kindness 5. Remembering the good things that have
happened 6. Taking care of plants 7.Cut down T.V.
time 8. Call your friends 9. Laugh loudly once a day
10. Get a small gift for yourself.

회원 여러분들도 보충해 주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더
행복한 하루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Please look at your own life and add what you need. I
hope you have happiness even more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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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회의 내용

Notes from October meeting

1. 미네소타 대학 엠 메모그램 연구팀에서 우리
KAWAMN을
KAWAMN을 위해서 $300을
$300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1. University of MN Mammogram Research Center
donated to KAWAMN $300

2. KAWAMN 연말 파티를 st. Paul Holiday Inn
(비원)
비원)에서 있을 예정 입니다.
입니다. 파티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 입니다.
입니다.

2. KAWAMN Anuual end year party will be at St. Paul
Holiday Inn.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party next
meeting.

3. Dawn Tomlinson
Tomlinson과
과 Susan Welkum이
Welkum이 새 멤버로
등록 했습니다.
했습니다. 환영 합니다.
합니다.
4. 한국에 있는 햇빛 재단에 $500, 다문화 청소
년 오케스트라레 $500을
$500을 기증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3. Dawn Tomlinson and Susan Welkum joined as new
members. We welcome them.
4. From our last Sept. meeting, we decided to donate
$500 to Sun Rise Center and $500 to Multiculture
Dream Orchestra in Korea.

10월 모임 안내

October Meeting

10월 모임은 Toso Smith씨대에서
Smith씨대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 Time: Saturday, October 25, 2014
12:00 PM
* Place: Toso Smith
* Address: 18054 Kindred Court
Lakeville, MN 55044
* Phone:
Phone: 651-308-7290

* Time: Saturday, October 25, 2014
12:00 PM
* Place: Toso Smith
* Address: 18054 Kindred Court
Lakeville, MN 55044
* Phone: 651-308-7209

10월 모임 안건

October Meeting Agenda

1, 연말파티 위원회 조성과 파티에 관한 전반적
인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합니다.
티켓과 팜프렛 작성,
작성, 파티장소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티켓 판매,
판매, 파티 진행 과정 등 입니다.
입니다.

1. We will share the ideas about the KAWAMN Anuual
end of year party, including making tickets and
pamplets, decorations, ticket sales, schedule.

2. KAWAMN 뉴스레터를 위해 컬러 프린터 구입
사항을 토의 하고자 합니다.
합니다.

2. Purchasing color printer for KAWAMN newsletter.

회비 납부 사항

Donations and Membership fees

* 햇빛 재단 기부자 명단
Linda Chun($50), Toso Smith($50),
Susan Welkum($20), Yunna Christian
son($20), Sunjin Alhgren($50)
* 이시회비 :Kunja
:Kunja Johnson($100)
* 멤버 회비 $50 :Susan Welkum, Kunja Johnson,
Dawn Tomlinson, Kyuok Manthe, Julie Ahles
* 미네소타 대학 엠 메모그램 연구팀 기부금
:$300

* Donations to Sun Rise Center
Linda Chun($50), Toso Smith($50), Susan
Welkum($20), Yunna Christianson($20), Sunjin
Alhgren($50)
* Board of Director :Kunja Johnson($100)
* Membership fee: $50 :Susan Welkum, Kunja Johnson,
Dawn Tomlinson, Kyuok Manthe, Julie Ahles
* Donation from University of MN Mammogram
Reseach Team: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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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September starts new year for KAWAMN.
All international marrige women can be a member. Our
membership fee is $50 (If you are unable to pay,
membership can be waved). Please all members attend
the meeting and talk about your views, share Korean
food, meet old friends, discuss KAWAMN’s future.
We would like to find out how KAWAMN can better
serve everyone.

* 9월 부터 새 회계년도 입니다.
입니다. 국제결혼 여성들은 모
두 회원의 자격있습니다.
자격있습니다.
회비는 일년에 $ 50.00 입니다.
입니다. (형편이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
면 안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회의에 많이 참석하셔서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먹고, 옛친구도 만나고,
만나고,
우리 한미여성회가 나가야하는 방향도 잡고,
잡고, 하고싶은
이야기 맘껏하는 화기 애애한 미팅,
미팅,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네소타 한미여성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합니다.
이사님들 (예년
(예년 회장님들 모두는 이사님 들임니다.
들임니다. 이사
비는 $100.00) 입니다.
입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미여성회는 여
러분들의 사랑으로 3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림니다.
드림니다.

Board of Directors - all former Presidents are all board
members, and the annual fee is $100.
KAWAMN could continue for 33 years because of
your precious support. We appreciate to all members
who are providing attention and love to KAWAMN.

사회 소식

Community News

1. 2014년 법륜스님의 세계100회,
세계100회, 희망세상만
들기 즉문즉설 미네소타 강연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1. Korea’s famous monk “BobRyun” (2014 world
100 “Hope for the World”) will be in Minnesota to
speak.

* 날짜
날짜:
: 10월 23일 (목
(목) 오후 7시
* 장소:Sister
장소:Sister of St. Joseph of Carondelet
1890 Randolph Ave.
St. Paul, Mn 55105
* 문의:
문의: 612-987-8045
sehee246@gmail.com
www.jungtosociety.org

* Date: Oct, 23rd, 7p.m.
* Place:Sister of St. Joseph of Carondelet
1890 Randolph Ave.
St. Paul, Mn 55105
* Contact: 612-987-8045
sehee246@gmail.com
www.jungtosociety.org

2.한국
2.한국 문화 체험
한국에서 방문하는 한국 풍물 놀이단과 한양 전통 공연
단, 그리고 투윈 시티의 장미 무용단원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 날짜
날짜:
: 10월 31일 (금
(금) 오후 1시-5:30
* 장소:
장소:University of Minnesota McNamara
Alumni Center
* 문의:
문의: http://www.story-of-korea.com

2.EXPLORE
KOREA AND EXPERIENCE
2.
KOREAN CULTURE
OCTOBER 31ST 1:00PM - 5:30PM
University of Minnesota McNamara Alumni Center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is coming from Seoul, Korea, to
perform at the event!
Be the first in Minnesota to experience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 Hanya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ese premier
performers will present a concert of traditional Korean music
played on string and wind instruments.
Our own Twin Cities based group, Jang-mi Korean Dance &
Drum will perform a beautiful Korean fan dance with the live orchestra.
A special appearance by B-Boy Faithfoot, Matt Davidson will
show off his break dancing skills and demonstrate why this dance
form is an international sensation.
Following the performance, enjoy Korean refreshments and look
over Korean items for sale.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quest FREE tickets to this outstanding cultural event, please visit
http://www.story-o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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