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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보관은 현재 3명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홍보대사들이 운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orner is currently operated by three administrative 
staff members and student ambassadors who assist the operation. 
In addition, there is an advisory committee of ten members and
dozens of active volunteers.

한국홍보관은 아틀란타 총영사관과 어번대학교 대외협력처의 

지원으로 2017년 3월 28일 어번대학교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홍보관은 Haley Center 에 자리잡고 있으며, 

어번대 평생교육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The Korea Corner, a center for Korean community relations,
was founded on March 28, 2017, at Auburn University with the
support of Atlanta's Consulate General and Auburn University
Outreach. The Korea Corner is located on the 2nd floor of the
Haley Center and operates within the Office of 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OPCE) at Auburn University.

코리아코너 관계자 | Staff
From left: Drs. Aeri Song,  Suhyun Suh, and  Dong Woo Daniel Yu

KOREA CORNER since 2017

사명�|�MISSION�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한국인과 타민족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민간 외교 단체로서의 사명을 담당합니다. 

To bridge the cultural gaps between Koreans and Non-Koreans
in the Southeast reg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future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

조직�|�ORGANIZATION�

설립�|�ESTABLISHMENT��

학생홍보대사 | Student Ambassadors
From left: Desmond Simmons, Jimin Choi, Seungju Kim

한국홍보관 개관식 | Korea Corner Opening Ceremony
From left: Dr. Dong Woo Yu, City of Auburn Mayor Ron Anders, 
Executive Director of OPCE Hope Stockton,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Liberal Arts Dr. Giovanna Summerfield, Past Provost Dr.
Timothy Boosinger, Past Consul General of ROK in Atlanta Sungjin
Kim, Vice President for University Outreach and Associate Provost
Dr. Royrickers Cook, Opelika Mayor Gary Fuller, Assistant Provost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Dr. Andrew Gillespie, 
2017. 3. 28.

코리아 코너 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 
Korea Corner Advisory Committee Meeting,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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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 특강, 미국 관련 특강, 한국 영화 상영 

어번시 초 · 중 · 고교 한국어 / 문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일대일 튜터링 서비스 제공 

각종 교육 세미나 제공 

미국 초·중등 교사 여름학기 한국 연수

문화교실 운영 (한국 요리, 부채춤, K-pop 댄스) 

추석 및 설날 행사 개최

지역 봉사 (지역 초·중·고교 다문화 행사 지원)

Special lectures on Korea as well as on the 

After school program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schools in the city of Auburn 
Korean one-on-one tutoring service
Various educational seminars 
Global education program for U.S. teachers 

Korean culture classes (Korean cuisine, fan dance, 

Chuseok (Korean Thanksgiving ) and 

Community Service (support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multicultural events)

     United States, and Korean movie night

      in South Korea during summer

      K-pop dance)

      Lunar New Year Festivals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held in
Alabama 
Opening of the Korea Corner SNS platforms 

      (Kakao Talk)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local Koreans

박병철 한글작가 초청 “한글파티” 행사
남북한 갈등관계 심포지엄

"Korean Party" event offered 

Symposium on Inter-Korean Conflict Relations
        by Korean artist Byung-Chul Park

알라바마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개최
지역 한인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2019년 코리아
코너 정보방, 코리아코너 교육 정보방 (Kakao Talk) 개설

한국홍보관�주요�활동�소개�|�KOREA�CORNER�ACTIVITIES

남북한 갈등 관계를 주제로 실시된 심포지엄 |
Symposium on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rom left:  Dr. Matthew Clay, Dr. Lawrence Grinter, William Brown, 
Dr. Hyeongwoo Kim, 2017.11.9.

박병철 한글작가 초청 “한글파티” 행사 | 
“Korean Party” event led by Korean artist Byung-Chul Park. 2017.4.1.

연례행사�|�Annual�Events

2017년�특별�행사�|�2017�Special�Events

2018년�특별�행사�|�2018�Special�Events

미주 한인의 알라바마 지역 정착경험을 주제로 한 에세이
컨테스트

Essay contest on the theme of Korean American
settlement in Alabama

2019년�특별�행사�|�2019�Special�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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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2020년 현재 어번시에 있는 5개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주 2회 한시간씩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재 3명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틀란타 한국교육원의 지원으로 
2018년 가을학기 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번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청소년 프로그램과 
한국홍보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program is implemented at five schools in Auburn
as of 2020.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for one hour for
students who are committed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program commenced fall semester of
2018 with the support of the Atlanta Korean Education
Center, and is jointly operated by Auburn Youth
Programs and the Korea Corner at OPCE  at Auburn
University. The schools providing the afterschool
program are listed below.

Ogletree�Elementary,�Drake�Middle�School,�East�Samford�School
�������������������Auburn�Junior�High�School,�Auburn�High�School

다도 수업 | Tea Ceremony Class
Auburn High School, 2020. 2. 19.

붓으로 대나무 그리기 | Drawing Bamboo with a brush
Auburn Junior High School, 2020. 2. 18

찰흙으로 "누나" 쓰기 | Creating "누나" with clay
Ogletree Elementary, 2019. 10. 1.

보름달에 소월 쓰기 | Writing a wish on the full moon at Chuseok event 
Auburn Junior High School, 2019. 9. 13.

 태권도 연습 | Takwondo Practice
Ogletree Elementary, 2019. 10. 31.

한국언어�및�문화�교육�|�KOREAN�LANGUAGE/CULTURE�EDUCATION

1..어번시�초·중·고교�‘한국어·문화�방과�후�프로그램’�운영�
1..Korean�Language�and�Culture�Afterschool�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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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번대학교�학생�대상�‘한국어�일대일�튜터링�서비스’�제공�
2..Korean�Language�Tutoring�Program�for�Auburn�University�Students

일대일 한국어 튜터링 | One to One Tutoring
Tutor : Aeri Lee, 2019 Fall Semester

일대일 한국어 튜터링 |One to One Tutoring
Tutor : Haekang Yang, 2020 Spring Semester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 Volunteer Orientation
 Instructor : Haesoon An,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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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보관에서는 한국어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어번대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튜터링은 주 1회 한 시간 제공되며,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숙제나 시험 준비에 도움을 받습니다. 
봉사는 학생,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봉사자들에게는 학기초에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됩니다.

The Korea  Corner provides free tutoring services to
Auburn University students taking basic Korean
language courses. Tutoring is provided once a week for
an hour, in one-to-one or small group settings. During
this time, students practice Korean conversation and get
help with homework and exam preparation.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can apply to be volunteers, and
orientation is provided to volunteer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이화초등학교 방문 | Visit Ewha Elementary School, 2019

아진 본사 방문 | Visit Ajin Headquater in Kyoungsan, South Korea, 2014

여승과의 대화 | Dialogue with a  Woman Monk at  Jogyejong  in Seoul, 2018

 한복 입기 체험 | Hanbok Dressing Experie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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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번시�및�인근�지역�초·중등�학교�교사�한국�연수
3..Global�Education�Program�for�Educators�in�Korea

이 프로그램은 초 · 중등 교사들이 한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위해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월 약 10명의 초 · 중등 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 · 사회·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습니다. 매년 12월에 선발된 교사들은 1월 부터 5월까지
한국과 한국교육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0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을 직접 체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4일간의 교육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며, 
이 밖에도 초·중등학교 방문, 가정 방문, 문화유적지, 
비무장지대  방문등을 통해 한국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돌아 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진 USA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1년 시작되었으며, 
매년 어번대학교 사범대 허정원 교수가 인솔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은 어번대학교, 
어번시 교육청,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인 
아진, 서한, 한화, 만도, 대원, 일진, 현대폴리텍, 현대성우,
리한어메리카, 동희, 롯데케미칼, 성창, 에스엘, 세진, 광성
등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To help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better
understand Korean students and Korean parents,
approximately 10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visit Korea in May each year. The teachers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Korea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firsthand travel experience.
Each year, teachers are selected in December and meet
for several pre-trip education sessions before departure.
They visit Korea for 10 days from late May to early June.
In Korea, the teachers participate in four day-long
educational seminars provided by Ewha Womans
University. Additionally, they visi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tudent's homes, and cultural and
historic heritage sites. This program started in 2011 with
the full support of Ajin USA and has been led by
Professor Jung-Won Hur of the College of Education over
recent years. This program has been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uburn
University, Auburn City Schools, and auto suppliers such
as Ajin, Seohan, Hanwha, Mando, Daewon, Iljin, Hyundai
Polytech, Hyundai Sungwoo, Rihan America, Donghee,
Lotte Chemical, Sungchang, SL, Sejin, and Kwangsung.



마크 윌슨 교수의 알라바마 민권 운동에 관한 강연 | 
Dr. Mark Wilson's Lecture on Alabama Civil Rights Movement, 2018. 2. 21.

자신만의 크리스마스 메모리를 발표한 어린이들 |
Children Shared Their Own Christmas Memories
From left: Edward   Jang (5th G.), Eliana Chaeryn Kim (2nd G.), Jensen Craig (4th
G.), Kai Kim (2nd G.), Rachel Lee (4th G.), & Colin Chung (1st G.), 2020. 12. 2.

알라바마 원주민 이었던 크릭인디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특강 |
Lecture on Creek Indian History & Culture in Alabama
Presented by Ms. Alex Colvin, 2018. 7. 13.

김채린의 크리스마스 추억 발표 | 
Eliana Chaeryn Kim Telling  her Christmas Memories, 2020. 12.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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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알라바마�이해�|�LEARNING�ABOUT�U.S.�&�ALABAMA

한인들의 미국과 알라바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다양한 
특강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알라바마 원주민이었던 
크릭 인디안,  남북전쟁, 민권 운동, 알라바마의 명소, 
알라바마에 관해 알아야 할 10가지 등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알라바마 출신 작가 Truman
Capote의 대표작 ‘A Christmas Memory’를 읽고 자신의 
크리스마스 메모리를 써 발표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의들은 어번대학교 인문대학 소속 마크 윌슨
(Mark Wilson, Caroline Marshall Draughon Center for 
the Arts and Humanities 디렉터) 교수의 지원으로 
월 1회 어번시의 역사적 장소 중 하나인 페블힐(Pebble Hill)
에서 제공됩니다.

We offer a variety of special lectures to help Koreans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and Alabama. There have
been special lectures on the Native American Creek
Indian tribe, the American Civil War, the Civil Rights
Movement, Alabama's attractions, and ten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Alabama. There was also an event
for children to write and read their Christmas memory
after reading "A Christmas Memory" written by the
Alabama-based author Truman Capote. These events
were supported by Professor Mark Wilson and held at
Pebble Hill, one of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Mark Wilson is the director of the Caroline
Marshall Draughon Center for the Arts and Humanities
at Auburn University.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 Participants attending the conference
At the very front Auburn Mayor Ron Anders,  2019. 4. 27.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학생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무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오른쪽) |
Post-conference Q & A session with Georgia State House Representative 
Samuel Lauderdale Park, 2019. 4. 27.

한인들의 시민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는 존 머렐 알라바마 주 국무장관 |
Alabama Secretary of State John Merrill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Koreans's Civic Engagement, 2019. 4. 27.

컨퍼런스가 끝나고 관계자들과 참석한 학생들 | 
After the conference, officials and students
From left to right in the front row: MC  Shin-Ae Kim & Soo-Seok Yang, Dr. Suhyun
Suh, Georgia State House Representative Samuel Park, Director of 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 Nichelle Williams Nix, Dr. Dong-Woo Yu, and Director of
KAGC Wonsuk Song ; back row:  high school student attendees,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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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량�강화�|�CIVIC�EMPOWERMENT

미주�한인�풀뿌리�컨퍼런스�|�Korea�American�Grassroots�Conference

한인들의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제공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들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유권자로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킴니다. 
특별히 차세대의 정치권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한국홍보관에서는 워싱톤에 본부를 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orea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와 협력
하여 2019년 4월 처음으로 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약 100명의 한인이 참석하여, 알라바마 주 국무장관 
John Merrill, 죠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Samuel
Lauderdale Park, 어번시장 Ron Anders 등의 인사들과 
더불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사회,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논의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
의 지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Korea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labama 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

In order to raise the awareness of Korean citizens' civic
engagement, the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is held every year. This conference encourages Korean
community service and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voter. 
In particular, the need for civic engage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emphasized. The Korea Corner held this
conference for the first time in April 2019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Around 100 Koreans
attended to discuss the need for activ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community, along with
Alabama Secretary of State John Merrill, Georgia House
Representative Samuel Lauderdale Park, and Auburn
Mayor Ron Anders. This conference was provided with the
support of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Korea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labama 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



어번고등학교 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지원 | 
World Fair Support at Auburn High School, 2018. 3. 23.

COVID 19로 인한 푸드뱅크 부족 인력 지원 |
Support for Food Bank Insufficient Manpower Due to COVID 19, 2020. 4. 1.

한인 커뮤니티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그리고 스낵을  East Alabama Medical Center에 전달 | 
Donated Masks, Hand Sanitizers and Snacks to East Alabama Medical Center and  Baptist  Health Local Korean  Community, including Auburn Opelika
Korean Church, Donated More Than $20,000 worth PPEs
from left:, Auburn Mayor Ron Anders, EAMC Director of Pharmacy Services and Government Relations Chuck Beams, EAMC Chief Financial Officer Sam Pric, 
Korea Corner Coordinator Suhyun Suh, Auburn University Outreach Vice President Royrickers Cook, Auburn Opelika Korean Church Senior Pastor Jun Mo Jeong, and 
Office of 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Assistant Director DongWoo Yu,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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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봉사�|�COMMUNITY�OUTREACH

한국홍보관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심어 나가는데
노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행사가 있는 경우, 
이를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사회의 한 구성집단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 COVID-19과 싸우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한인 사회
| 모금 운동 지원
| 푸드뱅크 봉사
| 초 · 중등학교 다문화 행사 지원
| 지역 단체 다문화 행사 지원

The Korea Corner strives to instill a positive image of
Korea and Koreans in the community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When there is a multicultural event in the community,
we use it as an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n culture
and actively support or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When difficulties arise in the community, 
we plan and promote activities that can help as a
member of society.

| Support the Fundraising Campaign among Koreans 
  to help medical professionals fighting against COVID-19
| Volunteer Service at Food Bank
| Support multicultural events held at K-12 schools
| Support multicultural  events held 
  at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2003년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 발전해 가고 있는 한인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미국 남부 생활에 적응하며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가정적, 교육적, 인간관계적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모 교육 세미나
| 부부 행복 세미나
| 진학 세미나

감성교육 지도자 자격증 과정은 감정 놀이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정놀이교육은 ‘아동의 행복은 
솔직한 감정표현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
니다. 아동이 즐거운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경청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총 12주, 
36시간 과정으로, 아동 감성교육 이론 강의 및 감정놀이 
교구를 활용한 아동 대상 교육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orea Corner provides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necessary for the Korean community,
which has been newly formed and developing since
2003, to grow steadily. 
In other words, we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healthy resolution of domestic, educationa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at can be encountered
while adapting to, and settling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 Parent Education Seminars
| Healthy Marriage Seminars
| Career Exploration Seminars

The Emotional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e Program
aims to foster emotional play education experts.
Emotional play education is based on the belief that
'Children's happiness begins with honest expression of
emotions.' In the course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fun
play activities, they naturally recognize and express
their feelings, and further learn to listen to others'
feelings. The program, developed for adult learners, is a
12-week, 36-hour course, which consists of lectures on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practice sessions
with children using emotion play teaching tools.

진학 세미나 :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시험 준비 특강 | 
College Preparatory Seminar : Tests Prepara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Boukhee Han, President of Han Academy, 2020.12.13.

부부 행복 세미나 | Healthy Marriage and Relationship Seminar
Leah & Ben Burke, Alabama Healthy Marriage and Relationship Education Initiative,
2020 10. 13.

부모 교육 세미나 : 아동의 감정이해와 감정표현 지도 |
Parenting Semina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and Teaching 
How to Express Feelings. Dr. Aeri Song, 2020. 2.16.

감성교육 지도자 자격증 과정 수업 광경 | 
Emotional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e Course Class View, 2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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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한인�사회�만들기�|�
PROMOTING�A�HEALTHY�KOREAN�COMMUNITY

1.�교육�세미나�제공�|�Providing�Training�Seminars

2.�감성교육�지도자�자격증�과정�|�
�����Emotional�Education�Instructor�Certificate�Program



한국 자동차 협력회의  후원금을 전달 |
Donation Award Ceremony Held by the Korean Suppliers Association
President Charlie Kim on the Right, 2018. 12.14.

자문위원��|��Advisory�Council

정기회원��|��Korea�Corner�Friends

개인�후원자��|��Individual�Patrons

자원봉사자��|��Volunteers

후원�자영업체��|�Sponsoring��Local�Businesses

후원�자동차�협력업체�|��Sponsoring�Auto�Suppliers

협력관계�공공�기관��|��Public�Institutions�in�Collaboration

|��자문위원,�2020�현재��|��Advisory�Council,�Current�
권위숙, 김기숙, 김민정, 김한섭, 박종원, 이춘우, 제임스 김, 천명기

|��자문위원,�2017-2019��|��Advisory�Council,�Past�
강제철, 김선태,  김은직, 김형우, 우경호, 유경학

|��정기회원��|��Korea�Corner�Friends,�2019-2020
권영희, 권위숙, 권혜숙, 김경숙, 김경진, 김기숙, 김남정, 김동주, 김문태, 김민정, 김민정(DM), 김상조, 김성숙, 김은진, 김이진, 
김정란, 김한섭, 김현미, 김현섭, 김형우, 박민서, 방희용, 변창수, 서진교, 성낙수, 손상철, 신소정, 오숙자, 유훈, 윤현진, 이건우, 
이동희, 이미호, 이애리, 이주리, 임지숙, 전영이, 정은경, 정혜영, 조정민, 진영이, 천명기, 이명주, 최미경, 최영미, 한복희, 
Hope Stockton

|��개인�후원자��|��Individual�Patrons
김민, 김선호, 김익수, 김신애, 김제임스, 김현우, 문준이, 박민성, 박석규, 박진희, 사성주, 서진교, 조항숙, 신미선, 안영옥, 
유경학, 유남주, 이동희, 이애리, 이애영, 이진민, 이철영, 임연성, 정광순, 최재선, 한순옥, 허정원, 사성주, Lee M. J.

|��자원봉사자��|��Volunteers
강영은, 강혜숙, 강현진, 고윤아, 김경숙, 김경례, 김규린, 김문정, 김민성, 김민영, 김민정, 김소희, 김승태, 김신애, 김원영, 김영은,
김이진, 김태철, 김해정, 김현지, 박민철, 박성아, 박원숙, 박장민, 박준범, 박진홍, 변창수, 서문은정, 서정은, 선진희, 신미선, 
신소정, 신자현, 양민숙, 양해강, 윤지하, 이경구, 이동희, 이미영, 이보경, 이병희, 이애리, 이은영, 이은재, 이현정, 이혜진, 임지숙,
장숙영, 전영이, 정은경, 정혜영, 조정민, 전채현, 진영이, 최경숙, 최문녕, 최상규, 최지민, Grace K, 한로마나, Katelyn Lee

|��후원�자영업체��|��Sponsoring��Local�Businesses
Asian Market, Apex Integrity Chiropractic Clinic, Best Western Hotel, Capital Supermarket, Chickchickporkpork, 
East Sea, E-Dental, Fusion Restaurant, Galim Garden, GCS Logistics, Green Chiropractic Clinic, Hannah’s Hair Salon, 
Jin Restaurant, Kairos Photography, Kim's Auto, Kyungshin Lear, L.I.F.E., Mama Mocha’s Coffee, Mandarin House, 
Naruto Korean Restaurant, Seoul BBQ, SM America, Sushi Bistro, Tuny Custom T-shirts, YES Class Tutoring Program,
Yuka Roll & Pho, 167 F Korean BBQ,

|��협력관계�공공�기관��|��Public�Institutions�in�Collaboration
Auburn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Liberal Arts, University Outreach, 
Overseas Koreans Foundation, Korean Education Center in Atlanta, Korean Consulate General in Atlanta, 
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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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보관을�후원하시는�분들�|
THOSE�WHO�SPONSOR�THE�KOREA�CORNER



한국홍보관�
Korea�Corner

|�Location�|��
2235 Haley Center, Auburn, AL 36849 

|�Mailing�Address�|�
301 O.D. Smith Hall, 135 S. College St. 

Auburn AL 36849-5608

|�Office�Phone�|�
334 - 844 - 5218

|�Website�|�
aub.ie/koreacorner

|�Facebook�|�
Korea Corner at Auburn University

|�Instagram�|�
auburn_koreacorner

후원�자동차�협력업체��|��Sponsoring�Auto�Suppliers

Joo Sung Engineering, INC

Korean
Suppliers Association (K.S.A)

Renovation FA Corp

한국홍보관�관계자�연락처�
Korea�Corner�Contact��Information

서수현�(Dr.�Suhyun�Suh)�

Coordinator, Korea Corner
suhsuhy@auburn.edu

-

유동우�(Dr.�Dong�Woo�Yu)�

Assistant Director
Global Leadership Training Initiative

 dzy0013@auburn.edu 

-

송애리�(Dr.�Aeri�Song)�

Fellow, Korea Corner
azs0250@auburn.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