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집은..

미국 샌디에고 발보아 공원 내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정신을 대외에 알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공원 산하에 한국을 포함하여 33개 나라가 

모여 만든 House of Pacific Relations 

International Cotages(HPR)이라는 비영리 

컨소시엄 단체가 있습니다. 이는 발보아 공원 내에 

각 나라를 대표하여 ‘House(집)’을 통해 자국을 

알리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1935년에 시작된 HPR에, 2014년 2월 2일에 

House of Korea가 회원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건축된 ‘집’이 없어 향후 신축을 목표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바랍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한국의 집이 한인 사회 내의 교류를 증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귀중한 배움의 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323) 577-8898

이메일: houseofkoreahpr@gmail.com

웹사이트: www.house-of-korea.org

페이스북: House of Korea at Balboa 

Park 

오시는 길

2294 Pan American Plaza, San Diego, 
CA 92101

*한국의 집 오픈 날짜는 뒷면 행사란을 참고하세요.

*International Cottages는 매주 일요일  정오-5시
에 오픈하며, 주중에는 각 House  마다 달리 오픈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www.sdhpr.org에서 확인하세요.

발보아 공원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집 미션 (LOVE)

한국의 예술, 문화, 역사 및 가치관을 알리고,

to foster public Learning of Korean art, 
culture, history and value;

다양한 샌디에고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to Outreach to diverse communities in 
San Diego;

문화/사회 활동에 봉사하고,

to Volunteer at social and cultural ac-
tivities;

한국과 the House of Pacific Relations 하의 다
른 나라들과 교류 및 이해증진에 역할을 선도 
하겠습니다.

to Educate and promulgate interna-
tional understanding and partnership 
between people of Korean descent and 
other nationalities represented by the 
House of Pacific Relations.

2016 HOK 공식 행사 

 ▪ 2/14,21,28  HoK Booth at the Hall of Na-
tion Building,

noon-4pm, 한국의 집 안내 및 한국문화체험.

 ▪ 3/22   Korean Documentary Film Day
noon-3pm, 2개의 다큐멘터리 감상하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 5/29   Ethnic Food Festival
30여개 나라의 음식과 문화공연을 즐길 수있는 축제.

 ▪ 6/25   San Diego Fair
HoK의 워크샵에서 여러가지 한국의 문화체험 및 공예품
을 만들 수 있는 축제. 

 ▪ TBD   Member Appreciation Picnic
HoK에 관심이 있는 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는 소풍날. 

 ▪ 9/17  Lawn Program 
한국의 맛과 흥을 즐길 수 있는 자리.

 ▪ 10/12   Lady Auxiliary Luncheon
 ▪ 11/13   General Meeting
 ▪ 12/2~3   December Night

발보아공원의 크리스마스 축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
리로 북적이는 날.

자원봉사
 ▪ 공연 퍼포먼스

 ▪ 예술/문화/역사 전시

 ▪ 한국 소개 및 일반 외교 업무

 ▪ 한국음식 및 민예품 판매

 ▪ 텐트 설치 및 행사 준비

 ▪ 웹 사이트 홍보 및 관리

 ▪ 뉴스레터, 비디오 및 행사 홍보물 제작

*한국의 집 자원봉사는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참여가능 합

니다.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뒷면 참조) 

봉사자 분들에게 certificate 발급해 드립니다.

회원 혜택

한국을 사랑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싶은 분 누구나 
국적을 불문하고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가족 회원이 되시면, HOK의 이벤트에 관련되
어 회원감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icnic, 
General meeting을 포함한 여러 행사 및 모임을 
통해 다른 회원분 혹은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친목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이 되시면, 지역 내에서 비지니스를 홍보하
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집은 501(c)3 단체로  년회비 및 기부금이 
100% tax deductible 합니다. 

한국의 집은 회원분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회원 종류

 ▪ 학생 회원 $10/년

 ▪ 일반 회원 $20/년

 ▪ 가족 회원 $40/년

 ▪ 기업 회원 $100/년

 ▪ 평생 개인 회원 $200/1회

 ▪ 평생 가족 회원 $400/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