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h e 1 0 th K o rea O rig am i C o n ven tio n

8/17(토)~8/18(일)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진행일정 및 강의실 안내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세부진행 일정표
일 자

진행시간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은 종이접기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자유롭게 전시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 자신의 창작 작품이나

행 사 내 용

다른 창작가의 작품을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는 상호교류의 장입니다.

09:00 ~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접수

09:30 ~

종이접기 교실 1~4 수강신청

10:30 ~11:00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개회식

11:00 ~12:00

초대작가 특별강연 1.
(1층 아트홀)
강사: 쿠엔틴 트롤립(Quentin Trollip) / 캐나다

12:00 ~13:50

컨벤션 참가자 기념촬영 및 점심식사
(★ 13:20~40 ATC카드 교환행사 – 2층 전시장 내)

14:00 ~14:50

종이접기 교실 1 (A, B, C, D, E, F, G 교실 운영)

15:00 ~15:50

종이접기 교실 2 (A, B, C, D, E, F, G 교실 운영)

16:00 ~16:50

종이접기 교실 3 (A, B, C, D, E, F, G 교실 운영)

17:00 ~17:50

종이접기 교실 4 (A, B, C, D, E, F, G 교실 운영)

18:30 ~20:30

컨벤션 참가자 친목모임

09:00 ~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접수

09:30 ~

종이접기 교실 5 ~ 8 수강신청

10:30 ~11:20

종이접기 교실 5 (A, B, C, D, E, F, G 교실 운영)

• 컨벤션 개회식 / 폐회식: 1 층 아트홀

11:30 ~12:20

종이접기 교실 6 (A, B, C, D, E, F, G 교실 운영)

• 초청작가 특별강연 1･2 : 1 층 아트홀

18일

12:20 ~13:50

점심식사

(일)

14:00 ~14:50

종이접기 교실 7 (A, B, C, D, E, F, G 교실 운영)

15:00 ~15:50

종이접기 교실 8 (A, B, C, D, E, F, G 교실 운영)

16:00 ~16:50

초대작가 특별강연 2.
강사: 코타 이마이(Imai Kota) / 일본

17:00 ~17:30

- 제21회 코리아 종이접기창작공모전 시상식
-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폐회식 (1층 아트홀)

17일
(토)

(2층 전시실)
(1층 아트홀)

행사장 층별 배치도

(1층 아트홀)

(1층 국제회의장)
(2층 전시실)
(2층 전시실)

• 컨벤션 접수처: 2 층 B 교실 앞

• 종이접기 교실:

2 층 - 교실 A, B,
4 층 - 교실 C, D, E, F,

※ 교실 G (17 일:1 층 / 18 일:4 층)

(1층 아트홀)

※ 상기 세부진행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컨벤션 참가자에 대한 안내사항

• 종이접기 작품전시:

2 층 전시장

• 판매처(도서, 종이 등): 2 층 전시장 (內)
• 운영본부: 2 층 전시장 (內)
• 친목모임: 1 층 국제회의장
• 창작공모전 시상식: 1 층 아트홀

컨벤션 행사장 주변 식당 및 주차안내

▣ 컨벤션 참가자는 2층 전시장에 위치한 접수처로 오셔서 참가 접수한 이후에 컨벤션 지원물품
[행사장 주변 약도]

(컨벤션 Book, 컨벤션 기념손수건, 색종이 등)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컨벤션 기간 동안 명찰이 없는 경우 행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목모임: 8월 17일(토) 저녁 친목모임 행사는 사전 접수하여 참가비를 납부한 경우에 참석 가능 합니다.
▣ 판매 안내: 컨벤션 행사기간동안 2층 판매부스에 판매되는 서적 및 색종이 등의 구입시 현금결제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TC 카드 교환행사 진행일시 및 장소안내 : 8월 17일(토) 오후 1시 20분 ~ 40분 / 2층 전시장 내

초･중･고등학생 참가자 대상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이벤트 안내
▣ 내용: 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북에 수록된 작품을 접어서 제출하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제출기한 / 접수처: 8월 18일(일) 오후 1시 까지 제출자에 한함. / 2층 전시장 내 이벤트 접수처.
▣ 참가대상: 컨벤션에 참가하는 고등학생 이하 참가자 누구나.

종이접기 교실신청에 따른 안내사항.
▣ 2층 전시실 컨벤션 접수 후 종이접기 교실 신청가능.
￭ 17일(토) 교실 접수장소 ➡ 1층 아트홀 입구 / 18일(일) 교실 접수장소 ➡ 2층 전시장 내
￭ 컨벤션 접수 시 배부한 번호표 순서대로 교실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종이접기 교실신청 시간은
위 세부진행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을 희망하는 교실의 알파벳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반드시 1지망 ~ 3지망 모두표기)

교통안내: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교실의 배정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배정됨에 따라 해당교실의 신청인원이 마감되는 경우
신청서에 표기된 2지망, 3지망 순서에 따라 교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World guest

Asia guest

Quentin Trollip (Canada)

Kota Imai (Japan)

▣ 교실정원 및 강좌시간 안내
￭ 각 교실의 정원은 교실의 규모에 따라서 20~40명으로 운영되며 1회당 수업은 50분씩 진행됩니다.
￭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서 2회 연속(100분) 최대 3회 연속(150분)으로 진행하는 종이접기교실도 있습니다.
▣ 강의실 안내
￭ 초대작가 특별강연: 1F 아트홀 (17일: 퀴엔틴 트롤립 - 캐나다) / (18일: 코타 이마이 - 일본)
￭ 종이접기 교실: 2F - A교실 / B교실
4F - C교실 / D교실 / E교실 / F교실 / G교실(17일: 1층 / 18일: 4층)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작품전시 및 철수안내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전시작품 설치: 8월 16일(금) 오후 2시 ~ 6시 / 17일(토) 오전 9시 ~ 10시 사이에 작품 전시 가능합니다.
▣ 작품전시 장소: 2층 회의실 / 전시테이블에 표시 구분내용을 확인하여 전시 합니다.
▣ 전시작품 철수: 8월 18일(일) 오후 3시 ~ 4시 사이에 철수가능 합니다.

▣ 주차안내 : 주차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컨벤션행사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한국종이문화원) (₸ 04597) 서울시 중구 다산로 64 www.origami.or.kr (TEL 02-2264-4561 / FAX 02-2264-4565)

8/17(토)
강의실
2F

15:00~15:50

(3교실)

16:00~16:50

17:00~17:50

C

플라워 조명(Flower lighting)
김은주(Kim, Eun Ju)
★★ (재료비: 1,000원)

플라워 브로치(Flower brooch)
이희수(Lee, Hee Su)
★★ (재료비: 2,000원)

장미향 주머니(Rose scent bag)
김효정(Kim, Hyo Jung)
★★ (재료비: 2,000원)

꽃액자(Flower Frame)
이현정(Lee, Hyun Jung)
★★ (재료비: 2,000원)

※ 준비물: 양면테이프

※ 준비물: 가위, 풀, 양면테이프

※ 준비물: 풀, 양면테이프

※ 준비물: 풀, 양면테이프

D

핸드백(Handbag)
지인숙(Ji, In Suk)
★★ (재료비: 500원)

4F

E

(아트컬리지3)
35명

4F

F

(아트컬리지4)
35명

G

(아트홀)
40명

★★★

무당벌레(Ladybugs)
장용익(Jang, Yong Ik)
★★★

creator: 천 샤오(Chen Xiao)

고양이(Cat)

기어큐브(Gear Cube)

강한울(Kang, Han Ul)

카와무라 미유키(Miyuki Kawamura)

★★★

★★★

뚜껑있는 상자(A Tray with a lid)

양(Sheep)

야마구치 마코토(Makoto Yamaguchi)

기예르모 가르시아(Guillermo Garcia)

★★★

★★★★

손지갑(Hand purse)
새 모양 비행기(Bird-shaped plane)

박은영(Park, Eun Young)

★★

★★

※ 준비물: 풀, 자

※ 준비물: 양면테이프, 풀
creator: 작가미상(Unknown)

다람쥐(Squirrel)

아프리카 코끼리(African elephant)

고이녀(Ko, Yi Nyeo)

로비 크래프트(Robby Kraft)

★★★

★★★★

creator: 야마구치 마코토(Makoto Yamaguchi)

다랑어(Tuna)
김동현(Kim, Dong Hyeon)

펭귄(Penguin)
엔리케 마르티네스(Enrique Martinez)

★★★★

★★★★

스컹크(Skunk)
쿠엔틴 트롤립(Quentin Trollip)

단풍잎(Maple leaf)
코타 이마이(Imai Kota)

★★★★

★★★★

8/18(일)
강의실

A
B
C
D
E
F
G

2F

(세미나실2)
35명

2F

(열린마당)
40명

4F

(아트컬리지1)
20명

4F

(아트컬리지2)
35명

4F

(아트컬리지3)
35명

4F

(아트컬리지4)
35명

(아트컬리지5)
35명

(5교실)

(별모양 구분: ☆ 이론강좌 / ★ 실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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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코 리 아 종 이 접 기 교 실 프 로 그 램

10:30 ~ 11:20

(6교실)

11:30~12:20

12:30
13:50

(7교실)

14:00~14:50

★★★★

※ 준비물: 풀

※ 준비물: 가위, 풀

세일러복(Sailor suit)
코타 이마이(Imai Kota)

따오기(Crested ibis)

★★★★

★★★★★

이인섭(Lee, In Seop)

스탠드 플라워(Stand Flower)
이옥분(Lee, Ok Boon)
★★★

물고기(Fish)
박은경(Park, Eun Kyung)

※ 준비물: 가위

creator:후세 토모코(Tomoko Fuse)
※ 준비물: 칼, 자, 풀

점

★★

닭 모자(Toribou)
임성자(Lim, Sung Ja)
★★★

토끼(Rabbit)
박종우(Park, Jong Woo)
★★★

심

학(Crane)

creator:야마키타 카츠히코(Katsuhiko Yamakita)

※ 준비물: 풀

침팬지 마스크(Chimpanzee Mask)
쿠엔틴 트롤립(Quentin Trollip)
★★★

하트공(Heart ball)
두연욱(Doo, Yeon Wook)
★★
※ 준비물: 풀

로비 크래프트(Robby Kraft)

시

★★★

간

앵무새(Parrot)
이남의(Lee, Nam Eui)
★★

돼지 머리(Piggy’s Head)
후앙 시오시앤(Xiaoxian Huang)
★★★

creator: 작가미상(Unknown)

태 드래곤(Tae Dragon)

타피오카 밀크티(Tapioca milktea)

유태용(Yoo, Tae Yong)

나가야마 카이토(Kaito Nagayama)

★★★★

★★★★

creator:폴 프라스코(Paul Frasco)

15:00~15:50

곤충반지(Insect ring)
우메모토 요시히로(Yoshihiro Umemoto) 맹형규(Maeng, Heung Gue)
★★★
★★★ (재료비: 2,000원)

이원배(Lee, Won Bae)

플라잉 피그(Flying pig)
이현경(Lee, Hyun Kyung)
★★★ (재료비: 500원) / 도면배부

(8교실)

죽방울(Kendama)

북극곰(Polar Bear)

용담꽃 귀걸이(a gentian earring)
이종숙(Lee, Jong Suk)
★★★ (재료비: 3,000원) / 도면배부

삼각접시 응용(Triangle dish)
조은주(Cho, Eun Ju)

최희숙(Choi, Hee Suk)

★★ (재료비: 2,000원)

난이도 구분: ★★★★★: 매우 어려움 / ★★★★: 어려움 / ★★★: 보통 / ★★: 쉬움 / ★: 매우 쉬움

4F

(4교실)

B

(아트컬리지2)
35명

1F

(2교실)

드래곤 나이트: 머리 (Dragon Knight: Head)
한지우(Han, Ji Woo)
★★★★

(아트컬리지1)
20명

4F

14:00 ~ 14:50

A

(열린마당)
40명

4F

제 10회 코 리 아 종 이 접 기 교 실 프 로 그 램

열대어(Tropical Fish)
김진우(Kim, Jin Woo)

(세미나실2)
35명

2F

(1교실)

T h e 1 0 th K o rea O rig am i C o n ven tio n

나비(Butterfly)

비행기(Airplane)

리본상자(Ribbon box)

김인아(Kim, In A)

정재일(Jeong, Jae Il)

천현심(Chun, Hyun Sim)

★★

★★★

★★

난이도 구분: ★★★★★: 매우 어려움 / ★★★★: 어려움 / ★★★: 보통 / ★★: 쉬움 / ★: 매우 쉬움

(별모양 구분: ☆ 이론강좌 / ★ 실기강좌)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한국종이문화원) (₸ 04597) 서울시 중구 다산로 64 www.origami.or.kr (TEL 02-2264-4561 / FAX 02-2264-4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