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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 나

생년월일 : 1964년 8월 23일
휴 대 폰 : 010-5235-3067
E-mail : joan2930@hanmail.net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승방7길 30 회림아트빌 102호

*학력 및 주요경력*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 취득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동아리 <숭지회> 회장
제주시 사회적 기업탐방 연수
해외 핀란드, 스웨덴 복지기관탐방 연수

2016.03~현재

한국종이접기협회 10대 상근부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부설 종이조형평생교육원 부원장
한국종이접기협회보 <종이문화> 편집인
한국종이접기협회교육정보분과 자문위원

2021.08~현재

한국종이접기협회 명예의 전당 20클럽 회원

2000~ 현재

한국종이접기협회 정회원

2004.03~2013.02

제1대, 2대, 3대 서울 3지역 연합회 부회장

2013.03~2016.02

제4대 서울 동부연합회 감사

2011~2016.02

국가공인 종이접기마스터 보수교육 검정심사위원

2013~2016.02

교육정보위원장

2012~2016.02

노인종이조형 검정심사위원

2016.03~2019.02

한국종이접기협회 제9대 상근부회장

2017

제30회 성산미술대전 운영위원

2019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심사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07.29

국가공인 종이접기마스터자격 취득

2005. 2008.

일본 오리가미협회 동경 심포지움 참가 (일본오리가미협회)

2010,5~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제1기 상품개발과정 이수

2011~2012

사진영화치료, 독서치료, 미술치료, 드라마치료 워크숍 참가
(독서치료학회, 미술치료학회, 사이코드라마학회)

2012.08.18

미술치료사 자격 취득 (열린사이버 대학)

2011.~2021

코리아종이접기켄벤션 10회 참가

2013, 06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창립학술대회 참가 (한국통합미술치료학회)

2013, 2016

일본 동경 Hobby show 2회 참가

2013~2016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단 활동

2014, 2015, 2019

일본 큐슈지부 종이접기 컨벤션 3회 참가 (일본종이접기학회)

2016.10.13.~12.0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문가대상 공예·디자인 비즈니스교육 과정 수료
2021.11.19

2021 국제공예포럼 참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kcdf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대학 및 기관, 문화센터 강의경력*
1999.09~2014.

삼성레포츠 문화센터 강사 (종이접기, 북아트 자격과정)

2000.03~2016.02

강남점뉴코아 문화센터 강사 (종이접기, 북아트 자격과정)

2001.03~2016.02

삼성노블카운티 문화센터 강사
(종이접기, 북아트, 시니어종이접기조형, 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 자격과정)

2003~2004

신구대 평생교육원 강사 (종이접기 자격과정)

2013.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특화프로그램 종이접기 자격증과정 강사

2015~2016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 자격과정)

2019~2020

숭의여대 아동학과 강사

2007.04~2012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를 위한 사범워크숍 종이접기 강사

2010.06~2010.08

중국 청도 제 6회 한.중 아동사생대회 체험행사 진행 및
중국 청도 종이접기 자격과정 강사 (한인, 중국인 현직교사 포함)

2011.05

한국경영교육원 간병인 교육과정 노인 및 장애인를 위한 종이조형교육 강사

2012~2015

할머니선생님 도움이 봉사활동 (5,6세 종이접기 교안제작 및 강사교육)

2012~2013

중구우수평생프로그램지원 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 자격과정 강사

2012~2013

평택시청 평생학습센터 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 자격과정 강사

2014.1

서울시 교육연수원 동계연수 종이접기특강 강사

2015

오산시청 두런두런 평생학습아카데미 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 자격과정 강사

2021

KOICA 개도국 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 문화체험 강사

*전시·체험활동 및 제작·기획 경력*
2010~2012

방과후학교콘텐즈페어 전시 및 공예트랜드페어 체험행사 강사
제12차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 전시 및 체험

2016

평화누리 가족한마당 생태환경 종이공예체험 기획

2017

KIA 모닝 종이접기클래스 기획 및 행사 진행

2018

중구 진로체험 종이접기프로그램 기획

2019

한성대학교 ‘상상랩’ 진로체험 종이접기프로그램 기획

2021.01

“노인치매예방 종이접기 키트” 제작기획

종이접기협회 스케치북 <내가 꾸미는 세상> 제작 및 구성작품 제작 (총 27작품)
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통신교육 1,2,3,6,7,8,9차 교안편집 및 제작·기획
돌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응용창작 (이론서 편집, 실기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 48가지)

*전시 및 수상경력*
2001~2005

삼성노블카운티 주거동 어르신 종이접기 봉사활동 진행

1999~2012

강남점 뉴코아 종이접기 회원전 (7회)

2003~2015

삼성 노블카운티 종이접기 작품전시회 (3회)
노인종이조형지도사자격취득자 전시회

2007

제18회 전국종이조형작품공모전 (일반부) 가작 수상

2008

제19회 전국종이조형작품공모전 (일반부) 입선 수상

2010

노인 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 제1기 작품전시회

2014.08

한국종이접기협회 봉사상 수상

2019.11

한국종이접기협회 30주년 기념 전시회 공동작품 참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1 년

1월

주 안 나

10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