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참가자 안내
코리아 종이접기컨벤션은 과학적이고 건전한 놀이 문화인 종이접기의 저변 확대와
종이접기 창작가와 애호가들 사이의 친목과 상호 교류를 위한 국제교류 행사입니다.
컨벤션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종이접기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 자신의 창작 작품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창작가들의 작품을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으로 전시, 교실수업, 특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1. 컨벤션 당일 접수안내.
 일

시: 8월 17일(토) 오전 9시 ~

/ 8월 18일(일) 오전 9시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Seoul Women’s Plaza) 2층 접수처(전시실 내)

 접수절차:
2층 접수처에 비치된 컨벤션 접수자 명단(가나다 정렬)에 서명


컨벤션명찰 및 컨벤션물품(컨벤션 기념손수건, 컨벤션Book, 색종이 등)
친목모임티켓, 식권(17일, 18일 점심), 교실접수신청서 등 수령
* 명찰은 행사기간동안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17일 → 1층 아트홀로 이동 /

18일 → 2층 전시실

➡ 당일 교실수업 수강신청
※ 친목모임티켓(17일 저녁)과 점심식권(17일, 18일)은 사전 신청하여 입금이 완료된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현장에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2. 종이접기 교실접수신청 안내.
 종이접기 교실접수신청은
→ 17일에는(9시 30분~ ) 1층 교실신청 접수처(아트홀)에서
→ 18일에는(9시 30분~ ) 2층 접수처(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컨벤션 접수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해당일자의 교실접수번호표와 교실접수신청서
(1장짜리)를 받은 후 9시 30분부터 번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교실수강 접수진행. (ex: 1 ~ 20번,

21 ~ 40번, 41 ~ 60번 ... 순차적으로 진행)

[종이접기교실 신청용지 작성 시 유의사항]
8월 17일(토)

8월 18일(일)

(교실접수번호표 및 교실접수신청서 양식- 1장짜리)
1. 참가 접수 시 배부 받은 8월 17(토), 18(일) 교실신청 용지에 수강을
희망 하는 교실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표기하여 제출함.
2.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알파벳을 연속으로 표기하여 제출함.
3. 교실신청은 선착순으로 신청 용지의 1지망 교실이 마감되는 경우 2지망, 3지망의
순서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반드시 3지망까지 모두신청.
4. 2시간 연속 교실의 경우 중간에 입장은 불가함.

컨벤션 진행일정표의 종이접기교실 프로그램 일정을 참조하여 종이접기교실 신청용지
에 희망하는 강좌를 1지망 ~ 3지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종이접기교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종이접기 완성작품은 전시장 내에 종이접기
교실작품 전시코너를 마련하여 수강신청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종이접기교실신청용지에 작성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해당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이접기교실의 티켓을 배부.


종이접기교실의 티켓은 해당 교실에 입장하여 종이접기 강사에게 제출
하며, 해당 교실의 티켓이 없는 경우 교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3. 작품전시 안내.
컨벤션 전시장 2 층 위치한 전시공간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작품전시 참여는 제 9 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참가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본인의 종이접기 창작 작품 또는 다른 종이접기 창작가의 종이접기 작품을 완성하여
참여 할 수 있습니다.(다른 창작가의 작품을 접어서 전시하는 경우 창작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작품전시: 8 월 16 일(금) 오후 3 시 ~ 6 시
8 월 17 일(토) 오전 9 시 ~ 10 시
♧ 작품철수: 8 월 18 일(일) 오후 3 시 ~ 4 시

4. 종이접기도서, 종이류 등 판매처 운영 안내.
 일 시: 8월 17일(토) 오전 9시 50분 ~ 오후 5시
8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오후 3시
 장 소: 2 층 전시장 內 판매처
 종이접기 신간도서, 컨벤션 book 및 색종이 등 물품 판매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가능)

5. 컨벤션 친목모임 참가안내.
 일 시: 8월 17일(토)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장 소: 1 층 국제회의장
 기 타: 친목모임의 참가는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컨벤션
접수 시 배부하는 친목모임 참여티켓을 소지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6. 동반참가2 신청자에 따른 안내:
동반참가 2의 경우: 참가 학생에게만 컨벤션물품이 제공되고 종이접기교실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동반부모는 초대작가 특별강연 참가 및 컨벤션 작품전시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명찰이 없는 분은 행사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행사기간동안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7. 제 10 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 개최장소 및 교통편 안내.
￭ 서울여성플라자(Seoul Women’s Plaza) / ￭ 연락처 02 - 810 - 5101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 길 18 (대방동) 우-06939
￭ 홈페이지: www.seoulwomen.or.kr / ￭ 지하철 1 호선 대방역 3 번출구 (3 분거리)

8. 컨벤션 참가비 및 친목, 식권 환불규정 안내.
￭ 컨벤션 참가비에 한하여 행사 10 일전~4 일전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행사 3 일전 ~ 1 일전 취소시 50% 공제 후 환불
/ 당일은 취소불가 (불참석자 협찬품 우편발송)
￭ 친목모임 및 점심식권은 환불이 불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