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프 로 필
이

름

이 지 현
1993년 서울공연초등학교 졸업

학 력 사 항

1999년 혜성여자고등학교 졸업
2003년 서울예술대학 극작과 졸업
2013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2007년 6월 9일, (사)한국연극치료협회 <연극치료사> 자격증

저서 / 자격증

2018년 7월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 / 도서출판 수오서재> 출간
2020년 12월 <그림책으로 상상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림책 연극수업 / 학교도서관저널> 출간

1. 일반 경력
2002년 ~ 2008년 대학로 연극배우 활동
2002년 ~ 2021년 프리랜서 작가 활동
2007년 ~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15년 차 연극예술강사로
초, 중, 고 교과과정 내 연극예술수업 진행
2007년 ~ 2021년 연극치료사로 복지관/정부산하기관/센터 등에서
장애인/비장애인/아동/성인 대상 15년 차 연극치료사 활동
2014년 ~ 2021년 작가, 소셜 미디어 운영,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
카카오스토리 ‘엄마의 그림책’ 구독자 3.5만명
네이버 육아 인플루언서, 유튜브 <베러맘 라디오/아셋맘tv> 운영
그림책테라피스트, 드라마테라피스트, 연극심리상담사,
자유기고가, 컬럼니스트로 활동 중.

경 력 사 항

2. 강의 경력
2.1 그림책 / 육아 / 엄마힐링 그림책 강의
- 육아지원센터 및 기관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강남구건강지원센터, 서울 중구 광희동주민센터,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은평
구 광현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의 등
- 도서관
: 여주 산북작은도서관, 순천 신대 도서관, 중랑구청 도서관, 대구 용학도서관,
고양시 대화도서관, 울진도서관, 안산 수암도서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청주흥
덕도서관, 서울 불암도서관, 아산중앙도서관, 도봉구 학마을도서관, 강남구립
못골도서관, 환원어린이도서관, 의정부정보도서관, 서울구립응암도서관, 충남교
육청문화원도서관, 담양 다누리도서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강남도서관, 신월
음악도서관, 방아다리도서관, 중구 가온도서관, 강서도서관, 검단도서관 등
- 문화센터
: 신세계 아카데미, AK플라자 문화센터, 롯데마트 문화센터 등

2.2 학부모연수 / 자녀교육강의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의정부 딸기 어린이집, 서울 성서대학교 어린이집(장애 통합반 부모 대상),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
- 학교
: 서울 중계초, 파주초, 춘천 후평초, 대전 문화초, 화성 동학초, 금천 마을
공동체, 파주 운광초, 부천 송일초
-기관
: 경기도 혁신교육연수원,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산시립박물관, 김해문화원, 송파구
민회관,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2.3 교사연수 / 직무연수 / 역량강화 / 그림책 활용한 연극예술수업 강의
-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대상
: 수명유치원, 새벗유치원, 단채초 병설유치원, 화천 하길유치원, 중랑초 병설유치
원, 부산 남영유치원
- 학교 교사 대상
: 여주 상품중, 울진 매화초, 광주 선광학교(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특수학
교), 고양 화수초(경기 초중고 교사/연극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대상), 하남 한
홀초, 충북 제천 백운초, 충북 이월초, 화성 동학초
- 교육지원청 등 기관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인천시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유초중고
특수교사 대상 연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초중고 일반교사 대상 연수), 부
천교육지원청(초등학교 사서교사 대상), 충남보령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
청(장애전담 교사 대상 장애인식 연수), 충북 중원교육문화원(책놀이 독서연구회
교사 대상), 광주 서구문화원(광주지역 예술강사 연수)
(특수학교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연수 진행 포함)
2.4 학생 및 영유아아동 대상 그림책 연극활동 강의
: 고양시발달장애가정지원센터(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 학생 대상),
북한산 국립공원 환경성질환교실(환경성 질환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겨울독서교실(3-5학년 초등학생 대상/3차시),
하남시나룰도서관 겨울독서교실프로그램(2-4학년 초등학생 대상/4차시)
단양군 다누리도서관(3-5학년 초등학생 대상/3차시),
그림숲그림책작은도서관, 오남도서관, 중곡체육센터도서관 등
2.5 일반 성인 대상 기관/단체/기업 역량강화 및 워크숍 강의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취업준비 교육, 청담평생학습관,
해커스HRD 온라인 컨텐츠 제공형 강의진행 등
2.6 중장년층 대상 강의
: 장애아 학부모 자조모임 / 중장년층,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강의 등

강 의 계 획 서
주 제

엄마를 위한 속 깊은 그림책, 아이를 위한 맘 넓은 그림책

목 적 1. 코로나시대 속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을 위한 힐링 타임을 제공한다.
2. 엄마를 위한 힐링 그림책을 읽으며 엄마 특유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육아에너지를
선물한다.
3. 평범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며 즐기는 방법을 알아본다.

주 제

강의 내용

1) 아들 셋을 둔 엄마가 그림책을 읽으며 육아 에너지를 얻게 된 계기와 그림책
1

엄마를 위한
그림책 힐링육아

을 읽으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공유 한다
2) 바쁘게 지나가는 엄마의 일상에서 그림책을 통해 여유를 느껴보고 공감을
통해 힐링 타임을 갖는다

평범한 그림책과
2

함께하는

1) 다양한 창작 그림책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예술활동과 예술놀이를 알아보고,
그림책으로 활용 가능한 한글교육 등을 탐색 한다

그림책 연극예술활동
경험하기

2) 엄마로서 지내는 일상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