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개요
행사명

2018 장애인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체험박람회 “함께 가는 길”
2018 Job Fair “The way together”at JOB WORLD

일 시

2018년 08월 8일(수) ~ 08월 10일(금) 10:00 ~ 16:00

장 소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내 용

2018 장애인 전문가 직업체험 박람회는 한국잡월드에서 8월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의 장을
구성하고, 직간접적 체험을 통한 인식개선의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장애인 전문가 육성을 통한
장애인 직업 박람회 분야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성

프로그램

내용

네일 아트 체험

효성 ITX와 함께 하는 청각장애인 직업인과 네일 아트 체험하기

웹툰 체험

장애인 게임 기획자 및 애니메이션 작가와 함께 하는 웹툰 체험하기

종이공예

장애인 예술작가와 함께 하는 스트링공예 및 종이공예 체험하기

전통공예

명장과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우승자와 함께 하는 전통공예 나전칠기 등 체험하기

VR체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VR분야의 드론, 가상현실 등 체험하기

2018 JOB월드와 함께하는
직업체험박람회

함께 가는 길

주 관
후 원

박람회 특징

잡월드

직업체험의 기준이 되는 한국잡월드(Job World)에서 박람회 개최
유아부터 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직업체험의 메카인 잡월드에서 개최함으로써 초청자를 포함하여
잡월드 방문자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의 장으로 구성
전통적인 공예 장인과의 나전칠기 체험부터 4차산업 혁명에 적합한 VR체험 까지를 포함

전통+미래 장애전문가와 함께 하는 직업 중 장인과 함께하는 전통적인 나전칠기 기술에서 부터 미래형 기술인
VR제작과 관련된 직업인 이야기를 듣고 제작된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

체험형

일방향 전시가 아닌 양방향 체험형 박람회 구성
행사운영에 필요한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쉽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각 부스별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박람회로 구성

2018.08.08(수) ~ 08.10일(금) 10:00 ~ 16:00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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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재미있는 스트링아트로 오감만족 아트 체험!

종이
공예

02
전통
공예

VR
체험

웹툰
체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란?
인공현실, 사이버공간, 가상세계라고도 하며, 가장 먼저
가상현실 기법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 입체적으로 구성된
화면 속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간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 및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 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VR의 특징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이동 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높은 몰입도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니터로만 보던 화면 방식이 아닌 헤드셋(고글)을 통해
360도로 시야의 움직임, 전환이 가능하면서 공간을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나전 칠공예 명장 - 임충휴
50여년을 옻칠과 함께 해 온 임충휴 칠공예 명장은
옻칠 나전산업의 선구자로서 친환경 소재인 나전옻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기법을 계승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전통으로만 머물지 않고 웰빙 친환경
생활용품 등에도 접목, 글로벌 시대를 위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제384호인 임명장의
나전칠기의 신세계를 소개합니다.

직업으로는 VR촬영가, 편집자, 연출자, 컴퓨터그래피스트,
스토리텔러, 기획자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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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는 나전칠기 아트를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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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에서 떠오르는 신 기술 가상현실(VR)

효성 ITX와 함께 하는 청각장애인 직업인과 네일 아트 체험하기

네일
아트
체험

웹툰의 세계를 체험하다 ~
웹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문화상품으로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웹툰은 킬러콘텐츠로 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웹툰은 스토리와 그림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게임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기초가 되고, 요즘
각광받는 메신저용 이모티콘작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 참여이벤트
각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시고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스탬프를 모두 모아 주변 스태프에게
보여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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