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무대 운영시간표
시간

10월 29일(화)

시간

10월 30일(수)

주니어 토크콘서트
(2~3년차 선배들이 들려주는 현업 이야기)

해외기업 채용설명회
10:30~12:00

한국산업
인력공단

• 호주 조리사 취업 멘토링
(신준하 TAFESA Cookery 교수)
• 일본 힐튼호텔 채용설명회
(힐튼 월드와이드 인터내셔널 HR부장)

사회자: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센터 공명주 실장

10:30~12:30

점심시간

13:00~14:20

14:30~15:00

15:10~17:00

명사 초청 강연

특별강연

(타일러 라쉬)

<여 행 업> (주)하나투어 인재개발부 김예진
<호 텔 업> (주)파르나스 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인사운영팀 이어슬
<MICE업> (주)인세션 컨벤션기획팀 윤지원

• 미국 취업준비 전략
(김정미/Placement International 한국대표)

12:00~13:00

멘 토:

12:30~13:00

13:00~13:50

코이카 월드프렌즈 봉사단 모집설명회

점심시간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 채용 설명회
(아시아지역 탤런트 소싱 담당자, 김연선 총지배인)

14:00~17:00

관광분야 일자리창출 발굴을 위한
대학원 국내외 사례조사
발표대회 및 시상식

시간

10월 30일(수)

관광분야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 특강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창업특강관 운영시간표
시간

10:30~12:00

12:00~13:00

13:00~13:50

14:00~14:50

10월 29일(화)

관광두레 PD 특강
• 지역관광, 여러분이 주인공 (우유선 관광두레 홍천 PD)
• 여행으로 진로 여행 (이광현 관광두레 익산 PD)

11:30~12:20

16:00~17:00

(레드테이블 - 도해용 대표)

점심시간
메리어트 브랜드 및 채용 인재상 소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판교, 이은령 인사이사 )

ICT+테마파크를 통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

12:20~13:30

13:30~14:30

(모노리스 김종석 대표)

15:00~15:50

음식관광 트렌드 분석

점심시간
스마트 관광 정책 이해와 관광벤처
/스타트업 트렌드
(레저큐 - 이주일 본부장)

로컬크리에이터가 바꾸는 도시의 미래
(어반플레이 - 홍주석 대표)

‘여행에 미치다’ 히스토리로 알아보는
여행콘텐츠 트렌드
(여행에 미치다 - 조준기 대표)

※ 특강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15:00~17:00

스마트 관광 앱개발 공모전 시상식

즐거운 관광 행복한 일자리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AI자기소개 컨설팅
AI자기소개 컨설팅은 온라인 멘토링 과정으로 축적된
약 6만여 건의 자기소개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컨설팅 입니다.

VR가상면접 체험관
VR가상면접 체험관은 면접 교육 담당자의 피드백을
대체하며, 학생 스스로 자가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메이크업 컨설팅
전문가들이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통해
밝은 이미지를 연출해 드립니다.

직업 심리 검사관
고용노동부 산하 강남고용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검사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크로마키 포토부스
크로마키 키오스크는 디지털 배경을 실시간으로 합성,
SNS로 전송 및 출력해서 개인 소장이 가능한
포토 키오스크 입니다.

구직자 힐링 문구 자판기
평범한 일상에 따뜻한 메세지로 다양한 감성을 전하는
구직자 힐링 문구 자판기 입니다.

퍼스널 컬러진단
쿨톤? 웜톤? 전문가가 자신에게 맞는 톤을 찾아주어
면접복장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