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 업 명 2022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 일정/장소 (온라인)    2022.10.17(월) ~ 11.11(금) / 4주간
(오프라인) 2022.11.08(화) ~ 11.09(수) / 2일간,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 홈페이지 www.tourjobfair.com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유관 협회‧학회

■ 참가업종 여행, 호텔, 항공, MICE, 카지노 등 관광분야 대표 업종 및 의료, 
ICT 등 관광융‧복합 직종, 관광벤처기업, 해외취업처 등 100여개 사

* 2020~2022년 : 온라인 박람회 참여 인원 포함



※ 상세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광 일자리관

청년 일자리관 박람회 참여 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게시판 상담 및 입사지원

재취업일자리관 재취업층 대상 추천 직무 소개 및 채용 수요 기업 안내

글로벌일자리관 해외 관광 기업 소개 및 채용 정보 제공 (*월드잡플러스 연계)

About
관광일자리

新직무툰 관광산업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新직무를 웹툰으로 만나보자!

관광산업취업 꿀팁 공동 주관기관이 알려주는 산업별 HOT 정보 전수

일자리지원사업 취업준비생과 관광산업 관련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

생생
취업정보통

JOBTUBE 유관기관 홍보 영상 및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책/취업/정보 영상자료

LIVE 취업정보통 직무토크쇼, 채용설명회, 미래관광특강 등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일자리 토크

취업지원관

인성·직무적성검사 입사 과정 중 하나인 인성·적성 검사 대비 모의고사 서비스 제공

현직자멘토링 관광人 연계 관광분야 현직자 온라인 멘토링 (*관광人 연계)

안성맞춤취업컨설팅 관광人의 취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밀착 취업컨설팅. 1:1 취업 완.전.분.석! (*관광人 연계)

우수호텔아카데미 우수호텔 아카데미 교육과정 소개 및 이벤트 안내

오프라인

재취업가이드 재취업층(중장년/경단녀) 대상 오프라인 박람회 가이드(큐레이팅) 서비스 제공 – 일 2회

메이크업컨설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이미지 연출 방법

취업 타로카드 나의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될까? 타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행운의 취업 타로

이력서사진촬영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도 OK! 현장에서 바로 찍는 이력서 사진

IBK기업은행 - 면접 지원금 박람회 참여 기업과 면접을 진행할 경우 IBK기업은행에서 면접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기업 수 (예정) 대표 참여기업

호텔관 49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SK네트웍스㈜(워커힐), 메이필드호텔, 서울드래곤시티,

힐튼/콘래드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파크하얏트 부산, ㈜호텔롯데 등

리조트관 11 금호리조트, ㈜디앤오, 람정제주개발㈜,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여행관 9 씨트립코리아, 써밋투어 주식회사, ㈜티엔제주, 야나트립 등

MICE관 6 ㈜마이스프로모션, ㈜아이시글로벌, ㈜인세션, 인터컴, ㈜컨벤션법인 이오컨벡스 등

카지노관 3 그랜드코리아레저, ㈜엘티엔터테인먼트, 지케이엘위드㈜

관광벤처관 10 모노리스제주파크㈜, ㈜트립비토즈, 위드바톤, 팀올로컬, 필큐브, ㈜휴가중 등

융복합관 7 ㈜지에프에프지, 주식회사 남이섬,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 등

글로벌관 12
Connect Job, Interisland, Katsuya, Placement international Korea,

Restaurant Parfum de Coree Inc, SKY Enterprises Limited, 
Solaire Resort & Casino, Talent Angels, 나래코리아, 클럽메드바캉스 등

홍보관 13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한국MICE협회, (사)한국PCO협회,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합계 120개

※ 상세 참여기업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치TV 유튜브 중계



프로그램명 드림관 (특성화 고교 경진대회 운영관)

내 용

관광분야 특성화 고교생 경진대회가 진행되는 예비 관광인들의 참여공간

[1일차(11.8)]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

[2일차(11.9)]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프로그램명 관광산업 최신 트랜드관(주제관)

내 용

서비스업에 국한되지 않은 관광업계의 변화와 최신 트랜드 정보 제공!

① 관광분야 DX 및 ESG 관련 신규 직무/기업 홍보

② 공공성 관련 분야 (공정여행 전문가 등) 홍보

※ 상세 운영사항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가이드 운영 관광 전문 헤드헌팅

박람회가 오랜만이거나 취업 준비가 낯선
재취업층 및 초보 취준생 대상 박람회 가이드 운영

본인의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연한 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전문 헤드헌터 상담 제공

 박람회 간단 소개, 프로그램 안내 및 부스 위치 안내 등
박람회 전반 활용방법 소개

 오프라인박람회당일, 매일2번(11시/14시) 취업가이드운영/ 
약30분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통한 수요인원 파악, 모임장소 안내
(당일 접수 가능)

 관광 분야 전문 헤드헌터 섭외, 전문 상담부스 마련

 참가자의 경력 분석 및 참여 기업과의 궁합을 판단해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 소개

 박람회 종료 후에도 헤드헌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
기회 제공



1) 연계 콘텐츠

콘텐츠 내용 진행시기

현직자 멘토링 관광인 연계 관광분야 현직자 온라인 멘토링 상시 운영

안성맞춤 취업컨설팅 관광인의 취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취업컨설팅 상시 운영

미취업자 사후 컨설팅 미취업자 중 희망인원 대상 사후 취업컨설팅 운영 행사 종료 2주 후 참여자 조사

2) 참여 방법

- 박람회 홈페이지 내 배너 클릭  관광人 해당 페이지 접속  희망 컨설팅/멘토링 선택 후 상담 진행

- 관광인 박람회 홈페이지 가입 후 일자리매칭,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관광 전문 컨설팅 참여

- 관광인 홈페이지 가입 이벤트 진행 중!



운영사무국

접

수

드림관

(특성화고

경진대회관)

채용공고 게시대

등록신청대

▲입구 ▼출구

휴게공간

↑
↓

소화전

문서지원실

생생 취업중계관

소화전

관광산업

최신트렌드관

(주제관)

심층면접관

글로벌관

관광벤처관

융복합관

리조트관

호텔관

여행관

마이스관

카지노관

※ 상세 배치는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구직자 참가신청] 클릭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

3 박람회 참가신청 페이지 작성



(1) 채용기업 입사 지원

(2) 채용상담기업 상담 신청

 온라인 입사 지원/상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박람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전,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구직자 참가신청’ 후 현장에 방문하시면 보다 빠른 입장이 가능합니다.

10/17(월) ~ 10/28(금) 11/3(목) ~ 11/4(금) 11/8(화) ~ 11/9(수)



※ 이벤트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

• 홈페이지 : www.tourjobfair.com
• 메일 : tourjobfair@incruit.com
• 전화 : 02-2186-9015

http://www.tourjobfair.com/
mailto:tourjobfair@incru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