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개요 

행 사 명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행사일시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2018. 4. 18.(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온라인 박람회 : 2018. 3. 26. ~ 4. 27. (http://jobable.seoul.go.kr)

장   소 SETEC 1·2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대   상
기업 :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일반기업, 공기업 약 300여개 업체

개인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10,000여 명 참가)

주   최

주   관  

참가 사업체
300인 이상 대기업,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300여개 사업체 참가 예정

부대행사 이력서 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컷, 각종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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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취업·성공채용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알선·상담·면접을 통해 직업선택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채용관과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헤어컷 등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희망·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안내  

2018년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 (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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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88-1954  |  Fax (02)796-9857  |  E-mail  jobable@hanmil.net

성공취업·성공채용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알선·상담·면접을 통해 직업선택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채용관과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헤어컷 등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희망·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안내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안내  

2018년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 (3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