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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 개최
- 직종별 해외취업 라이브토크, 외국 11개사 채용 설명회 진행
- 10월에 있을 2021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 대전’ 연계 해외취업 정보
제공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가 공동 주관하는 ‘2021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월드잡
플러스(worldjob.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2021 하반기 글로벌일자리 대전과 연계해 개최되며,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를 얻는 ‘기업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와 박람회 지원 전 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력서·
면접 특강’, 그리고 취업 선배들에게 해외취업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직종별 해외취업 라이브 토크’로 구성됐다.
 ‘기업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에서는 2021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
대전 참여기업의 관계자(대표, 인사담당자 등)가 직접 본인의 기업
및 채용공고를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한다.
○ ▲9월 27일 일본, 영국 기업 6개사, ▲9월 28일 미국, 베트남 등
5개사, 총 11개사가 참여하며, 그중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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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SB Techonology,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한국에도 잘 알려진
기업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력서·면접 특강’에서는 언어별(영·일문), 직종별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전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9월
29일 이력서 Day ▲9월 30일 면접 Day로 양일간 운영된다.
○ ‘직종별 해외취업 라이브 토크’는 ▲10월 1일 하루 동안 유통/
물류, 빅데이터/머신러닝, 항공서비스,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개발까지 총 5개 직종의 취업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취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선배 취업자의 경험담 및 취업 노하우 전달에 이어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 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한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기, 청년들의 해외취업
열망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양질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 1. 월드잡 토크 콘서트 개요 1부.
2. 월드잡 토크 콘서트 포스터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제은솔 과장(052-714-8606)에
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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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1년 하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Ⅰ 개요

‘21년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 연계 월드잡 토크콘서트 Ⅰ

○ 기간 및 방법
월
금 일 실시간 라이브 온라인
○ 주최․주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여대상 세션별 참여희망자 명
○ 운영 프로그램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
참여기업 년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 참여기업 개사
: ’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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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28.)

-

’21

:

11

*

* 일본 7개, 미국 1개, 영국 1개, 베트남 1개, 말레이시아 1개 국가 기업 참여
* 9/27(월) :

Kyukamura Hotels(일), SB Technology(일), ADTEC Plasma Technology(일),

SYS Holdings(일), COCOSYS(일), D&D London(영)
* 9/28(화) : Palm USA(미), Hirose(일), SHIMA SEIKI MFG(일), Teleperformance(말),
KolonIndustries Vietnam(베)

2)

세부 내용 기업 및 직무 소개, 채용정보 제공 및 실시간 Q&A
이력서 작성 가이드 및 비대면 면접 특강
:

(9.29.~9.30.)

일자
9.29.(수)
9.30.(목)

시간

강연 내용

10:00~12:00

(영어)직종별 이력서 작성 필승공식

14:00~16:00

(일어)직종별 이력서 작성 필승공식

10:00~12:00

영어 비대면 화상 면접 특강

14:00~16:00

일어 비대면 화상 면접 특강

직종별 해외취업 라이브 토크
세부 내용 직종별 해외취업 진출 방법 향후 전망 및 실시간

3)

-

(10.1.)

,

:

일자

10.1.(금)

시간
9:00~10:30
11:00~12:30
14:00~15:30
16:00~17:30
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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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유통/물류
IT(빅데이터)
항공/서비스
금융
IT(프로덕트/서비스 개발)

Q&A

[붙임2] ‘21년 하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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