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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인, 구직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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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eer festival in the PostCOVID-19 era for graduating
students with a design degree
and job seekers in Korea.”
DDP Young Designer Job Fair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DDP YOUNG DESIGNER JOB FAIR is

대한민국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a career festival for aspiring designers in universities and

디자인 구인, 구직의 축제입니다.

job seekers in Korea.

지난 수개월의 코로나 시대.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2020,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위협과 불안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everywhere in the world is under the effect of

그러나 역사가 늘 그랬듯

an unprecedented predicament caused by COVID-19.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However, as it always has been,

경제, 문화, 산업, 교육, 환경, 기술 등

crisis can also be a time of opportunity.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jor paradigm shifts emerging in our society throughout
economy, culture, business, education, environment, and technology.

‘뉴노멀’의 새로운 일상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업과 직장, 구인과 구직의 패러다임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Our everyday life is once again beginning to move forward with the ‘New Normal’ standards.

디자이너의 채용 방식, 근무 방식, 포트폴리오 등은

The concept of recruitment has already been changed; the employment and

새로운 해석과 방식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portfolio of a designer will be executed with a new perspective and method.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DDP YOUNG DESIGNER JOB FAIR is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변화’를 즐기며

about enjoying this new post-COVID-19 paradigm,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이 대면할

challenging its imminent discussions that the prospective employees might face,

다양한 ‘미래 담론’에 도전하고

and also sharing design career opportunities for all.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DDP YOUNG DESIGNER JOB FAIR will be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를

a festival for all prospective employers and employees,

온오프 경계를 넘어선

converging the online-offline platforms.

디자인 구인, 구직의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there.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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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영디자이너 잡페어
프로젝트

DDP
Young Designer Job Fair
Project

대한민국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메인 프로젝트project #1

취업준비생 구직 포트폴리오
Portfolios for graduating students with

DDP
YOUNG DESIGNER
JOB FAIR

a design degree and job seekers in Korea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경을 초월하는

지원 프로젝트project #1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구직 포트폴리오
Global portfolios that go beyond the national

대한민국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boundaries in the Post-COVID-19 era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인, 구직의 축제”

“A career festival in the Post-COVID-19 era

포트폴리오 참가자들을 위한 디자인 작품

지원 프로젝트project #2

온라인 전시

for graduating students with a design degree and

Online exhibition for participants of
our portfolio platform

job-seekers in Korea.”

디자인 분야 특화 국내외 채용정보 서비스

메인 프로젝트project #2

Specialized career information service for designers

선배 디자이너들이 들려주는 취업이야기와

메인 프로젝트project #3

구직 인사이트
Career stories and insights from
senior designers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지원 프로젝트project #3

국내외 디자인 구인구직 트렌드 정보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trends
of design career in the Post-COVID-19 era

디자인 취업 준비생을 응원하는 기업과 단체

지원 프로젝트project #4

Companies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job seekers in desig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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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로젝트 #1

메인프로젝트 #2

대한민국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디자인 분야 특화 국내외 채용정보 서비스

취업준비생 구직 포트폴리오

Specialized career information service for designers

Portfolios for graduating students with
a design degree and job seekers in Korea

대한민국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직 포트폴리오 플랫폼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용이

국내외 기업과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을 찾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21세기

달라졌습니다. 셀프 인터뷰 영상, 디자인 작품, 스케치, 좋아하는 음악, 역할모델 디자이너 등 입체적이며

기업 경영의 최후 승부수”라는 ‘디자인 격언’이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디자인 화두’가

흥미 있는 포트폴리오 플랫폼입니다. 참여하는 영디자이너를 위한 멘토들의 온라인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러한 격언과 화두를 함께 실천할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We introduce the portfolio platform for graduating students and job seekers in the design field. The contents of the portfolios

Global companies and design studios are now searching for prospective designers both in schools and the field.

have evolved, as they now feature video-recorded self-interviews, design projects, sketches, favorite music, role model

They say “design is the final bid for business,” and “a company’s competitiveness comes from its design prowess.”

designers, and etc. Our mentors will provide the young designers with online workshops as well.

Global companies and studios are in need of those designers who can realize these quotes and ideologies.

대한민국

일반시민,

디자인 대학

화상면접 지원(on)

졸업예정자와

디자인 대학생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선배 디자이너 멘토

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국내외
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대한민국
화상면접 및 채용(on)

디자인 대학

온라인 채용설명회(on)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

포트폴리오 업로드(on)

참여 영디자이너 혜택

참여 기업 혜택

•프로젝트 홍보를 통한 참여자 프로모션

•프로젝트 홍보를 통한 참여 기업 홍보

•포트폴리오 제작 가이드 라인 제공

•프로젝트 참여 영디자이너 화상면접 지원

•온라인 전시참여 기회 제공
•멘토 온라인 워크숍 참여
•프로젝트 참여 기업 화상면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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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로젝트 #3

선배 디자이너들이 들려주는 취업이야기와

기조강연

구직 인사이트

·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자인잡

Career stories and insights from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디자이너 채용과 근무 방식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nior designers

새로운 변화 속에서 디자이너가 맞게 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지 알아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급격하게 변화할 구인구직 패러다임. 기업에서는 어떤 디자이너를 찾고 있고,

세션1. 포트폴리오 토크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디자이너 채용 방식과 근무 환경, 선배들의 유쾌한 취업 에피소드와

· 주제 :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만들기

포트폴리오 제작 TIP까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 연사 : 경력 10년 이상의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 및 기업 내 포트폴리오 심사 관계자

* 컨퍼런스 영상은 ddpjobfair.or.kr과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사전에 네이버 디자인판을 통해 누구나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2020년 9월 중 오픈)
디자인 분야별, 기업 유형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현업에 있는 선배 디자이너와 기업 관계자에게

The paradigm in the career market is now drastically changing due to the effects of the Post-COVID-19.

질문합니다. 채용을 담당하는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직접 심사하며 느꼈던 생각과 변화하는 디자이너

What type of designers are enterprises looking for, and how should they prepare? Through our online conference,
let’s discuss the new recruitment system for designers and their working environment. We also share personal stories and

채용 트렌드를 통해 나만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tips about portfolios from senior designers.
*The recorded conference will be consecutively released on the website, ddpjobfair.or.kr and YouTube.

#1 공간/인테리어 디자인(2020.10)

#5 대기업(2020.12)

#2 산업/제품 디자인(2020.10)

#6 중소/강소기업(2020.12)

#3 UX/UI 디자인(2020.11)

#7 디자인 스튜디오(2020.12)

#4 광고/영상 디자인(2020.11)

세션2. 디자이너 직무 탐구
디자인 전문가

대한민국

기업 채용 담당자

[디자인잡 컨퍼런스] 방송(on)

디자인 대학

주제강연 / 세션1. 포트폴리오 토크 /

졸업예정자와

세션2. 디자이너 직무탐구 / 세션3. 디자인 취업 성공 사례

취업준비생

플랫폼/유튜브/네이버TV 업로드(on)

· 주제 : 디자이너는 어떻게 일할까?
· 연사 : 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팀
선배 디자이너들은 과연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각 기업에서 디자이너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미리 훈련할 수 있는 취업 준비 TIP을 전합니다.
#1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인팀(2020.10)

#4 중소/강소기업 인하우스 디자인팀(2020.12)

#2 중소/강소기업 인하우스 디자인팀(2020.11)

#5 디자인 전문회사/스튜디오(2020.12)

#3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인하우스 디자인팀(2020.11)

세션3. 디자인 취업 성공 사례
· 주제 : 디자이너 취업 실전 스토리
· 연사 : 취업에 성공한 신입 디자이너와 채용 담당자
취업 준비 과정부터 면접, 입사 후 맡았던 첫 업무까지, 취업에 성공한 선배 디자이너의 생생한
실전 취업 에피소드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과연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이 유효했을 지,
실제 채용을 담당했던 상사가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곁들인 유쾌한 강연입니다.
#1 디자인 전문회사/스튜디오(2020.10)

#3 대기업(2020.12)

#2 중소/강소기업(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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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변화’를 즐기며
디자인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이 대면할
다양한 ‘미래 담론’에 도전하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DDP
YOUNG DESIGNER JOB FAIR is
about enjoying the new
Post-COVID-19 paradigm,
challenging its imminent
discussions that the aspiring
designers might face in the future,
and also sharing design career
opportunities for all.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 사무국

프로젝트 총괄

[DDP Young Designer Job Fair] Secretariat

generalize project
김민수 선임 Minsu Kim, Project Coordinator

mskim@seouldesign.or.kr

(재)서울디자인재단

포트폴리오, 플랫폼
정인영 프로젝트 매니저

Inyoung Jung, Project Manager
iyjung@alt-c.co.kr

(주)얼트씨

컨퍼런스
한문경 본부장
Moonkyoung Han, Director
moon@design.co.kr

문한아 팀장
Han-a Mun, Project Manager
munn@design.co.kr

(주)디자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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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Hosted by

주관 Organi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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