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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뛰는 열정의 현장, 장애학생 직업기능대회 개막

◈ 2019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발달장애영역, 12종목)
◈ 10월 1~2일 이틀 간 직업 및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장 열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이 주관하는 2019(제48회)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가 10월 1일(화)과 2일(수)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196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8회를 맞은 이 대회는 그동안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이 대회는 감각․지체장애(시각․청각․지체) 영역과 발달장애(지적,

정서․행동, 자폐성) 영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발달장애영역의 2개 분과 12개 종목*에 시․도 예선전을 

거친 222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 (특수학교 분과) 가죽공예★, 과학상자조립, 다과요리, 제품포장, 종이공작,

케이크장식 (특수학급 분과) 바리스타★, 다과요리, 사무보조, 외식보조, 제품보장,

케이크 장식 < ★ 신설된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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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능 경진대회 개요 >

v 기간/장소 : 2019년 10월 1일(화) ～ 10월 2일(수) / 더케이호텔(서울)
 v 주최/주관 : 교육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v 내용 : 2019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및 직업체험부스 운영
   * 발달장애영역 2개 분과 12개 종목

 v 대상 : 전국 특수학교(급) 중‧고등학생 222명         
 v 참석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및 지도교사 등 1,500여 명

□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게 되며 참가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모두에게

대회장상을 수여한다.

ㅇ 입상작 중 최고의 작품 1편은 대상인 국무총리상이, 각 종목별 

최우수작 12편은 교육부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ㅇ 또한, 28개의 직업 및 문화 체험부스와 신기술체험관*, 진로․직업

상담공간 등 다채로운 체험의 장도 이번 대회에 마련된다.

* 자율주행체험, 드론체험, 5G 스포츠체험 등

- 체험활동은 10월 1일(화) 10시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이틀 간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019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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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운영 계획

□ 행사 개요

  ◦ (행사명) 2019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 (목  적) 장애학생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 (주최/주관) 교육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대회슬로건) 가슴 뛰는 나의 꿈 이야기

◦ (기간/장소) 2019. 10. 1.(화) ～ 10.2.(수), 1박 2일 / 더케이호텔(서울)

◦ (참석자)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생 및 인솔교사 등 1,500여 명

◦ (대회종목) 특수학교․특수학급 분과별 6종목씩 총 12종목

      

분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종목
가죽공예*, 과학상자조립

다과요리, 제품포장
종이공작, 케이크장식

다과요리, 바리스타*
사무보조, 외식보조

제품포장, 케이크장식

※ *은 2019년 신설된 종목

※ 발달장애(지적‧정서‧자폐성장애) 영역과감각‧지체장애(시각‧청각‧지체장애) 영역격년개최

□ 행사 일정

  ◦ 진로체험 및 이벤트 행사

- 일시 : 2019. 10. 1.(화) 10:00~18:00

-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순서 시간 내용

진로체험 및 이벤트 10:00∼14:00 직업체험, 천연제품 만들기, 신기술 체험  등

개막행사 14:00∼17:00 개막행사(식전·식후공연 포함)

진로체험 및 이벤트 17:00∼18:00 직업체험, 천연제품 만들기, 신기술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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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일시 : 2019. 10. 1.(화) 14:30~17:00

-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아트홀

순서 시간 시량 내용

식전 행사 14:30∼15:00 30분 치어리더 공연, 오케스트라, 실로폰연주 등

개 회 식 15:00∼15:40 40분 개회선언, 개막 세레머니 등

식후 공연 15:40∼17:00 80분 축하 공연, 레크레이션 등

  ◦직업기능경진대회

- 일시 : 2019. 10. 2.(수) 08:30~13:00

-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종목별 대회장

 

구분 시간 시량 행사 내용

대회장 입실 08:30 ∼ 09:00 30분 대회장 이동 및 입실

대회 운영
09:00 ∼ 09:30 30분 물품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

09:30 ∼ 12:30 180분 종목별 대회 진행

   - 대회 종목별 참가 인원 

분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총

계종

목
가죽
공예

과학
상자
조립

다과
요리

제품
포장

종이
공작

케이
크 

장식

소
계

다과
요리

바리
스타

사무
보조

외식
보조

제품
포장

케이
크 

장식

소
계

인원 20 19 16 20 19 17 111 16 19 19 18 19 20 111 222

□ 시상 계획

  ◦시상인원: 참가학생 전원, 지도교사 13명

    구분

 분과

대상
〔국무총리상〕

금상
[교육부장관상]

은상
[대회장상]

동상
[대회장상]

장려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지도교사상
[교육부장관상]

인원 포상금 인원 포상금 인원 포상금 인원 포상금 인원 포상금 인원
(포상금없음)

인원
(포상금없음)

특수학교
1 30만원

6 각20만원 12 각15만원 18 각10만원 24 각7만원 51 6

특수학급 6 각20만원 12 각15만원 18 각10만원 24 각7만원 50 6

합계 1 30 12 24 36 48 101 13
(대상1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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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현황

연도 장애영역 대회 종목 주관교육청

2014년 시각‧청각‧지체장애
점역교정(시각), 시각디자인(청각), 과학상자 
조립(지체) 등 12종목

제주

2015년 지적‧정서‧자폐성장애 전기배선, 제과‧제빵 , 제품포장 등 14종목 강원

2016년 시각‧청각‧지체장애
점역교정(시각), 시각디자인(청각), 과학상자 
조립(지체) 등 12종목

충남

2017년 지적‧정서‧자폐성장애
과학상자 조립, 도예, 세차, 전기배선, 다과
요리, 사무보조, 외식보조 등 14종목

충북

2018년 시각‧청각‧지체장애
점역교정(시각), 시각디자인(청각), 과학상자 
조립(지체) 등 13종목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