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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즘엑스포! 자폐성장애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큰 행사.

현재를 모두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어 보는 행사였다.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하는 법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순수 민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라 더 의미가 컸다.

자페성장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또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편히 쉴 수 있는 장이 제대로 펼쳐진 느낌이다.

이렇게 열기가 대단할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계속 더 열심히 해야 할 동력이 생겨난 것이 수확 중의 하나인 듯 하다.

정부 고위 공직자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시는 말씀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싹을 본 것도 큰 위안이다.

이와 같은 멋진 행사는 뒤에서 소리없이 애써 준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노력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특히 김정웅 대표와 조아라 사무총장의 헌신에

힘입은 바가 가장 커 깊이 감사드린다.

2만명 정도의 분들이 찾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들의 진정한 응원자이시고, 수호천사임을 확신한다.

우리의 앞길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응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활동을 약속드린다.

김 용 직 회장

주관기관 공동대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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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7월 12일, 13일 이틀 동안의 오티즘엑스포는 저에게도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오티즘엑스포 기간 중에 수 백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티즘엑스포의 성공은 누구 몇 명이 잘한 게 아니라 그동안 발달장애계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역량이 분출되어 성공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최초로 기획을

했을 때부터 오티즘엑스포 직전까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초조하게 걱정했었습니다.

부스가 채워지지 않아 기관, 회사들을 쫓아 다니며 사정사정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관람객 목표 4,000명을 채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막 전날 사전등록이

10,000명이 넘었고 웹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개막을 하자 10,000개의 입장 팔찌가

다 떨어졌고 대체로 발급한 스티커 등을 감안하면 15,000명 이상이 다녀가셨고,

오후 늦게 등록없이 입장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2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목표대비 500% 이상의 연인원이 다녀가셨으니 성공이라고 자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의 Autism Show가 관람객이 연인원 5,000명이고 상업적인 컨텐츠가 중심인데,

우리 오티즘 엑스포는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전시회의 규모, 관람객 숫자,

컨텐츠의 질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티즘엑스포 기간 중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선뜻 후원을 해주셨고,

자원봉사자 들의 헌신적인 노력, 발달장애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틀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은 부스, 전시공간, 공연에서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열기는 전시회 전체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수용인원 80명으로 오티즘 스쿨을 기획을

했는데, 200명이 넘는 수강자들이 복도에까지 앉아서 진지하게 강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덩치 큰 아들 손을 이끌고 다니는 늙은 어머니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님의 준비로 염수정 추기경님, 최재형 감사원장님 등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참가하셨고, 20건 이상의 영상 축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오티즘엑스포의 열기를 보고 발달장애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오티즘엑스포에서 들은 기억에 남는 칭찬 두개를 공유합니다. 한국 CSR 최고 전문가인

라임글로브의 최혁준 대표는 국내 사회공헌 관련 전시회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단국대 전상신 교수님은 20여년 특수교육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칭찬은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전시장에서 평화, 사랑, 따뜻함, 편안함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련자들의 축제라는 이야기도 큰 칭찬이었습니다.

발달장애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분들도 오티즘엑스포에서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티즘엑스포를 통해 발달장애계의

네트워크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 공유하고 배우며 협력하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다음 오티즘엑스포에서는 더 알찬 기획과 공감, 참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정 웅 대표이사

주최기관 대표·주관기관 공동대표
(주)서플러스글로벌, 함께웃는재단

01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98

“
 꿈

을
 그

리

다
 다

름을 말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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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이번 엑스포의 유일한 수입원(관람객 현장등록비도 설문지만 작성하면 입장되어서 사실상 무료)

이었던 부스 참가비는 총 지출액의 9%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기업체에서 후원해주셔서 32% 정도 충당이 되었고, 나머지는 주최사이면서

저희 재단을 설립, 후원하는 서플러스글로벌 에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구상하고 준비해 온 오티즘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진 몰랐습니다.

오티즘엑스포가 우리 안에 묻어 두었던 응축된 힘과

응어리들을 분출해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이런 엑스포가 가능하게 기반을 잘 다져주신

한국 자폐계의 거목, 김용직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준비위원님들,

특히 갤러리를 도맡아 수고해주신 김은정 박사님과 공연구성을 함께 해주신

드림위드앙상블 이옥주 대표님, 최신 연구 발표 기획을 맡아주신 한국자폐학회 서동수 회장님,

재능기부로 홍보대사 및 음악회 사회를 맡아주신 김미화 선생님, 김지연 아나운서님,

한석준 아나운서님, 재능기부로 음악회를 빛내주신 가수 이상우 님, 두왑사운즈,

응원릴레이 연결해주신 이진희 대표님, SM엔터테인먼트 이예지 PD님,

로고송을 재능 기부해주신 멜로디어스 배재우 PD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원광대 특수교육과,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이대부고 자원봉사자들, 후원해주신 KB증권, SK하이닉스,

하나금융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 BS RENTAL, 국민은행 등 여러 기업체

사회공헌담당자분들께도 다시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티즘엑스포는  통합적인 정보 교류의 장,  축제 및 힐링의 장,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획하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둘러보고 공연 관람, 체험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만이

아닌 나와 같은 가족이 많고, 둘러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꽤 있음을 보고 울컥했다”,

“페친을 직접 만나고, 다른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등 많은 분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고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축제 및 힐링의 장은 확실히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회가 거듭되면 더 많은 기관들이 부스에 참여해서 나눌 수 있는

알찬 정보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전환의 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등록자 설문지조사에서

자폐 및 발달지연과 관계가 없는 등록자가 7.1%였던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2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를 보고 가신 정·재계 정책결정권자들께, 그리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 이번 행사를 접하게 된 분들께도 저희의 갈급함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등록이 몰리는 바람에 자꾸만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강연장이 비좁아서 서서

강의를 들어야 했던 분들에겐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엔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는 메뉴얼이 아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함께웃는재단은 앞으로도 오티즘엑스포를 비롯한 여러 컨텐츠 사업을 통해서

발달장애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든든한 우군이 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1 2 3

조 아 라 사무총장

행사총괄 담당자
함께웃는재단

03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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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스케치

구분 내용 수 단위 비고

형태별

부스개수
공동관 3 개

체험부스 별

이용객

Autism School(강연) 약 2,100 명

Autism Makers(만들기체험) 약 3,000 명

Autism Art Festival(공연) 약 7,000 명

1:1 상담실 83 명

언론 및

홍보

언론보도 58 건 기사 및 잡지

영상취재 6 건

지하철 액자홍보 100 건

SNS 콘텐츠 34 건

SNS

접속현황

유튜브 영상 조회수 약 20,000 건

페이스북 팔로워 수 608 수

인스타 팔로워 수 301 명

영상 자료

홍보영상 3 건

연예인 응원릴레이 영상 7 건

내빈 축사영상 20 건

행사 업로드 영상 22 건
개막식, 강연 및 공연,

행사스케치 영상 등

후원 후원기관 13 건

(주)서플러스글로벌: 219,566,369원

KB증권: 30,000,000원

SK하이닉스: 20,000,000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000,000원 

BS RENTAL: 11,800,000원

하나금융나눔재단: 10,000,000원 

sk행복나눔재단: 10,000,000원 

국민은행: 10,000,000원

KEB하나은행: 5,000,000원

제일연마공업: 1,000,000원 

앤테이크: 1,000,000원

PlayStation(소니): VR기기 대여 및

소니플레이스테이션 경품후원

세준푸드: 식혜 7,056개 후원

동아오츠카: 생수 2,000개 후원

오티즘엑스포 결과 요약01

한 눈에 알아보는 오티즘엑스포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구분 내용 수 단위 비고

참관객 현황

사전등록자 수 17,358 명

현장등록자 수 2,394 명

관계자 수 약 500 명
부스 참여기관 관계자, 

기획사 및 주관사 측 관계자

연인원 수 약 20,000 명

부스신청
부스 참가 신청기관 수 95 개

주관사포함
부스 참가 선정기관 수 87 개

부스 참가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 및 병원 등 14 개

치료센터, 교육기관 및 사회적 기업 28 개

비영리단체 및 법인 42 개

공동관 3 개

부대행사
Autism School(강연) 14 건 북콘서트 및 강의

Autism Art Festival(공연) 6 건 북토크, 재능발표회 및 음악회 등

형태별

부스 개수

주제관 2 개 함께웃는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책홍보관 3 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Autism School(강연) 1 개 BS RENTAL 후원

Autism Art Gallery(작품전시) 1 개 작가 30명, 작품 27점

Autism Art Festival(공연) 1 개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

공연 26팀, 찬조공연 2팀

Autism Makers(만들기체험) 1 개 SK하이닉스 후원

Autism Career(VR 직업체험) 1 개 PlayStation VR기기 후원

Autism Safety(승강기안전체험) 1 개 한국승강기안전공사 후원

대형퍼즐 1 개 퍼즐 맞추기 게임 및 포토존

1:1 상담실 4 개
치료 및 재활, 행동수정,

직업 및 자립, 법률 4가지 분야

Multi Sensory(다감각치료) 1 개 (주)밀리그램디자인 운영

테이블 호버컬링 1 개 (주)형민로드 운영

일반부스(3x3) 81 개

AUTISM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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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2. 행사 스케치

1일차 사진

2일차 사진

구분 내용 수 단위 비고

결산

수입 총 내역 372,066,369 원

부스 참가비 33,700,000원 

관람비 0원 

후원금

- 서플러스글로벌 219,566,369원

- 그 외 기업후원금 118,800,000원

지출 총 내역 372,066,369 원

영국연수 19,542,752원

행사 운영비 350,723,617원

앵콜 전시회 1,800,000원

운영인력

기획사 관계자 약 100 명 행사 진행 및 운영인력

주관사 관계자 약 30 명 행사 진행 및 봉사자 수

사회자 9 명

강연자 24 명

상담위원 4 명

자원봉사자 71 명

행사영상 및 사진02

행사 영상 : https://youtu.be/FGFXRsr7yQY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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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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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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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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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조직

영국연수

홍보영상 제작

조달청 입찰

기획사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웹사이트 오픈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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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2018년 10월, 자폐 및 발달지연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욕구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당사자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전하는 제1회 오티즘엑스포

             행사 안내 영상 제작

시   간    1분 51초

자   료    https://youtu.be/JCh8q9PvvIQ

제작자    네모박스

장   소    영국 런던 “Autism Show”

내   용    2018년 8회인 “Autism Show”의 전체 행사 분석, 자료 수집, 인터뷰

경   과   2019.05   영국연수 준비 모임

             2019.06   영국 연수 진행

             2019.07   영국 Autism Show의 분야별 세부 분석, 자료 수집, 평가를 통한 연수보고서

             2019.08   영국 연수 최종 평가회 및 2019년 한국의 오티즘엑스포 기획

홍보영상 제작03

3. 행사 준비과정

준비위원회 조직

조달청 입찰

2018.04

2018.10-12

영국 연수

기획사 선정

2018.06.12-18

2018.12-2019.01

행사장 aT센터 예약

자문위원회 구성

2018.09.20

2019.01

홍보영상 제작

웹사이트 오픈

2018.10

2019.02

목   적    자폐성장애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다양한 전문 컨텐츠(의료, 교육, 재활, 직업 등)전시회 및 부대행사(예술 공연,

             전시, 강연회 등)를 하는 “2019년 자폐성장애 박람회”를 기획을 위해 각 분야별 준비위원 결성

경   과   2018.04   오티즘엑스포 준비를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인 준비위원(8명) 결성

             2018.05   오티즘엑스포 행사 진행의 사회적 욕구, 문제점, 방향성, 실제적 행사 규모 및 기획의도에 대한 논의

             2018.06   오티즘엑스포 벤치마킹을 위한 영국의 Autism Show 견학

             2018.08   해외연수 평가회 및 2019년 오티즘엑스포 준비 회의

                              * 2018년 9월 20일, 오티즘엑스포 행사장으로 aT센터 제2전시장 계약

역   할    한국의 오티즘엑스포 개최에 대한 욕구 및 필요한 분야 정보 분석, 오티즘엑스포 행사의

             목적 부합적 세부 내용의 기획, 필요 자원 등 연결, 주변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의 모니터링 등

준비위원 명단

소 속 준 비 위 원

함께웃는재단 조아라 사무총장, 차세영 센터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처장

행사 기획 전문가 김대석 에브크리 대표

사회복지 전문가
심석순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선형 드림 앤 바이크 협동조합 이사장

발달장애 전문가
이경아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고영숙 새솔아동발달지원센터장

목   적    영국의 자폐 및 발달지연 관련 엑스포 행사를 견학, 분석,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점을 찾고자 함

기   간     2018.06.12 - 06.16

참가자    준비위원 8명

             (함께웃는재단 2명, 한국자폐인사랑협회 1명, 행사기획전문가 1명, 사회복지 전문가 2명, 발달장애전문가 2명)

준비위원회 조직01

영국 연수02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2120

경   과 : 2018.09   오티즘엑스포 웹사이트 제작 기획 회의

            2018.10   오티즘엑스포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사이트맵 구성

            2018.11   웹사이트 제작 업체 계약 (업체명 : 웹비스타)

            2018.12   웹사이트 각 컨텐츠 레이아웃 완성

            2019.02.14   웹사이트 오픈

웹사이트 오픈07

자문위원 명단

소속 성명 준비위원

학술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서동수 한국자폐학회 회장

전시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이효성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

부대행사
이옥주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이사장

김은정 교육학박사, 컬럼니스트

운영지원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

김치훈 발달장애인정보플랫폼센터 센터장

홍보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정창교 국민일보 기자

김재홍 성분도복지관 사무국장

3. 행사 준비과정

경   과 : 2018.10.17   함께웃는재단 조달청 입찰 수요기관등록 및 수요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2018.10.25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계약 요청 (제1회 오티즘엑스포 행사 대행 용역 내자계약 요청,

                                  사업예산 260,000,000원),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에 제안요청서 등록

            2018.10.26   나라장터의 구매계약요청 응답서 수신

            2018.11.05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업종코드(실내건축공사업 0006) 변경 공문

            2018.11.12   업종코드 불수정 및 제안요청서 수정본 등록

            2018.11.13   서울지방조달청의 계약방법 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 발송

            2018.11.30 - 12.04   오티즘엑스포 용역 입찰

경   과 : 2018.12.05   오티즘엑스포 용역 입찰 기술평가단(7명) 구성

            2018.12.11   오티즘엑스포 입찰 참가 업체 프리젠테이션 실시

            2018.12.19   오티즘엑스포 용역 업체 기술평가 최종회의

            2018.12.20   오티즘엑스포 행사 대행 용역 기술평가 취합표 서울지방조달청에 전송

            2018.12.26   오티즘엑스포 입찰결과 통지 및 기술협상 실시 안내

                                  주식회사 비아이스트라코리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

            2019.01.03   서울지방조달청에 오티즘엑스포 행사 대행용역 기술협상 결과 보고

            2019.01.04   서울지방조달청의 낙찰자 선정(4업체 중 1곳) 및 계약체결 안내 공문

            2019.01.07   함께웃는재단과 주식회사 비아이스트라코리아의 일반용역계약서 작성

경   과 : 2019.01   오티즘엑스포 개최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단(11명) 구성

            2019.02.12   오티즘엑스포 자문회의 실시

조달청 입찰04

기획사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05

06

항 목 입찰 내용

품명 및 수량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사업명 제1회 오티즘엑스포 행사 대행 용역

추정가격 236,363,636원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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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함께웃는 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비아이스트라 기획사

부대행사

 정책설명회 섭외, 관리

 아트갤러리 전체 기획

     - 공간구성 및 작가 섭외

     - 전시작품 및 진행

 강연회 기획 및 운영

     - 강연 주제 선정 및 강사 섭외

     - 강사비 입금 및 제반서류 관리

     - 전체 강의 진행 관리

 공연 기획 및 운영

     - 공연장 전체 프로그램 기획

     - 공연자 섭외

부대시설 /

물자

 부대시설 기본계획 수립

     - 소요시설 종류 및 수량 확정

     - 부대시설 조성 계획 확정

 부대시설 관리 감독

 각종 제작물 종류 및 수량 확정

 각종 제작물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사양 확정

 제작물 감수 및 관리감독

 부대시설 세부 계획 수립

     - 시설별 제작 계획 및 설치,

     필요물품 및 장비 수급

 부대시설 현장운영

 각종 제작물

     - 메인 디자인 시안 제작

     - 제작물 종류 및 수량 산출

     - 설치 장소 답사 및 현장점검

     - 발주, 제작, 검수 및 납품

홍보

 기본 홍보계획 확정

 세부 홍보계획 제안 및 확정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

 홍보대사 섭외

 홈페이지

     - 홈페이지 구성 및 제작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홍보/기록 제작물

     - 영상 구성안, 시나리오 작성

     - 영상물 디자인 확정

 보도자료 및 SNS 홍보 검토 및 확정

     - 보도자료 수정 작성 및

         복지분야 언론 배포

 각종 홍보물 제작 기획

     - 홍보영상 기획

     - 연예인 응원릴레이 영상 기획

     - 홍보영상 출연진(연예인) 섭외

     - 안내서(한/영문),

        포스터(한/영문), 리플렛,

        초대장, 초대권, 현수막,

        배너 제작

 홍보대사 섭외

 자체 홍보

 홍보/기록 제작물

     - 영상물 제작

     - 기록 사진 촬영 및 제작

 보도자료 및 SNS 홍보문구 작성

     및 언론 배포

 각종 홍보 제작물 디자인

3. 행사 준비과정

업무분장08

구 분 함께웃는 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비아이스트라 기획사

총괄

 행사 기획 및 총괄

 행사 개최 계획서 작성

     - 행사 개요 및 주요행사내용

     - 개최 목적 및 필요성

 행사 예산서 작성

     - 행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

 행사장 구성

     - 행사장 전반의 사전점검

     - 행사장 계약

 각 부문 업무 기획 조정

 준비조직 구성

     - 자문위원회,

        준비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주요 의사결정

     - 실무사항 결정

     - 사무국 STAFF 구성

 행사진행 및 운영

     - 행사 전반의 총괄

     - 자체 부대행사 준비

 결과보고서 제작

     - 행사 진행 결과 정리

     - 결과보고서 내용 제작

 행사 결산 및 정산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정산

 자문위원 구성 및

   섭외 협조

 행사 예산서 작성

     - 세부예산서 작성

 예산집행계획수립

     - 세부항목별집행계획 수립

 행사장 구성

     - 행사장 제반시설 관리

 현장사무국 운영

 행사진행 및 운영

     - 행사 진행 업무 관장

     - 참가자 편의 제공

     - 부대행사 진행 협조

 결과보고

     - 행사참가자 현황파악

     - 행사 사진, 영상 및

        기타 자료 취합 및 정리

     - 결과보고서 디자인

 기획사 지출 현황정리

     - 정산 보고서 작성

후원

 후원사 유치용

   제안서 기획 및 제작

 기업 후원 유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후원명칭

     승인처리

 기업 후원 유치

부대행사

 부대행사 전체 계획 수립

     - 분야별 컨텐츠 확정

     - 출연진 및 전문 인력 선정

 1:1 전문상담실 기획

     - 상담실 구성(주제) 확정

     - 주제별 전문가 섭외

     - 신청자/상담자 매칭

 1:1 전문상담실

     - 주제별

     전문가섭외

     - 신청자/상담자

        매칭

 정책설명회 섭외

 부대행사 보조

     - 필요 시스템 및 물자 수급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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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함께웃는 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비아이스트라 기획사

인력

 자원봉사인력 수급 계획

     - 자원봉사원 섭외 및 연락

     - 자원봉사원 실적 등록

     - 주요 부문 배치 확정

     - 도시락 제공

 자원봉사원 운영

     - 자원봉사원 현장 배치 및 관리

     - 자원봉사원 기본교육 진행

 소요인력 산출

 각 부문별 인력 배치

     - 인력 DB 관리

기타

 설문지 제작 및 회수

     - 부스, 참가자, 관련자 각 대상자

        별 설문지 제작

     - 설문지 수거 및 분석

 오티즘엑스포 백서 제작

3. 행사 준비과정

업무분장08

구 분 함께웃는 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비아이스트라 기획사

등록

 참가자 유치

     - 예상 참가자DB 확보 및 관리

     - 전시 참관객 리스트 확보

     - 변경사항 업데이트

 사전등록 운영 및 관리

     - 사전등록신청 페이지 구축

     - 사전등록자 현황 보고 및 검토

     - 참가자 문의 응대

 현장등록 관리

     - 현장등록 운영 세부계획 확정

 현장등록 운영

     - 현장등록 운영 세부계획 수립

     - 현장등록 시스템 구축

     - 최종 참관객 현황 보고

개막식

 개막식 기본 계획 및 운영

     - 외부 초정인사(VIP) 선정

     - 축하공연단 섭외 및 관리

     - 시나리오 확정

 축사영상 확보 및 취합

 개막식 운영 보조

     - 사회자 섭외

     - VIP 초청

     - VIP 의전 계획

     및 수행

 축사영상 확보

 개막식 행사운영

     - 세부 시나리오 작성

 VIP 관리

     - VIP 대기실 운영

     - 의전도우미 섭외 및 관리

전시

 전시 기본 계획 수립

 전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전시장 구성 및 방향 설정

 관련기관에 전체 안내

     - 행사 안내서 제작 및 발송

        (공문, 자료, 전화, 이메일, 팩스)

 전시장 배치안 수립 및 확정

 참가기관 유치

     - 참가기관 DB확보 및 선정

     - 유치 분야 확정

     - 참가 접수 및 참가비 납부 관리

 주제관 및 체험부스 운영

     - 주제관 전시 컨텐츠 확정

     - 체험부스 연계

     - 후원기관 섭외 및 컨텐츠 확정

     - 주제관 및 체험부스 관리감독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제관 운영

 참여기관 연계

 전시장 배치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장 디자인

 참가업체 관리

     - 전시 참가업체 및 기관 지원

     - 기본 부스 기획 및 설치

     - 디자인, 설계·시공·철거

     - 기타 전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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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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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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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출 및 부스운영

참가부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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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유치

앵콜 전시회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2019

4



2928

AUTISM EXPO

기대효과03

모두 모여 정보를 획득하고,

나누고, 교환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THE 1st AUTISM EXPO 2019

전시

홍보

체험

전시

상담

강연

공연

발표

 전시 및 강연을 통해 자폐 및 발달지연자가 활용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확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고민거리를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성공 사례 및 당사자들의 다양한 예술활동 등을 통해 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

 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발달 장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발달 장애 아티스트들의 창의적 능력을 발표하는 플랫폼으로 아트 페스티벌 개최

 기관 및 단체 : 활동을 홍보하여 잠재된 클라이언트 확보

 기업 : 타겟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현장 체험하게 하여 인지도 향상 및 즉각적인 현장 피드백 확인

 학계, 업계, 단체의 종사자들이 타사 및 타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실제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제공

01

02

04

03

GET_ 당사자 및 가족 /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정보를 각 테마에 따라 쉽게 획득

VISION_ 당사자 및 가족 / 자폐성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편견을 재정립하는 채널로 활용

SHARE_ 전시자 / 당사자 및 가족,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홍보를 통한 마케팅 기회 획득

EXCHANGE_ 관련 종사자 / 새로운 치료 기법 및 트렌드를 교류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4. 엑스포 기록

행사명    제1회 오티즘엑스포 / THE 1st AUTISM EXPO

                자폐 및 발달지연에 관한 모든 것 

슬로건    꿈을 그리다, 다름을 말하다

입장료    사전등록_무료

기   간    2019년 7월 12일 - 13일(토) 2일간

웹사이트    http://autismexpo.or.kr

S N S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GaC5kaIafmG0U2VZGOcGdw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UTISMEXPO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utismexpo

주   최   

규   모    발달장애 복지, 의료, 교육, 치료 등 관련 국내외 90여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부스 참가기관 : 87개

             참여 부스개수 : 102개

             총 관람객 수 : 연인원 약 20,000명

후   원   

장   소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3F

주   관   

CDC(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2018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폐성 장애의 출현률은

59명당 1명으로 2년 전 68명당 1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과 대응기반이 부족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계 및 단체의 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진행되고 있지만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자폐성 장애에 대한 통합적 정보 공유의 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자폐 및 발달지연에 필요한 양육 및 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보여줌으로써

당면 과제와 미래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Autism Expo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요01

기획 의도02

01

02

03

STRONG NEEDS about autism

SPECIAL NEEDS about autism

SUBSTANTIAL NEEDS about autism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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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모집05

01

02

부스 모집 현황 : 총 95개 기관 신청, 심사 후 최종 87개(주관사 포함) 기관 선정

부스 모집 개요 및 신청기관 제공사항

일   정

대   상

지원방법

모집 분야 및 규모

참가비
납부

 접수기간 : 1차 2019. 3. 31까지 / 2차 2019. 5. 31까지

 심사 및 선정 : 각 차수 별 접수 완료 후 2주 이내 심사 후 선정, 홈페이지 게시

 발달장애를 지원하거나 발달장애 관련 단체·기관·시설, 공공기관, 기업 등

 기타 오티즘 엑스포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및 단체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참가 신청 안내

 발달장애 관련 주제, 활동, 생애주기 등을 고려 주제관 구분 및 모집 운영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단체·협회 및 연구기관 교육·의료 및 재활

출판 및 교구 인권 직업 및 고용

구 분 참가비용(VAT면제)

공공기관, 일반기업 및 병원 등 (3x3 Size 당) 700,000원

치료센터, 교육기관 및 사회적기업 (3x3 Size 당) 400,000원

비영리단체 및 법인 (3x3 Size 당) 300,000원(3월 31일까지 사전신청시 200,000원)

공동관 100,000원

참가비 납부
결제은행    국민은행       예금주    함께웃는재단

계좌번호    806401-00-048632

부스모집 및 심사

STEP 1

계약금 납부

STEP 2

잔금 납부•필수 서류 제출

STEP 3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막

2019.07.12 - 13

•1차 : 2019.03.31까지

•2차 : 2019.05.31까지

•심사 후 선정 통보

•참가비는 기업/기관명으로 입금하시되, 개인명의로 입금할 경우 사무국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참가비 완납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공동관의 경우 상품을 공동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별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선정일로

   부터 15일

   이내 납부

•2019.06.15까지

* 참가비 완납은 신청일 관계 없이 2018.06.10(월)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 접수

함께웃는재단 이메일 : stf@smiletogether.or.kr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 접수

함께웃는재단 팩스 : 070-4032-0870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4. 엑스포 기록

행사 및 공간구성04

전시

주제관

정책정보관

멀티센서리존

관련기관 및 기업전시

테마별 [Products & Service]

 주관기관 사업소개

 정부정책 및 향후 방향 홍보

 심리 안정 및 다감각치료 체험

 국내외 참가 기관 및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전시

 공공기관, 교육, 의료 및 재활, 고용 및 직업, 출판,

  인권, 당사자 및 가족 관련 협회 및 단체

부대행사

정책설명회

1:1 상담실

Autism School 

Autism Art Festival(AAF) 

Autism Makers

Autism Career VR

Autism Safety 

대형퍼즐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전반에 대한 정책 동향 설명회

 자폐 및 발달지연 주제별 전문가 상담

 최신연구 발표 및 현장전문가 강의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전시 및 공연

 블록과 클레이로 만들기 체험

 진로체험을 통한 직업훈련

 승강기 안전체험

 퍼즐 맞추기 게임 및 포토존

휴식공간

심신안정 및 미아보호실 

만남의 광장 

휴게공간 

푸드트럭존 

 자폐당사자의 안정 및 휴식 공간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기업 담당자 간의 만남의 장소

 방문객 편의 휴게공간 마련

 푸드트럭존 간식, 간편식사 및 음료 구입처

기타 편의시설

종합안내소 

의무실 

비지니스센터 

 관람객들의 문의 사항 안내

 응급조치 가능한 의무진 상주, 구급차 대기

 참여기관 및 기업, 참가자를 위한 업무지원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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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EXPO

03

02

전시부스 운영

전시 부스 셋업 및 철거 일정 : 독립부스(주제관, 정책홍보관)   셋업일자 : 7월 10일 13시 이후

                                                                                        철거일자 : 7월 13일 18시 이후

                                               일반부스  셋업일자 : 7월 11일 13시 이후

                                                             철거일자 : 7월 13일 18시 이후

Autism
School

Autism
Makers

Autism
Career

정책홍보관
Multi
Sensory

의무실 주제관

18x12m 9x9m 9x9m 6x9m 6x9m 3x3m 9x9m

상담실 심신안정실 만남의광장
Autism
Gallery

무대 푸드트럭 휴게공간

3x12m 3x9m 3x12m 3x39m 15x15m 15x9m 15x9m

부스
배치도

Autism SchoolA

상담실 [ 행동수정 ]J-2

Autism SafetyF

심신안정실 [ 03 ]K-3

퍼즐 게임˙포토존N

서울시청B

상담실 [ 직업 / 자립 ]J-3

한국자폐인사랑협회˙함께웃는재단G

만남의 광장 [ 01 ]L-1

Autism Art FestivalP

고용노동부C

상담실 [ 법률 ]J-4

Autism CareerH

만남의 광장 [ 03 ]L-3

푸드트럭 존Q

보건복지부D

심신안정실 [ 01 ]K-1

만남의 광장 [ 02 ]L-2

Autism MakersI

의무실M

휴게 공간R

멀티센서리E

심신안정실 [ 02 ]K-2

만남의 광장 [ 04 ]L-4

상담실 [ 치료 / 재활 ]J-1

Autism Art GalleryO

베어.베터.컴퍼니1-2

커리어플러스센터3

다다예술학교14

(주)테스트웍스9

뉴드림19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25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4

밀알학교15

한미특수교육센터10

밀알복지재단20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27

사람과 소통5

엔젤스헤이븐16

(주)안정11

(사)한국장애인부모회22

과천시장애인복지관28

하나 파워 온 임팩트6-7

(사)밀알천사17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1

대구대학교 KPACE센터12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24

성남시한마음복지관29

CO:NET8

(사)몸짓과 소리18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23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13

성분도복지관26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30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31

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41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36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46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32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42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37

한국심리운동학회 서울지부 47

(사)에이블아트3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43

서울시립어린이병원38

나너우리사회성연구소49

대한민국장애인미술연합회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심리연구실44

한국심리운동학회 경기지부 48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39

디스에이블드35

경기아동발달센터45,50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40

한국연극치료협회52

(주)바로 Tomatis Korea54

(사)세계샌드아트협회총연맹55

대한감각발달재활협회51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56

에듀비전53

엘아동발달연구소57

(주)한국특수요육원58

질환모델링제브라피쉬소재은행70

(주)파티오64

극단 라하프75

[ 테이블컬링 ]

(주)형민로드
81-90

김희영아동발달센터59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71

(주)학지사65

메리츠화재76

한국행동분석학회60

나다운사회적협동조합72

소소한 소통66-67

나는78

피치마켓61-62

발그래협동조합73

estas77

(주)뉴로벤티68

드림위드앙상블80

(사)장애인평생지원협회63

책.나.망. 작은도서관74

꿈꾸는느림보79

(주)MD헬스케어69

웨이에이블92

향림작업장93

에이스북94

(주)자우노91

입구 출구 

01

06

02

07

03

08

04

09

05

10

31

36

32

37

33

38

34

39

35

40

61

66

62

67

63

68

64

69

65

70

11

16

12

17

13

18

14

19

15

20

71

76

72

77

73

78

74

79

75

80

91 92 93 94

81

86

82

87

83

88

84

89

85

90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51

56

41

46

42

47

52

57

43

48

53

58

44

49

54

59

45

50

55

60

A B

J-1 J-2 J-3 J-4 K-1 K-2 K-3 L-1 L-2 L-3 L-4 M N O

P

Q
R

E

F

G

H

I

C

D

부스배치도

4. 엑스포 기록

전시연출 및 부스운영06

부스규격 및 제공 내역

추가 옵션 신청 사항(필요시 신청/VAT 포함)

•모든 비용은 2019.07.12(금) - 13(토) 2일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조립부스 제공사항

부스공간 3m X 3m

상호간판 국 / 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 부착

바닥처리 파이텍스 마감(지정색)

제공비품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 콘센트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 당 1조 제공

조명 조명등,  형광등

전기 1kw / 추가이용은 사전 신청 및 비용 별도

구분 신청단위 단가 비고

전기 Kw 50,000원 1kw/부스 무료 제공, 독립부스 필수 신청

전화 대 50,000원
현장추가불가, 전시기간 사용료 및 공사비 포함

인터넷 회선 100,000원

의자 개 15,000원

콘센트 개 15,000원

01 전시부스 배치도

Multi 
Sensory

Autism
Career

Autism
Makers

Autism Art Gallery 공동관만남의 광장 의무실
퍼즐
게임심신안정실

승강기 안전체험

상담실

정책홍보관
1

정책홍보관
2

주제관

정책홍보관
3

푸드트럭 휴게공간

무대 및 객석
Autism School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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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스형태 기관유형 주제별 세분화 기관명 부스상세

28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1개(3x3)

29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개(3x3)

30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1개(3x3)

31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1개(3x3)

32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 1개(3x3)

33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나너우리사회성연구소 1개(3x3)

34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행동분석학회 1개(3x3)

35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 1개(3x3)

36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대한감각발달재활협회 1개(3x3)

37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연극치료협회 1개(3x3)

38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사)세계샌드아트협회총연맹 1개(3x3)

39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1개(3x3)

40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심리운동학회 서울지부 1개(3x3)

41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심리운동학회 경기지부 1개(3x3)

42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1개(3x3)

43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1개(3x3)

44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개(3x3)

45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에듀비전 1개(3x3)

46 일반부스 일반기업 치료 (주)바로 1개(3x3)

47 일반부스 교육기관 치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심리연구실 1개(3x3)

48 일반부스 교육기관 치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1개(3x3)

49 일반부스 치료교육기관 치료 엘아동발달연구소 1개(3x3)

50 일반부스 치료교육기관 치료 (주)한국특수요육원 1개(3x3)

51 일반부스 치료센터 치료 김희영아동발달센터 1개(3x3)

52 일반부스 치료센터 치료 경기아동발달센터 2개(6x6)

53 일반부스 일반기업 치료 언어치료 AAC센터 사람과 소통 1개(3x3)

54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치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1개(3x3)

4. 엑스포 기록

참여기관 리스트

번호 부스형태 기관유형 주제별 세분화 기관명 부스상세

1 주제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함께웃는재단 4.5x9

2 주제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4.5x9

3 정책홍보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6x9

4 정책홍보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6x9

5 정책홍보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6x6

6 Multi Sensory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주)밀리그램디자인 6x9

7 Autism Makers 일반기업 일반기업 sk하이닉스 9x9

8 테이블 컬링 일반기업 특수체육 (주)형민로드 10개(6x15)

9 공동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웨이에이블 공동관

10 공동관 일반기업 출판사 에이스북 공동관

11 공동관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향림작업장 공동관

12 일반부스 공공기관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1개(3x3)

13 일반부스 병원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3x3)

14 일반부스 병원 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1개(3x3)

15 일반부스 복지관 복지관 성분도복지관 1개(3x3)

16 일반부스 복지관 복지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1개(3x3)

17 일반부스 복지관 복지관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개(3x3)

18 일반부스 복지관 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1개(3x3)

19 일반부스 복지관 복지관 성남시한마음복지관 1개(3x3)

20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밀알학교 1개(3x3)

21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밀알복지재단 1개(3x3)

22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엔젤스헤이븐 1개(3x3)

23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밀알천사 1개(3x3)

24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몸짓과 소리 1개(3x3)

25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뉴드림 1개(3x3)

26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1개(3x3)

27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개(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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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형태에 따른 참여기관 수 및 부스개수

일반부스 주제별 세분화에 따른 부스개수

번호 부스형태 기관유형 주제별 세분화 기관명 부스상세

83 일반부스 비영리법인 출판 및 교구,도서관 (사)장애인평생지원협회 1개(3x3)

84 일반부스 비영리법인 출판 및 교구,도서관 (주)자우노 1개(3x3)

85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인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1개(3x3)

86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기타 한미특수교육센터 1개(3x3)

87 일반부스 일반기업 기타 메리츠화재 1개(3x3)

부스 형태 참여기관 수 부스 개수

주제관 2 1

정책홍보관 3 3

Multi Sensory 1 1

Autism Makers 1 1

테이블 호버컬링 1 1

공동관 3 3

일반부스(3x3) 76 81

총 참여기관 수 87

주제별 세분화 부스 개수 주제별 세분화 부스 개수

병원 3 자조모임 3

복지관 5 사회적 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7 취업 7

비영리단체 5 치료제 3

치료 24 출판 및 교구, 도서관 9

교육기관 4 인권 1

미술 3 기타 2

공연 2 -

총 일반부스 개수 81

4. 엑스포 기록

참여기관 리스트

번호 부스형태 기관유형 주제별 세분화 기관명 부스상세

55 일반부스 교육기관 교육기관 대구대학교 KPACE센터 1개(3x3)

56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1개(3x3)

57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교육기관 (주)안정 1개(3x3)

58 일반부스 교육기관 교육기관 다다예술학교 1개(3x3)

59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미술 (사)에이블아트 1개(3x3)

60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미술 대한민국장애인미술연합회 1개(3x3)

61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미술 디스에이블드 1개(3x3)

62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공연 극단 라하프 1개(3x3)

63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공연 드림위드앙상블 1개(3x3)

64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자조모임 estas 1개(3x3)

65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자조모임 나는 1개(3x3)

66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자조모임 꿈꾸는느림보 1개(3x3)

67 일반부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 1개(3x3)

68 일반부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나다운사회적협동조합 1개(3x3)

69 일반부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발그래협동조합 1개(3x3)

70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취업 커리어플러스센터 1개(3x3)

71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취업 (주)베어베터 2개(6x6)

72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취업 (주)테스트웍스 1개(3x3)

73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취업 (주)엠와이소셜컴퍼니 2개(6x6)

74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취업 CO:NET 1개(3x3)

75 일반부스 일반기업 치료제 (주)뉴로벤티 1개(3x3)

76 일반부스 일반기업 치료제 (주)MD헬스케어 1개(3x3)

77 일반부스 교육기관 치료제 질환모델링제브라피쉬소재은행 1개(3x3)

78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출판 및 교구,도서관 피치마켓 2개(6x6)

79 일반부스 비영리단체 출판 및 교구,도서관 책.나.망. 작은도서관 1개(3x3)

80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출판 및 교구,도서관 소소한 소통 2개(6x6)

81 일반부스 사회적기업 출판 및 교구,도서관 (주)파티오 1개(3x3)

82 일반부스 일반기업 출판 및 교구,도서관 (주)학지사 1개(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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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관    정부 정책 및 향후 방향 홍보

1 보건복지부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목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홍보 및 국내외 발달장애인 자료 파악

 운영내용 : 홍보영상 송출 및 홍보물 배포, 체험활동(부채 및 팔찌만들기), 발달장애인 지문등록제 운영

고용노동부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목적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고용정책 소개

 운영내용 : 발달장애인 고용정책 홍보 및 고용사업 안내,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안내,

                발달장애인 직업영역 확대사업 안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안내

4. 엑스포 기록

04 메인 전시관

주제관

1 함께웃는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

 운영목적 : 재단 소개,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웹진 소개 및 구독자 확보

 운영내용 : 재단 사업 및 웹사이트 소개영상 송출, 홍보물 배포(리플렛 및 프로그램 홍보지), 프로그램 소개글 및

                사진·작품 전시, 프로그램 신청 및 상담 운영, 자폐 및 발달지연 관련 O.X퀴즈 및 SNS 웹진

                구독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 증정, 지문나무 체험존 운영, 함께웃는시리즈 도서 전시 및 판매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목적 : 협회 소개 및 협회 관련 사업 및 행사 홍보

 운영내용 : 협회 사업 및 행사 영상 송출, 홍보물 배포(리플렛, 사업책자, 지역자원수첩), 협회사업 및

                지부 소개글·사진 전시, 협회 및 신탁센터 관련 상담 운영, SNS 이벤트를 진행하여 기념품 증정,

                VR체험존 운영, 직업재능센터 생산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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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Art Gallery

 전시명 : Draw, Draw, Draw!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운영내용 : 자폐예술인 30명의 작품 전시(총 27점)

 작품구성 : 벽에 거는 작품수 : 23점 (20호-73cmx53cm), 받침대 작품수: 4점(공예, 도예, 도예치료, 점토),

                각각 4개의 받침대 : 50cmX50cmX92cm & 작품 보호 아크릴 뚜껑 : 50cmx50cmx30cm

 연출자 : 칼럼니스트 김은정

4. 엑스포 기록

05 서브 전시관

멀티
센서리존

다감각 환경에서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해 감각적 자극을 탐색하고 심리적으로 불규칙한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이완시켜주며 활동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심리적, 정서적인 재활을 도모하는

‘심리 안정 다감각치료실’

 운영기관 : 사회적기업 ‘밀리그램 디자인’

 운영내용 : 시각을 자극하는 영상 콘텐츠, 촉각을 자극하는 매트와 방석, 미러볼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자극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존으로 활용

 기대효과 : 작업치료효과, 물리치료 효과, 음악치료효과, 심리재활치료효과 등

3 서울특별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운영목적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자 함

 운영내용 : 리플렛 비치, 스크린 및 판넬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사업 전시 및 홍보,

                체험관을 운영하여 기념품 증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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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Art Gallery 참여작가

강은아 금채민 김   온   김익한   정서윤   전선화   이종민

김주성 김태민 박병준 박찬흠 박태현

송상원 심안수 오승식 유수인 윤진석

이다래 이호석 임이정 장현우 정도윤

정종필 최봄이 최주림 최진우 한부열

한승기 홍석재 황성제

4. 엑스포 기록

Autism Art Gallery 도록(500장 인쇄)

Autism Art Gallery 부스 벽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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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호버컬링 사전 참가자 모집 공고문

4. 엑스포 기록

테이블
호버
컬링

정식컬링과 달리 얼음판 없이도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실내 레저스포츠로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함께 컬링을 즐길 수 있음

 운영기관 : (주)형민로드

 운영목적 : 테이블 호버컬링 소개, 체험 및 게임운영(사전 참가자 모집 및 현장 참가신청)

 기대효과 : 다양한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한 감정들이 집중력을 통해 안정되고, 감각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이끌어 내며, 이외에도 협동심 강화, 소통능력 향상, 교육적 효과 등 기대효과를

                가져옴. 평소 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손쉽게 컬링을 즐기면서 운동능력을 기를 수 있음

테이블 규격 10x1.9m 1개설치

인력운영 도우미 2명 / 자원봉사자 2명 배치

준비물 음향시스템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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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EXPO

07 기타 전시관 및 운영부스

심신안정 및

미아보호실

만남의 광장

휴게 공간

 운영내용 : 자폐당사자의 안정 및 휴식공간, 미아보호실로 활용, 총 3개의 독립된 부스로 운영되며

                소파·테이블 및 의자 배치, 잔잔한 음악 제공

 운영내용 : 관람객 및 유관기관 및 단체들 간 만남의 공간 및 관람객 휴게 공간으로 활용,

                테이블 및 스툴의자 제공

 운영내용 : 무대 공연자 대기 및 휴게 공간, 간식 및 간편식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

                파라솔 테이블 및 스툴의자 제공

4. 엑스포 기록

06 일반부스 및 공동관

일반부스

공동관

1

 운영내용 : 각 기관마다 소개 및 홍보, 기념품 증정, 이벤트 체험, 전시 및 생산품 판매 등

 참여기관 현황 : 총 76기관, 81개 부스 (2개 부스를 신청한 기관 : 총 5기관)

 운영내용 : 여러 기관이 공통된 한 공간을 활용하여 기관 소개 및 전시·생산품 판매

 참여기관 현황 : 총 3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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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 고려, 경비 용역사 선정 운영, 행사장 안전관리총괄 요원 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비상상황 대비 전문 보험사를 통해 행사 보험 가입으로 재산손실을 최소화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연번 소속 성함 성별 처치 내역

1 부스 참가기관 이*하 여 Rt 엄지, 검지손가락 화상, 드레싱, 밴드

2 관람객 김*아 여 Rt 손등, 새끼손가락 찰과상, 드레싱, 밴드

3 관람객 유*훈 남 Rt 손등 찰과상, 드레싱, 밴드

4 관람객 정*선 여 생리통(이지엔6 1EA)

5 관람객 곽*리 여 허리통증(덱시부펜 1EA)

6 관람객 유 * 남 Lt 무릎 열상, 드레싱, 밴드

7 관람객 최*기 남 Lt 엄지손가락 소독

8 관람객 장*숙 여 소화불량(큐시드정 2EA)

9 관람객 김*건 남 Rt 무릎 찰과상, 드레싱, 밴드

구분 인원 배치 업무내용

안전관리총괄

(09:30-18:30)
총괄 관리자 4인

출입구 책임 : 1명

행사장 내부 : 2명

외부 및 교통 : 1명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 / 인력 관리

 작업, 철거관련 출입 관계자와 차량 통제 및 관리

 관람객의 입퇴장 관리 및 질서유지

 금지물품(흉기, 술 등) 소지 입장객 단속

 위험물품 반입자 및 음주자 퇴장 조치

기본 방향 보험 가입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최적의 행사 보험 조건으로 가입

 협찬사업 등 병행 추진하여 보험경비 최소화

   국내 보험사 중 위기대처능력이

 가장 좋은 업체 최우선 선발

인적 가입 대상 : 행사 참가자, 운영요원, 공연팀

물적 가입대상 : 행사장 주요 시설물, 장비 및 고가의 기기

추진방법 : 추후 논의

보험계획수립 보험사 선정 가입조건 협의 보험 가입 사고 시 보상

4. 엑스포 기록

차량 메뉴 차량 메뉴 차량 메뉴

츄러스 팩토리

롱 츄러스

훈 쿡

새우튀김

찾아가는

바베큐

닭꼬치

소떡 새우꼬치 에이드

미니 도너츠 아메리카노

푸드트럭

의무실 및

안전계획

 운영내용 : 푸드트럭 3대를 운영하여 다양한 간식 메뉴 판매, 간편 식사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운영내용 : 응급조치 가능한 의무진 상주 및 구급차 대기하여 사고 대비

 의무지원 내용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연번 소속 성함 성별 처치 내역

1 STAFF 이*하 여 왼쪽 발등 드레싱, 밴드

2 STAFF 김*경 여 왼쪽 손목 긁힘, 드레싱, 밴드

3 관람객 황*희 여 손가락 소독, 밴드

4 관람객 박*지 여 턱 열상(넘어짐), 드레싱, 밴드

5 관람객 한*승 여 위장장애약(큐시드정 2EA)

6 부스 참가기관 이*숙 여 두통(타이레놀 1EA)

7 부스 참가기관 한*호 남 손가락 화상 세척, 소독, 미보연고)

8 부스 참가기관 인*훈 남 소화불량(큐시드정 2EA)

9 관람객 남*호 남 두통(타이레놀 2EA)

10 관람객 전*리 여 두통(타이레놀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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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등록부스 및

설문지 작성대

 운영내용 : 전시장 입장 확인 및 안내, 사전등록의 경우 문자 확인 & 현장등록 경우 설문지 작성 안내,

                입장팔찌 및 입장스티커 제공하여 전시장 입장 안내, 물품대여 신청, 주차 30%할인권 배치

4. 엑스포 기록

단계 추진방향

1단계 소규모 화재
 도우미, 봉사자, 경비 등 행사요원 소화기 등 자체진압 및 비상보고(종합상황실)

 긴급차량 이동 동선 확보 및 진, 출입구 확보

2단계 중규모 화재

 행사요원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안전지휘본부(임시 119안전센터 연락 및 출동요청)

 자위소방대 반별 임무수행 : 후송반(운영지원)

 화재발생 및 긴급대피 안내방송 실시 : 방송실

3단계 대규모 화재

 화재발생 현장 접근 통제 : 경비, 도우미 등 행사 진행요원

 운영지원팀 자위소방대 반별 임무수행 : 후송반

 소방안전지휘본부에 광역소방출지원 요청 등

단계 추진방향

1단계 경상

 행사장내 진료소 / 약국 1차 진료 및 응급처치

 관람객 시설, 동선 편중 대비 안내요원 사전 확보

 위험장소 발견 시 조기개선 등 사전 환경정비 요구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가입보험사에 연락

2단계 중상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및 후송병원에 연락,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요청

 사고유발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 요청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가입보험사 및 담당자 연락 

   - 화재 발생 대책 :  화재발생 대비방안 / 소방안전지휘본부 및 임시119센터 운영, 관람객 대피동선 구축 및 사전

                          대처방안 / 사고발생(발견자) → 상황전파 및 인명대피 → 종합상황실 보고 →

                                          소방안전지휘본부 / 119안전센터 연락 및 비상출동 →

                                          보고(대행사 → 주관사 → 주최사) / 상황경중에 따라 추가조치          

   - 관람객 안전사고 대책 :  사고유형 / 행사장내 관람객 및 체험객 사고 발생시(사망,중상,경미한 부상)

                                                     이벤트 및 체험행사 등 관람객 집중으로 인한 관람사고,

                                                     행사장내 돌출된 시설물 등에 의해 넘어짐에 따른 부상

                                    대처방안 / 사고발생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및 후송병원에 연락 →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 종합상황실 통보 / 상황에 따라 추가조치

   - 행사장 외부 난간 안전 예방 강화
항목 규격 위치

외부인력 1명 난간배치

내부인력 1명 각 부스 동선 배치

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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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부스 소개07

01

02

주제관

정책홍보관

함께웃는재단

보건복지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2, 504호(구미동, 그랜드프라자)

 전화번호 : 031-719-6111

 홈페이지 : www.smiletogether.or.kr

 기관소개 : (주)서플러스글로벌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웃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201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포털사이트, 유투브, SNS 등에 현장전문가 칼럼,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영상 및 자료번역 제공, 함께웃는시리즈 도서출판 등 발달장애에 관련한

                전문컨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외 장애인식개선사업과 발달장애 당사자 및 가족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7층

 전화번호 : 02-3433-0743

 홈페이지 : www.broso.or.kr

 기관소개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정부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 설립된 곳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중

 기관명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6호

 전화번호 : 02-445-5444

 홈페이지 : autismkorea.kr/2014

 기관소개 :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고 자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6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자폐성장애 중심 비영리단체.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휴식여가·문화지원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직업지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법률제정 활동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엑스포 기록

고용노동부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전화번호 : 031-728-7001

 홈페이지 : www.kead.or.kr

 기관소개 : 장애인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등록부스 내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운영내용 : 유모차 및 휠체어 각각 5대, 총 10대 비치하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제공

 물품사용 신청서

 물품 사용 목록

연번 1 2 3 4 5 6 7 8

신청인 정*은 고*경 최*은 황*연 강*미 박*인 김*영 김*경

대여물품 유모차 유모차 유모차 유모차 휠체어 휠체어 유모차 휠체어

사용기간 7.12(금) 7.12(금) 7.12(금) 7.13(토) 7.13(토) 7.13(토) 7.13(토) 7.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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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일반부스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1) 병원

2) 복지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성분도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전화번호 : 02-2204-0114

 홈페이지 : www.ncmh.go.kr/kor/index.jsp

 기관소개 : 대한민국 정신건강서비스를 개척하고 선도해 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출발하여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정신건강의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갖추고 되었으며,

                연면적 4만7388m² 지상 12층, 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첨단의료장비를 구비하고

                현대화된 개방형 시설을 갖추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화번호 : 02-2072-3831

 홈페이지 : www.snudh.org

 기관소개 :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13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협력 및 지원하는

                역할 및 장애인 구강건강보건정책 수립 및 지원, 장애인 구강진료체계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6-7)

 전화번호 : 02-570-8000

 홈페이지 : childhosp.seoul.go.kr

 기관소개 : 1948년 종로구 사직동에서 보건병원을 시작하여 현재 내곡동 병원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망과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어린이들의 진료는 물론 장애어린이들의

                입원치료 및 신체적, 정신적 재활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2017년 10월 발달장애센터를

                개원하여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진단과 치료및 가족지원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159-10

 전화번호 : 031-799-0300

 홈페이지 : www.bundoreh.com

 기관소개 : 재단법인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에서 1987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로 성분도대학과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서비스인 첼린지2 사업을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천혜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기관장이하 직원들이 성인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개별에 맞는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엑스포 기록

서울특별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120 또는 02-731-2120

 홈페이지 : www.seoul.go.kr

 기관소개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자 함

03 멀티 센서리존

04 Autism Makers

05 테이블 호버컬링

 기관명 : (주)밀리그램 디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산학협력관 107호

 전화번호 : 02-324-3960

 홈페이지 : www.mlgr-design.com

 기관소개 :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반으로 신경건축연구를 수행하여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사람을 위한

                설계, 시공과 열악한 공간을 발굴 사회서비스 요구를 지원하는 기업

 기관명 : SK하이닉스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전화번호 : 031-5185-4114

 홈페이지 : www.skhynix.com

 기관소개 : 이천, 청주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여 중국 우시, 충칭에 4개의 생산법인과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인도, 일본, 대만, 중국 등 10개국에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미국, 대만, 벨라루스 등에서 4개의 연구개발법인을 운영하는 글로벌기업.

                반도체코리아' 의 주축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첨단 ICT 기업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수혜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 하고자 함

 기관명 : (주)형민로드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72

 전화번호 : 031-975-1764

 홈페이지 : hovercurling.com

 기관소개 : 테이블 호버컬링은 어린이부터 노인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모든 이까지 특별한

                교육과연습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폭넓은 범용성을 가진

                범 국민사회생활체육 놀이 기구로, 실제 컬링하고 비슷하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특허 받은

                테이블 호버 컬링(컬링게임세트)을 탄생시킨 기업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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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엔젤스헤이븐

(사)밀알천사

(사)몸짓과 소리

뉴드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전화번호 : 02-3412-1133

 홈페이지 : www.miral.org

 기관소개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애주기별

                국내전문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 및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 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을 하고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9 엔젤스헤이븐

 전화번호 : 02-357-1701

 홈페이지 : angelshaven.or.kr

 기관소개 : 1959년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으로 현재 25개 산하 소속 기관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속된 대표적 기관으로 은평천사원과 은평재활원 등이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3, 조이빌딩 402호

 전화번호 : 02-445-7942

 홈페이지 : www.miral1004.org

 기관소개 : 자기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대인관계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특수목적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래그랜느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포천시 일동면 인근에 농사체험장을 건립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과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부모 사후 홀로 남게 될 청·장년 자폐성 장애인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005호

 기관소개 : 사회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 다문화, 새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음악 및

                연극 등의 교육 및 참여를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며, 숨겨진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설립되었음. 본 법인은 어떠한 종교적 색채를 가지지 않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법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672

 전화번호 : 031-954-9156(새꿈터), 031-946-9154(꿈이룸)

 홈페이지 : www.newdreamer.net

 기관소개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와 운영을 통해 일상샐활에서부터 직업생활, 자립 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4. 엑스포 기록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서초동 380)

 전화번호 : 02-2055-0909

 홈페이지 : shc.or.kr

 기관소개 : 2009년 11월 11일 개관하였으며,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과 직업 개발 등을 통한 사회통합과 비장애인의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복합형 장애인 문화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전화번호 : 02-2235-8630

 홈페이지 : www.jgcrc.or.kr

 기관소개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역사회

                에서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개인적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존엄하고 품위 있는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진단·치료·교육·직업훈련·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40

 전화번호 : 02-2185-8000

 홈페이지 : www.happyseedo.r.kr

 기관소개 : 재단법인 푸르메에서 수탁운영하는 복지관으로서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이어주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천지역 장애인에게 의료·상담·교육·심리·사회·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전화번호 : 031-725-9500

 홈페이지 : www.woorimaum.org

 기관소개 : 성남시가 건립하고 분당우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지재단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문기관

밀알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90(일원동)

 전화번호 : 02-3412-1133

 홈페이지 : www.miral.sc.kr

 기관소개 :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자폐성),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교육과 재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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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기관)

나너우리사회성연구소

한국행동분석학회(Korean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

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KACBA)

대한감각발달재활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12 세신훼미리타운 411호

 기관소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의 산하지회로서 송파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을 위해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단체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서초동 380)

 전화번호 : 02-2055-0909

 홈페이지 : shc.or.kr

 기관소개 : 발달지체 및 장애를 조기에 발견, 평가하여 또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어린이집,

                병원 등)과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각 영유아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특수문헌정보관 402호

 전화번호 : 041-850-0861

 홈페이지 : www.kaba.or.kr

 기관소개 :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응용행동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보급하기위하여,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원인 분석과 예방 및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중재를 목표로 하는 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홈페이지 : www.bcba.co.kr

 기관소개 : 국내 BCBA(국제행동분석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BCBA 협회로,한국의 응용행동분석(ABA)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며, 본 협회의 모든 BCBA들은 국제행동분석자격위원회(BACB)가 설정한

                엄격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자, 부모, 연구자, 치료사,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음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21-1 506호

 홈페이지 : cafe.naver.com/sensorydevelopment

 기관소개 : 발달재활서비스의 한 분야인 감각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각발달재활사의 협회로, 감각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업을 통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방법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며

                또한 관련 학문 및 기술을 연구함으로 발달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95 우림필유 404호

 기관소개 : 아동사회성발달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발달장애인

                중재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4. 엑스포 기록

5) 치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301호

 전화번호 : 02- 784-3501

 홈페이지 : www.kofod.or.kr

 기관소개 : 1996년에 발족하여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각 장애 유형 및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당사자주의 이념의 실천과 인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3호

 전화번호 : 02-2648-3131

 홈페이지 : www.kpat.or.kr

 기관소개 : 장애인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재활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들의 힘으로 해결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연구사업,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등 기타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3호

 전화번호 : 02-592-5023

 홈페이지 : www.kaidd.or.kr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8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사업, 부모교육사업, 의사소통지원사업, 자립지원센터운영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0 신도프라자 6층

 전화번호 : 02-592-5023

 홈페이지 : cafe.daum.net/GADSD

 기관소개 : 경기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지원,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익향상에 목적을 두고 운영중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53, 성신빌딩 4-6층

 전화번호 : 02-447-1179

 홈페이지 : sokorea.or.kr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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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에듀비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심리연구실

(주)바로 Tomatis Korea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417(어방동, 인제대학교 신성관)

 전화번호 : 043-210-8397

 홈페이지 : www.kasiorg.org

 기관소개 : 감각통합에 대한 학술연구 및 교육을 통해 감각통합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8, 1107호

 전화번호 : 02-576-3302

 홈페이지 : www.kacap.or.kr

 기관소개 : 1983년에 발족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

                전문가의 모임. 현재 580여명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의학과 세부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진료실은 물론 지역과

                사회의 각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를 비롯하여 소아기에 흔히 발병하는 각종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정서장애, 그리고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학교 부적응, 폭력 및 품행장애 등을 임상에서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다각적인 자문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80-3 301호

 전화번호 : 02-3411-4665

 홈페이지 : www.edu-vision.biz

 기관소개 : 현재 사단법인 한장선의 회원기관에 속한 비영리 단체로서 중재연구, 부모와 전문가를 위한 연수 및 학술활동,

                지역 School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영유아 자폐아동의 조기 중재를 위한 EIBI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과

                무료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주된 EIBI기관으로서 에듀비전은 조기교실 프로그램 3개교실과 개별세션을 위한

                4개의 교실을 운영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강좌와 정기적인 부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약제로 무료 아동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211호

 전화번호 : 02-2123-2448

 홈페이지 : yonseipsy.dothome.co.kr

 기관소개 : 행동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자폐를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 및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CT기반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주력중임(webpage) 2014년부터 미래교육원

                산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제 응용행동분석 자격증교육과정(webpage)을 운행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1, 3층 305호(호계동, 상록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70-4348-3567

 홈페이지 : www.tomatis.com/ko

 기관소개 : 최초의 Sound Therapy인 토마티스 요법(Tomatis  Method)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회사로써,

                토마티스 요법(Tomatis  Method)을 구현하는 장비들의 공급과 토마티스 전문가의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4. 엑스포 기록

(사)한국연극치료협회

(사)세계샌드아트협회총연맹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한국심리운동학회 서울지부

한국심리운동학회 경기지부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24, 서울시티빌딩

 전화번호 : 02-745-0975

 홈페이지 : www.kadt.or.kr

 기관소개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로써 연극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치유적 예술문화 복지사업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음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E동 1501호

 기관소개 : 인천에 본부를 두고 활동 하는 샌드아트 전문 교육 기관이며, 현재 국내외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러시아등

                다양한 국가의 샌드아트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2019년 6월 세계 최초로 샌드아트 교육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향후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예정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3 대학빌딩 3층 1호

 전화번호 : 031-264-8825

 홈페이지 : www.kamhat.or.kr

 기관소개 : 정신건강 분야의 여러 전문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이끌어나가는 학술단체로서 문화복지 및 공공미술, 및 정신보건

                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학문 탐구를 통하여 미술이 줄 수 있는 치유적, 복지적 가치를 정립 하는데 노력하고자

                설립되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68, 2층

 전화번호 : 062-950-3682

 홈페이지 : www.kapm.or.kr

 기관소개 : 2005년 2월 한국적 심리운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학술지 발간, 워크샵개최, 학술대회 개최, 세미나

                개최 등 학회 활동과 심리운동 센터들과 협약하여 심리운동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하며 심리운동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3 부건프라자 4층

 전화번호 : 031-781-1883

 홈페이지 : www.kapm.or.kr

 기관소개 : 서울지부와 동일

 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홈페이지 : www.ksotcs.com

 기관소개 : 아동작업치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 및 특강, 학회지 발간을 하고 있으며, 학회와 회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례연구로 아동 및 학교작업치료의 연구를 촉진하고 치료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아동들의 발달 및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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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KPACE센터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화번호 : 053-850-1642

 홈페이지 : kpace.daegu.ac.kr

 기관소개 : 미국 National Louis 대학의 PACE(Professional Assistant Center for Education)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립생활기술, 의사소통기술, 직무지도기술을 중점으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의사소통 및 전인적인 교육을 지원함

언어치료 AAC센터 사람과 소통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77-61

 전화번호 : 070-8118-7554

 홈페이지 : www.hanspeak.com

 기관소개 : 2013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 AAC 전문 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석사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 언어 및 AAC 평가, 중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AAC 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청호빌딩 509호

 전화번호 : 02-3432-0347

 홈페이지 : www.kswi.or.kr

 기관소개 : 1988년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하여 199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득한

                30년의 역사를 가진 법인. 소외된 이웃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다나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사업부터 아동청소년 장학사업등 인재개발사업,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사업 등

                전문적 연구와 함께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 대원빌딩 6층

 전화번호 : 02-888-8069

 홈페이지 : byol80694.wixsite.com

 기관소개 :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 특히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고통 받는 빈곤, 장애청소년, 청년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폭력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4. 엑스포 기록

6) 교육기관

(주)안정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3길 51, 구로구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2층

 홈페이지 : www.seadam.or.kr

 기관소개 : 생애포트폴리오는 자녀의 성장, 교육, 체험의 기록자료집입니다. 안정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를 준비하는

                ‘생애포트폴리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생애포트폴리오 시스템(세아담)

                구축과 생애포트폴리오의 이해, 필요성 및 제작, 활용 교육을 하고 있음

경기아동발달센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4 2층

 전화번호 : 031-223-3533

 홈페이지 : www.gcdcenter.com

 기관소개 : 열악한 진료상담 환경에 있는 발달장애아동과 동반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상담환경과 장애아동 중심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치료사, 발달장애인가족, 사업추진 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 발달장애

                재활서비스 대표 평가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엘아동발달연구소

(주)한국특수요육원

김희영아동발달센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28, 408호

 전화번호 : 010-9060-8487

 홈페이지 : www.elchild.com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과 그 외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배움터.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은

                본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며,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각 대상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 멤피스타워 11층

 전화번호 : 031-423-1996

 홈페이지 : jape.co.kr

 기관소개 : 발달장애 아동을 사랑하고 나아가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장애 아동들의 치료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뇌성마비, 자폐증 언어장애, 학습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정서불안, 기타 장애아동들을 조기에

                상담하여 그 아이들에게 알맞은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9, 601

 전화번호 : 031-211-9055

 홈페이지 : www.khydream.com

 기관소개 : 1996년도에 설립되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각 분야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재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가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 306호

 전화번호 : 02-3277-6917

 홈페이지 : mt.ewha.ac.kr

 기관소개 :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해 음악치료 이론과 실제, 연구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양성해온 교육 기관. 예술교육

                치료연구소는 2007년 동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어 국내 예술치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현장 프로그램을 수행해온 기관임. 두 기관은 서로 연계하여 지금까지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상대상자의 발달 촉진, 심리정서적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기초 및 응용 연구 수행,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진행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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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라하프

드림위드앙상블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2-1, 3층(명륜동)

 전화번호 : 031-915-1915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의 자전적 이야기로 창작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하는 극단으로 뮤지컬 전문가들의 창작뮤지컬 공연과

                발달장애인 창작뮤지컬 공연,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발달장애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전화번호 : 031-718-5458

 홈페이지 : www.dreamwith.or.kr

 기관소개 : 국내 최초 발달장애 전문 연주단체로서, 2015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전문예술법인 지정,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관임. 음악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을 전문연주자로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인으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estas

 기관소개 : 2013년 9월 13일에 결성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한국 최초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치 자조모임으로

                성인 자폐성장애인의 존재를 알리고, 함께하기 위해 모였음.

                2018년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협조로 영국을 방문하여 선진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운동에 대한

                현주소를 탐구하고 왔음

나는

꿈꾸는 느림보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06-33 3층

 홈페이지 : www.nanun.org

 기관소개 : 2016년에 설립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20-30대 청년들의 모임으로 청년기 비장애형제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며,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활동함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3 스타프라자 4층 403호

 전화번호 : 031-403-1015

 기관소개 : 꿈꾸는 느림보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자녀(유아부터 성인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자조모임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 2019년 5월 10일, 현재 회원수는 550명이며 발달장애 자녀들이 학령기, 혹은 그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시설이 아니라,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4. 엑스포 기록

8) 공연

9) 자조모임

다다예술학교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794

 전화번호 : 043-288-5161

 홈페이지 : www.ddart.org

 기관소개 : 다다예술학교는 예술에 재능이 있거나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인성교육을 원하는 학생, 개인적인 이유로

                사회성이 부족하여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는 학생 등을 통합교육의 가치아래 예술을 도구로써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고 통합 대안학교

(사)에이블아트

대한민국장애인미술연합회

디스에이블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17번길 9 에이블아트센터

 전화번호 : 031-295-1077

 홈페이지 : http://ableart.or.kr/

 기관소개 : 미술교육과 음악교육을 지원하며,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전문장애예술인을 발굴및 양성함으로써 장애인

                문화권리실현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세워진 국내 최초 장애인문화예술공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7-4 1층

 전화번호 : 02-543-5037

 기관소개 : 2019년 장애를 갖고 있는 미술가들의 전시를 통한 사회 적응과 그들의 작품을 알리고자

                설립되었고 일반 전시를 기획하고, 국제 아트페어 등에 참여하던 메이준갤러리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고 미술에 재능을 갖은 장애인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 하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사회적응을 돕고, 일반인들에게도 그들의 작품을 알리면서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209호

 전화번호 : 070-8633-0755

 홈페이지 : http://thisabled.co.kr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 종합예술 에이전시로서 아티스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발굴하여 교육을 통해

                작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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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스트웍스

(주)엠와이소셜컴퍼니(하나 파워 온 임팩트)

CO:NET

(주)뉴로벤티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40 부영빌딩 4F

 전화번호 : 02-423-5175

 홈페이지 : www.testworks.co.kr

 기관소개 : 성별과 나이, 장애의 이유로 차별받아 역량과 잠재력 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제 일로 생각하며 최선의 테스트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함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G402호

 전화번호 : 02-532-1110

 홈페이지 : mysc.co.kr

 기관소개 : MYSC 사회혁신랩 주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AIN(Autism spectrum

                disorder Impact Network) 협의체 구성해 발달장애인 관련한 직무모델개발 및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2017년부터 하나금융그룹 후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강점기반 직무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퇴계로36길2 910호

 전화번호 : 010-7313-8945

 홈페이지 : www.conet.network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지 못하여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을 시작함.

                온라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구직자의 역량에 기반하여 일자리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의생명연구동 701-19호

 전화번호 : 02-2030-7834

 홈페이지 : www.neuroventi.com

 기관소개 : 자폐성장애(ASD) 예방 및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뇌 발달장애 전반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연구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오벤처.

                정밀 미량영양소 공급 플랫폼 개발을 통해 자폐성장애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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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치료제

발그래협동조합

커리어플러스센터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나다운사회적협동조합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405-9

 전화번호 : 070-8633-0755 

 홈페이지 : www.dreamwhale.net

 기관소개 : 일시적 발달지연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발달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언어, 인지, 미술, 놀이, 감각통합,

                특수 치료 등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형 부모협동조합. 장애 아이들을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음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429-16

 전화번호 : 041-555-6642 

 홈페이지 : www.나다운.org

 기관소개 : 성인발달장애인과 부모, 관련 전문인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화훼 직업체험 재활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향상 및 전문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주소 : 충남 논산시 내동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230호

 전화번호 : 041-736-5230 

 기관소개 : 논산지역의 발달장애인부모, 지역대학 교수, 대학생, 졸업생 등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의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행서비스 등의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2층

 전화번호 : 02-499-8721

 홈페이지 : www.careerpluscenter.com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수탁·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전문기관

(주)베어베터(베어.베터.컴퍼니)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전화번호 : 02-6267-6919

 홈페이지 : www.bearbetter.net

 기관소개 :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로

                발달장애인이 전체직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세밀하게 나눠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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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티오

(주)학지사

(주)자우노 보드와 놀이교육센터

(사)장애인평생지원협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009호(도화동, 인천 IT 타워)

 전화번호 : 031-519-7799 

 홈페이지 : www.patiokorea.com

 기관소개 : 주식회사 파티오는 현재 벤처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의

                인지능력 향상, 기억력 향상, 소근육 발달을 위한 특수교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판매하는 기업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20 마인드월드빌딩 5층

 전화번호 : 02-330-5114 

 홈페이지 : hakjisa.co.kr

 기관소개 : 3,500여 명의 교수 저자진에 의해 저작된 4,000여 종에 이르는 심리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분야의 전문서적 출판 및 일반인을 위한 전문교양서를 출판함

                양서 발간을 위한 기획과 신뢰받는 저자 발굴의 노력을 인정받아 해마다 다수의 도서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 도서로 선정되고 있고, 2010년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음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62번지 힐스테이트@상가 202호

 전화번호 : 031-383-7984 

 홈페이지 : www.zaunoedu.com

 기관소개 : 보드게임을 "놀이" 라는 커다란 범주안에서 활동, 교육, 상담, 복지를 통합하여 교육하고자 연구하며 청소년들

                (장애인)의 놀이문화를 만들어 감.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어울림의 놀이문화가 만들어 지도록 원하고 바라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5층 507호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전화번호 : 02-2043-6909 

 기관소개 : 사회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생계획 실현을 위한 사회 서비스 지원 노력으로

                이들의 자립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협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1층

 전화번호 : 031-725-9507

 홈페이지 : www.sungjangin.org

 기관소개 :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기구로써 장애인들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공공일자리 연계사업, 인식개선활동과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4. 엑스포 기록

14) 인권

(주)MD헬스케어

질환모델링브라피쉬소재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우리기술사옥 1303호

 전화번호 : 02-2655-0766

 홈페이지 : www.mdhc.kr

 기관소개 :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질환을 조기 예측 또는 진단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회사로써

                현재 크게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여 다양한질환(10여가지 암질환 등 30여가지

                질환)의 진단 및 조기 예측 기술을 개발 하고 이를 통해 진단 키트 개발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오티즘 질환 또한 다수의 환자 검체로 부터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진행 하였고 이를 통해 진단 및 조기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혈액, 소변, 대변등으로 미리 그 위험도를 예측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였음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기관소개 : 자폐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소재은행으로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녹아웃동물,

                동물행동분석,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피치마켓

책.나.망 작은도서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8길 39, 2층

 전화번호 : 02-3789-0419 

 홈페이지 : www.peachmarket.kr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과 느린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과 콘텐츠를 제작하며, 연령에맞는 관심사를 주제로 문해력과

                집중력, 자존감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급 및 자조모임에서 독서동아리를 운영 및 40여권의 출판물과

                온라인 콘텐츠로 매년 3천여명의 느린학습자와 독서활동을 함께하여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포함한 다수의 인정을 받아 느린학습자 콘텐츠분야를 리드하고 있음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롯데캐슬오피스텔 201-4109

 기관소개 : 2010년부터 대통령 령으로 시행되는 특별기관으로서 여러 종류의 ‘작은 도서관’중에 사립 작은도서관이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2017년 10월 31일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음.

                가정사역과 청소년교육을 특성화한 서적 및 활동을 하며 독서 및 문화활동을 하며 동아리 및 청소년봉사단등을

                통해 효심와 나눔을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리더쉽의 자질을 함양시키며

                미술관과 함께 운영중임

소소한 소통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2층 소소한 소통

 전화번호 : 02-2676-3974 

 홈페이지 : www.sosocomm.com

 기관소개 : 쉬운 정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소통을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문서, 책, 뉴스 메뉴판, 홍보물 등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제작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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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08

01 Autism School (BS RENTAL 후원)

운영목적

Autism School 강의 일정

자폐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동향 소개 및 발표, 현장전문가들의 강연 및 국내외 자폐 관련 단체의

활동소개를 통한 권위 있고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 및 공유

시간 사회자 12일(금)

11:10~

12:00
차세영

북콘서트 [책으로 이해하는 발달장애인 금융사기예방]

- 함의영 피치마켓대표

- 함께웃는재단 주관, 신한카드 후원

12:10~

13:00
차세영

말레이시아 자폐 관련 복지서비스와 부모 운동

- Mdm.Feilina.S.Y.Muhammad.Feisol 말레이시아 자폐협회장

- Mdm.Mumtazah.Mustajab 말레이시아 자폐센터 건축가

13:10~

14:00
김민희

WHO-AS CST(양육자 기술훈련) 내용과 신뢰성 및 국내적용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이경 교수

- 서일대 유아교육과 지석연 작업치료사

- SISO 감각통합상담연구소

14:10~

17:50
김민희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교육 및 연구의 현재와 미래(진단, 치료 및 교육이 주는 의미는?)

- 14:10 ~ 14:15 사회

- 14:15 ~ 15:05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 우리나라 ASD 연구: 과학, 기술, 사람

- 15:10 ~ 16:00 박현옥 백석대학교 교수 / ASD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연구 동향

- 16:05 ~ 16:55 신찬영 건국대 의대 교수 / 치료 약물 개발 연구 동향과 전망

- 17:00 ~ 17:50 KASEC 박현선 박사 / 스포츠 또는 그룹 신체활동의 효과에 관한 의학적 연구

시간 사회자 13일(토)

10:30~

12:20
박정숙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

- 10:30 ~ 11:20 보건복지부 조윤경팀장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 11:20 ~ 11:30 휴식

- 11:30 ~ 12:20 고용노동부 강혜승부장 / 발달장애인 고용지원정책

12:30~

17:30
한대경

자폐인으로 살아가기

- 12:30 ~ 13:20 정은미 세아담 대표 / “생애 포트폴리오”제작 및 활용

- 13:30 ~ 14:20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 / 자폐 의사소통 로드맵 그리기

- 14:30 ~ 15:20 김성남 소원연구소장 / 자폐인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 15:30 ~ 16:20 김선형 굿컴퍼니 대표 /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진로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 16:30 ~ 17:30 김민영 ABA연구소장 /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자극과 상동행동 지원방법

Autism School 강의 주제 및 내용

 책으로 이해하는 발달장애인 금융사기예방[북콘서트] :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삽화와 쉬운 글로 제작된

   금융범죄예방 책자를 소개하고, 책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금융사기예방 교육법의 소개

 말레이시아의 자폐 관련 복지서비스와 부모 운동 : 말레이시아 자폐협회 NAOM (National Autism Society of Malaysia)의

   전반적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서비스 및 말레이시아 자폐부모들의 사회운동 소개

4. 엑스포 기록

한미특수교육센터(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웨이에이블(현 : 허니아트)

에이스북

향림작업장

 주소 : 13353 Alondra Blvd. Suite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홈페이지 : kasecca.org

 기관소개 : 미국 LA에 소재한비영리 단체로서 한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부모님들께는

                장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자폐 조기 발견을 위한 발달선별검사와 커뮤니티내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메리츠화재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9층

 전화번호 : 1566-7711

 홈페이지 : www.meritzfire.com

 기관소개 : 1922년 우리나라 최초 보험사로 출발하여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동시에 기업의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중 MFC는 가장 젊은 조직으로 차별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융전문가들로

                윤리기반의 직무수행을 바탕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있음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2F

 전화번호 : 010-6737-1302

 홈페이지 : recoloring.co.kr

 기관소개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개선하기 위해 리컬러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도록 돕고 있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0번길 36

 전화번호 : 031-962-4697

 기관소개 : 자폐 및 발달장애 특수교육관련 도서 출판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58

 전화번호 : 031-762-2486

 기관소개 : 1988년 개소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복지사업과 더불어 도자기, 재제조카트리지, 점자명함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도자기를 바탕으로 각종 공모전 및 기능대회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서울아산병원, 서울밀알학교, 한국예탁결제원, 경기박람회, 코엑스 등 수많은 전시회를 통한

                전문성을 검증받았음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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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School 공간 구성

 공간규격 예시

 총 좌석 수 : 책상 40개 / 총 80석

항목 총공간 무대 단상 책상 의자 간격 포디움

규격 15x12m 6x3m 높이 40 ~ 50cm
1200 x 
450mm

70cm 1개

4. 엑스포 기록

 WHO-AS CST(양육자 기술훈련) : 내용과 신뢰성 및 국내적용 발달장애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예방적 양육기술훈련(CST:Caregiver Skill Training)의 소개와 국내 적용사례 발표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교육 및 연구의 현재와 미래 : 자폐 관련 최신 연구동향으로 우리나라 ASD연구 현황,

                                                                   특수교육 연구, 약물 개발연구 소개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발달장애인 관련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신설된 제도설명 소개

 자폐인으로 살아가기 : 자폐인으로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여러 주제로 생애포트폴리오 계획, 의사소통 로드맵,

                              성인기 진로, ABA지원방안 및 자폐인을 포용하는 문화 만들기에 대한 발표

 Autism School 참관객 : 약 2,100명

 Autism School 강연 횟수 : 14건

Autism School 예산

구분 항목 규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비고

강
의
장

공통 구조물
오티즘 스쿨 외부
구조물(밀폐형)

10,000,000 1 식 10,000,000

(주)서플러스
글로벌 후원
(7,800,000)

BS RENTAL
후원
(2,200,000)

소계 10,000,000

무대

단상
높이 
40 ~ 50cm(6*3m)

2,000,000 1 식 2,000,000

BS RENTAL
후원
(9,600,000)

백월 목공 + 현수막 부착 1,000,000 1 식 1,000,000

포디움 강연자용 100,000 1 개 100,000

단상바닥마감 파인텍스 300,000 1 식 300,000

대여
물품

음향장비 강연자용 100,000 1 SET 100,000

의자,테이블 1테이블 + 2좌석 50,000 40 개 2,000,000

강연 강연비 및 통역비 4,100,000 2 일 4,100,000

소계 9,600,000

금액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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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엑스포 기록

행사 일정

운영목적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비장애인 등이 어우러진 통합과 힐링, 축제의 장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향상과 인식개선 도모하고자 함

시간 7월 12일(금) 시간 7월 13일(토)

10:00 ~ 

11:00

 개막식

공연 : 드림위드앙상블, 골프존파스텔합창단

사회 : 임지연 아나운서

10:30 ~ 

12:30

 다름과 같음을 말하다

사회 :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임신화 대표

장지용 조정자 [에스타스, 성인자폐(성)자조모임]

장혜영 감독 [어른이 되면]

김선자 회장 [안산 꿈꾸는 느림보]

13:30 ~ 

15:30

 엄지척, 널 보여줘!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사회 : 임주연

공연 : 15개 선정된 개인 및 단체

찬조출연 : 아카펠라그룹 [두왑사운즈]

14:30 ~ 

16:30

 발달장애가족음악회 [We have a dream]

사회 : 김미화

16:00 ~ 

17:30

 북토크

나는, 어떤 비장애형제들의 이야기, 그 후

나는(it's about me)

17:20 ~ 

18:00

 피날레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주관사 공연 : 마음톡톡센터, 씽씽합창단

샌드아트 공연 :  채승웅 샌드아티스트

03 Autism Art Festival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

연번
상담
영역

성명
사전

신청 수
현장

신청 수
상담

취소 수
총

상담건수
비고

1

치료/

재활

이연 7/12(금) 오전 3시간 0 5 0 5

2 김연홍 7/12(금) 오후 3시간 0 6 1 5 현장 신청 1명 취소

3 김희영 7/13(토) 오전 3시간 0 6 0 6

4 김미선 7/13(토) 오후 3시간 2 3 1 4 사전 신청자 중 1명 취소

5

행동

수정

송인수 7/12(금) 오전 3시간 6 2 2 6 사전 신청자 중 2명 취소

6 김오송 7/12(금) 오후 3시간 4 4 1 5 사전 신청자 중 1명 취소

7 정다영 7/13(토) 오전 3시간 0 6 0 6

8 신지명 7/13(토) 오후 3시간 4 2 0 6

9
직업 및

자립

황윤의
7/12(금) 오전 3시간

7/13(토) 오전 3시간
4 7 0 11

10 나동준
7/12(금) 오후 3시간

7/13(토) 오후 3시간
1 10 0 11

11 법률
노문영

변호사

7/12(금) 종일 6시간

7/13(토) 종일 6시간
1 17 0 18

1:1 상담건수 22 68 5 83

1:1 상담실 사전신청 및 현장신청 상담건수02 1:1 상담실

운영목적

일정

운영내용

공간구성

전문 상담위원을 초빙하여 자폐 및 발달지연에 관한 고민, 궁금증, 문제행동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여

정보제공 및 도움을 주고자 함.

치료 및 재활, 행동수정, 직업 및 자립, 법률 4개의 분야별로 사전 예약 선정자 및 현장 선착순 신청을 통해

상담 운영

4개의 분야별로 각각 독립된 부스를 사용하며 비공개로 일대일로 진행됨

상담 분야

7월 12일(금) 7월 13일(토)

10:00 ~ 13:00 14:00 ~ 17:00 10:00 ~ 13:00 14:00 ~ 17:00

치료 / 재활
이연 

이연아동발달상담센터장

김연홍

유진언어발달센터장

김희영

김희영아동발달센터장

김미선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원장

행동수정
송인수

캣츠아동행동연구소장

김오송

다인ABA행동지원센터장

정다영

캣츠아동행동연구소장

신지명

캣츠아동행동연구소장

직업 및 자립
황윤의

가톨릭대학교수

나동준

웰쿱협동조합 이사

황윤의

가톨릭대학교수

나동준

웰쿱협동조합이사

법률 노문영 / 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 변호사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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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Art Festival 공간 구성

 공간규격 예시

 총 좌석 수 : 160 ~ 180석 확보

항목 무대 단상 의자 간격

규격 12x5m 높이 60cm 80cm 내외

4. 엑스포 기록

Autism Art Festival 예산

구

분
항목 규격 단가

수

량

단

위
금액 비고

무

대

메인무대

무대조성
12x5m /

돌출무대, 바닥, 백월마감 
5,000,000 1 식 5,000,000

(주)

서플

러스

글로

벌

후원

중앙백드롭 12x5m / 중앙백드롭 2,000,000 1 식 2,000,000

LED단&

지지 아시바

LED&백드럽 지지용

아시바 구조물 설치
2,500,000 1 식 2,500,000

콘솔가림막
10x2x2m 목공위 현수막 마감

기둥 페인트 작업
1,500,000 1 식 1,500,000

카메라

부감대
3x3x1m 3면 목공위 현수막마감 1,000,000 1 식 1,000,000

시스템

공연용

시스템

(메인)

현장중계 - 카메라 2대, 스위처, 

녹화기,  거치대 포함
3,000,000 1 식 3,000,000

높이10mx길이23m / 트러스 3,000,000 1 식 3,000,000

조명 - LED 무빙 -

CS300z, atom150xp
3,000,000 1 식 3,000,000

음향 - 메인스피커 v20,

메인스피커 g28,

20kw 야외용시스템, 마이크 포함

4,000,000 1 식 4,000,000

LED 400인치 300,000 1 식 300,000

발전차량 무대 전력 수급 발전차(150Kw)3대 300,000 2 일 600,000

찬조

공연

가족음악회 

및

재능발표회

공연비(2팀) 1,000,000 2 일 1,000,000

소계 36,000,000

공

연

사회 및 공연비, 재능발표회 경품 등 9,974,640 2 일 9,974,640
하나

금융

나눔

재단

후원
기타 잡지출 25,360

소계 10,000,000

금액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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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함 및 소속

A

성재경 보건복지부 과장

최재형 감사원장

염수정 추기경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정웅 함께웃는재단 이사장

이진성 前헌법재판소장

나영돈 고용노동부 실장

말레이시아 자폐협회장

조아라 함께웃는재단 사무총장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이 철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하창우 前변호사 협회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전병진 작업치료사협회장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과장

조경익 서울시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서울시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남기철 밀알천사 대표 

박묘숙 성분도복지관장

구분 성함 및 소속

B

박성열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인숙 국회의원

고흥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권용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강원지부

신인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구 지부장

이호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 지부장

김부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 지부장

C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안중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변승일 농아인협회장

최공열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이사

윤종웅 하나금융나눔재단 상임이사

신현기 단국대학교 교수

한홍석 한양대학교 교수

오형근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4. 엑스포 기록

Autism Art Festival 행사 안내

개막식  일시 : 2019. 07. 12(금) 10:00 ~ 11:00

 장소 : aT센터 공식행사장 무대

 참가자 : 내빈, 참여기관, 관계자, 종사자, 부모 등 150 ~ 170석

 식순

 좌석배치도

무대

콘솔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환담 09:40 ~ 09:59 19' 참석 내빈, 참여 기관 관계자 등

식전행사
09:40 ~ 09:55 15' 식전 공연 / 합창단 골프존파스텔 합창단

09:55 ~ 10:00 5' 내빈 입장 및 착석 주요 내빈 지정석 설치

기념행사

10:00 ~ 10:01 1' 사회자 개식 안내 김지연 아나운서

10:01 ~ 10:05 4' 국민의례 약식 진행 / 국민의례, 애국가1절

10:05 ~ 10:10 5' 주요 내·외빈 소개 중계화면 소개

10:10 ~ 10:13 3' 개회사 김용직 회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10:13 ~ 10:16 3' 환영사 김정웅 이사장(함께웃는재단)

10:16 ~ 10:26 10' 축사 염수정 추기경, 최재형 감사원장 외

10:26 ~ 10:40 14' 영상 축사 주요 외빈 등(15명)

10:40 ~ 10:45 5' 내빈 테이프 컷팅 *무대 등단 명단 확인(18명)

10:45 ~ 10:55 10' 축하 공연 드림위드앙상블 축하공연

10:55 ~ 10:56 1' 개막 종료 멘트 안내

10:56 ~ 11:00 4' 기념촬영 내빈

라운딩 11:00
함께웃는재단

조아라 사무총장 안내

피치마켓 / 갤러리 / 베어베터 /

오티즘커리어 / 오티즘메이커스 /

주제관 / 멀티센서리 / 서울시 /

오티즘스쿨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테이블컬링 순으로 이동

A CB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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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함 및 소속

1 변승일 농아인협회장

2 윤종웅 하나금융나눔재단상임이사

3 최공열 장애인문화교류중앙회장

4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회장

5 이 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

6 고흥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7 이진성 前헌법재판소장

8 최재형 감사원장

9 박인숙 국회의원

10 강병호 서울시복지정책실장

11 하창우 前변호사협회장

12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이사

13 말레이시아 자폐협회장

구분 성함 및 소속

14 박성열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

15 성재경 보건복지부 과장

16 안중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

17 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18 염수정 추기경

19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20 김정웅 함께웃는재단 이사장

21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22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3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24 나영돈 고용노동부 실장

25 조아라 함께웃는재단 사무총장

 기념촬영 참석자 위치 및 촬영대상자 : 25명

구분 성함 및 소속

1 박성열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

2 최공열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사장

3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4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회장

5 성재경 보건복지부 과장

6 고흥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7 박인숙 국회의원

8 염수정 추기경

9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구분 성함 및 소속

10 김정웅 함께웃는재단 이사장

11 이진성 前헌법재판소장

12 나영돈 고용노동부 실장

13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14 이 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5 안중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

16 최재형 감사원장

17 말레이시아 자폐협회장

18 조아라 함께웃는재단 사무총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4. 엑스포 기록

구분 성함 및 소속

D

김예니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진료부장

남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위원

성인영 아산병원 교수

김용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환유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박영욱 경기도주간보호시설협회장

노석원 발달장애인시민포럼 대표

천근아 연세대학교 교수

박희준 고용노동부 과장

박현욱 고용노동부 주무관

고영노 산업자원통상부 사무관

김예슬 보건복지부 사무관

지석연 시소감각연구소장

김이경 서일대학교 외래교수

김전승 밀알천사 사무총장

김재홍 성분도복지관 사무국장

김대경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본부장

김무웅 성남시권리증진센터장

이명희 성남시여성의쉼터 소장

구분 성함 및 소속

D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형하 KCL변호사

김재철 함께웃는재단 감사

권오형 함께웃는재단 이사

한은주 육영학교 前교감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 지사장

이옥주 드림위드이사장

E

이정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송은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박은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김상철 성남시 장애인정책팀장

윤남옥 성남시 장애인지원팀장

박수라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배인희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김구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

 테이프 컷팅

1 42 5 7 93 6 8 10 11 1412 15 1713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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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내용 : 악기연주, 무용, 방송댄스 등 평소 공연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발달장애인들의 잠재된 다양한 재능을 발표하는 행사

 출연진 : 참가자 15팀, 사회_ 임주연, 찬조공연_ 아카펠라그룹 두왑사운즈

 참가자 선발과정 : 공고문을 통해 지원한 약 40팀 중에서 선발된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총 15팀

 선발기준 : 다양한 공연 분야별 선정, 곡의 이해 및 조화로움, 퍼포먼스 가산점

 리허설 : 7월 12일(금) 11:30 ~ 13:00 (대기장소: 세계로Ⅰ회의실)

 일시 : 7월 12일(금) 13:30 ~ 15:30

 장소 : aT센터 제2전시장 내 별도무대

 후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소니

 재능발표회 사진

엄지척, 널 보여줘!!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4. 엑스포 기록

개막식

축하공연

개막식

사진

 골프존파스텔합창단 : 국내 최초의 장애인 직업합창단으로, 음악에 열정이 있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창단되었음.

 드림위드앙상블 :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드림위드앙상블은 전문연주단체로서, 연주 및 강연, 공연 등

                        음악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의 소명의식 실천하며, 선구자적 롤모델을 보여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 역할로 활발하게 연주사업, 음악교육사업,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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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발표회 참가자 명단

번호 분야 소속 참가자명 명수 곡명(작품명)

1 난타 단체 위드드림 7명
브루노마스 - run a way baby

외 2곡

2 난타 이루다학교 아리아난타 8명 베토벤 바이러스

3 색소폰 연주 밀알천사 남범선 1명 내 나이가 어때서 외 1곡

4 피아노 연주
서울문화

고등학교
김민수 1명

쇼팽 - 에뛰드 12번

베토벤 op.2 소나타

5 피아노 연주
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
김승현 1명 철도여행

6 댄스(방송)
대구대학교

K-PACE센터
김범석 1명 방탄소년단 - IDOL

7 댄스(방송)
별별생활

체육센터
별남별녀 10명 홍진영 - 엄지척 외 1곡

8 댄스(무용) 공생재활원 연무용단 5명 비상(자작곡)

9
기타연주와

노래

동두천

두드림학교
이빠진 동그라미 10명 내님

10 풍물단
영통 종합사회

복지관
소리울림 10명 영남 사물놀이, 짝쇠

11 오카리나 합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도봉지회

어깨동무 오카리나 8명 섬집아기외 1곡

12 아코디언 연주 개인 김준영 1명 홀로아리랑

13 첼로 연주 백현중학교 이인호 1명
Tarantella

(William Henry Squire)

14 뮤지컬
광명장애인

복지관
다소니 뮤지컬단 13명 다소니 고민해결소

15 드로잉 개인 한부열 1명 드로잉

16 찬조공연 아카펠라그룹 두왑사운즈 5명 -

4. 엑스포 기록

 재능발표회 참가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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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 dream “발달장애가족 음악회”

 주제 : 발달장애인 가족 연주자들의 음악 공연

 내용 :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부자, 모녀, 형제, 자매, 당사자 그룹 등)으로 구성된 6개 음악팀의 다양한 클래식 악기,

           실내악, 민요, 사물놀이 등 음악을 통한 공감과 힐링의 축제.

 출연진 : 발달장애인 가족 총 6팀 (사회 : 김미화 개그우먼, 찬조공연 : 가수 이상우)

 리허설 : 7월 13일(토) 12:30 ~ 14:30 (대기장소 : 미래로Ⅰ회의실)

 일시 : 7월 13일(토) 14:30 ~ 16:30

 장소 : aT센터 제2전시장 내 별도무대

 후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시간 진행순서 내용

14:30 ~ 14:45 가수 이상우 찬조공연

14:45 ~ 15:00 윤승호 & 윤진희 부자 베이스기타, 드럼연주

15:00 ~ 15:15 이순도 & 김지희 모녀 핑거스타일 기타연주 및 듀엣

15:15 ~ 15:30 임선균 & 임제균 형제 플룻, 트럼펫 연주

15:30 ~ 15:45 이지원 & 이송연 자매 민요

15:45 ~ 16:00 어울림 예술단 실내악

16:00 ~ 16:15 느림보 풍물단 난타 및 사물놀이

16:15 ~ 16:30 마무리 및 인사말

4. 엑스포 기록

북토크 [나는, 어떤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 그 후]

자폐 당사자와 가족, 자조모임 이야기 “다름과 같음을 말하다”

 주제 : 나는(It’s about me) 북토크 및 Q&A

 내용 : 발달장애의 형제, 자매로 살며 타인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 대한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한 내용으로 하는 책의 저자들과 청중과 함께 나누는 토크

           (책 제목: 나는, 어떤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지은이:정신적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청년들의 모임 '나는')

 출연진 : 자조모임 “나는” 회원 5명(송서원, 설지영, 이은아, 박혜연, 박하림)

 일시 : 7월 12일(금) 16:00 ~ 17:30

 장소 : aT센터 제2전시장 내 별도무대

 후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주제 : 발달장애 가족사례발표 및 자조모임 이야기, 관객과의 토론

 내용 : *자폐성 장애 당사자 자조모임인 “에스타스”의 자폐인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좌우충돌 이야기

           (2017년 장애청년 6대륙 드림팀으로 참가해 영국종단 여행기, 문화 인류적 관점에서의 자폐인 이야기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부모교육, 다양한 당사자 예술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발달장애 부모 자조모임 공동체인 안산 “꿈꾸는 느림보”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발달장애인 동생의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후 사회로 나와 언니와 둘이 살아가는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감동의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감독 장혜영씨와의 토크.

 출연진 : “에스타스 성인자폐(성) 자조모임” 장지용 조정자

              “안산 꿈꾸는 느림보” 김선자 회장·류경미 부회장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

 일시 : 7월 13일(토) 10:00 ~ 12:30

 장소 : aT센터 제2전시장 내 별도무대

 후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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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utism Makers (SK하이닉스 후원)

운영목적

운영내용

자폐성 장애인들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나이와 기능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클레이아트 와 블록 만들기를

통하여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소근육 및 눈과 손의 협응능력 향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고자 함.

 클레이 아트(4.5x9m) : 캐릭터 모양(포켓몬스터/미키마우스 등) 만들기, 테이블과 의자 비치하여 선착순으로

                               입장한 순으로 진행, 자유스럽게 입·출입하여 즐길 수 있게 운영하되, 인원 수 제한 →

                               전문 선생님 2명(박혜련, 정인식 클레이아트 강사)이 지도, 현장 주변 케어 인력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비

 블록 만들기 교실(4.5x9m) : 블록모형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

                                      6미터 * 3미터 기준 20박스 세팅 / 1box – 30pcs, EPP 소재로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 사용(KS인증 + 환경마크 인증) 및 파인텍스 바닥마감, 할애 공간만큼

                                      가드라인 설치, 자유스럽게 입, 출입하여 즐길 수 있게 운영하되, 인원 수 제한하여

                                      운영, 현장 케어 인력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비.

4. 엑스포 기록

피날레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주제 : 피날레 공연 및 폐회사

 출연진 : 오티즘엑스포 주관사 관계자

             (사회 : 박상원,  공연 : 함께웃는재단 마음톡톡센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씽씽합창단, 샌드아티스트 채승웅)

 리허설 : 7월 13일(토) 17:00 ~ 17:20 (대기장소 : 주최자 사무실)

 일시 : 7월 13일(토) 17:20 ~ 18:30

 장소 : aT센터 제2전시장 내 별도무대

시간 진행순서 내용

17:20 ~  17:30 함께웃는재단 마음톡톡센터 악기합주

17:30 ~  17:50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씽씽합창단 합창

17:50 ~  18:10 샌드아티스트 채승웅 샌드아트 공연

18:10 ~ 18:15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폐회사

18:15 ~ 18:20 함께웃는재단 김정웅 이사장 폐회사

18:20 ~ 18:30 주최 및 주관사 관계자 기념사진 및 클로징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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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Makers 예산

Autism Makers 공간구성

구분 항목 산출근거 단가 수량 금액

공동
구조물 블록부스 10,000,000 9x9 10,000,000

계 10,000,000

클레이
아트교실

클레이 1인기준 1개 세트 기준 5,000 600 set 3,000,000

강사비 지도, 학생 선생 투입 300,000 2명 600,000

테이블, 의자 대여 25,000 8 set 200,000

바닥 파인텍스 보양작업 20,000 40.5m2 800,000

계 4,600,000

블록
만들기 교실

블록 1 BOX - 30pcs 200,000 20 BOX 4,000,000

가드라인 3 BOX 이상 200,000 3 BOX 600,000

바닥 파인텍스 보양작업 20,000 40.5m2 800,000

계 5,400,000

총계 20,000,000

4. 엑스포 기록

 운영 목적 및 내용 :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개발한 ‘웨어러블 GPS’사업을 전국의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 종사자 등에게

                           홍보하여 보급 확장에 기여

 규격 : 1500x1500mm

 Smart [지킴이] 디바이스 소개 : - 치매노인 실종 시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확인 및 통합관리 서비스

                                         - 경찰청이 주도하며 사회 안전망과 연동하여 고도화된 서비스로 정착(현재 초기단계)

                                         - 향후,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어린이, 취약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지킴이 역할의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

                                         - 2017 ~ 2018년 행복 GPS사업은 SK하이닉스, 경찰청, SK텔레콤 협업 사업으로

                                            시작하여 진행중이며, 2019년 이후 Smart [지킴이] 서비스 강화

 이용자 수 : 약 3,000명

SK하이닉스 별도 부스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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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형퍼즐

운영목적 및 내용  8개의 대형퍼즐조각으로 오티즘엑스포 이미지를 완성하는 체험. 포토존으로 운영

 퍼즐크기 : 75x60cm, 퍼즐재질 : 자석(전체 이미지 규격: 가로3mx세로2.4m), 레드카펫

대형퍼즐 공간구성

홍보09

01 온라인홍보

온라인 홍보    총 128건

                   언론보도자료 58건, 영상 취재 6건, SNS 콘텐츠 34건, 홍보영상 3건, 연예인 응원 릴레이 영상 7건, 축사영상 20건

언론보도 작성 및 배포

4. 엑스포 기록

번호
차수 /

관련정보
언론사 기사 타이틀

보도
일자

비고

1

[크라우드

펀딩]

함께웃는

재단 -

앤테이크

에이블뉴스 자폐 신진작가 작품 전시 비용 후원 3.21 재단 섭외

2 웰페어뉴스
함께웃는재단과 앤테이크,

자폐성장애 작가들의 크라우드펀딩
3.22 재단 섭외

3 미디어생활
자폐 신진작가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기회,

함께웃는재단과 앤테이크가 함께하다
3.22 재단 섭외

4 성남신문 앤테이크-함께웃는재단, 크라우드 펀딩 진행 3.22 재단 섭외

05

06

Autism Career (PlayStation 소니 : VR기기 6대 후원)

Autism Safety (한국승강기안전공사 후원)

운영목적 및 내용

운영목적 및 내용

 VR(가상현실게임)을 통해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직무훈련을 시연(요리, 편의점, 자동차, 정비, 오피스 등)

 시연대 6대를 마련하여 PlayStaion용 소프트웨어인 [Job Simulator]를 통해 직무 훈련 및 직업체험

 [Job Simulator]는 플레이어가 고메 쉐프, 사무실 직원, 편의점 직원 등이 되어 직접 역할 시뮬레이션을 진행

 이용자 수 : 약 7,000명

 VR체험을 통해 승강기 안전체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기 체험존: 에스컬레이터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체험

 엘리베이터 모양의 연필꽂이 만들기, 테이블 및 의자, 승강기 체험 PDP

Autism Career 공간구성

Autism Safety 공간구성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9594

4. 엑스포 기록

번호
차수 /

관련정보
언론사 기사 타이틀

보도
일자

비고

29

5차

재능

발표회,

가족

음악회

미디어생활 발달장애인의 숨은 끼, 재능을 한자리에 모은 축제의 무대 4.03 재단 섭외

30 보건복지신문 발달장애인의 숨은 끼, 재능을 한자리에 모은 축제의 무대 4.04 재단 섭외

31 국민일보
아시아 최초 ‘제1회 오티즘 엑스포’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참가자 17일 마감 
5.09 재단 섭외

32 뉴스웍스
오티즘엑스포서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및

가족음악회 열린다
7.09 대행사 배포

33 보건복지신문
2019년 제1회 오티즘엑스포, 재능발표회와

가족음악회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감각 선보여
7.10 재단 섭외

34

6차

개막

웰페어뉴스 2019년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7.10 재단 섭외

35 비마이너
자폐성장애·발달지연에 관한 모든 것!

‘제1회 오티즘엑스포’ 열린다
7.10 재단 섭외

36 보건복지신문 2019년 제1회 오티즘엑스포, 성공리에 개막 7.11 재단 섭외

37 뉴스웍스 오티즘엑스포, 성공리에 개막 7.12 대행사 배포

38 에이블뉴스 ‘아시아 최초’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막 7.12 -

39 가톨릭평화방송 "발달장애인들을 사회 한 가운데로"…오티즘엑스포에 가다 7.12 재단 섭외

40 조선일보
[NOW] 자폐 아이들을 위한 국내 첫 박람회…

1만명이 몰려들었다
7.13 주최사 섭외

41 전자신문
김정웅 (재)함께웃는 이사장,

자폐성 장애·발달장애인 위한 엑스포 첫 개최
7.15 주최사 섭외

42

7차

폐막

성과 

보도

에이블뉴스 나의 오티즘엑스포 참가 이야기 7.15 -

43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새로운 인식 전환 ‘제1회 오티즘엑스포’ 성료 7.15 -

44 미디어생활 “꿈을 그리는 다름을 말하다” 7.15 재단 섭외

45 전자신문
사회공헌전시회 ‘제 1회 오티즘엑스포’ 성료…

발달장애 이웃에 대한 인식 전환 발판 마련
7.16 주최사 섭외

46 웰페어뉴스 아시아 최초의 제1회 오티즘엑스포 성료 7.16 재단 섭외

47 KTV국민방송 발달 장애 정보 한 곳에··· 아시아 첫 오티즘 엑스포 7.18 재단 섭외

48 휴먼에이드 [오티즘 EXPO 특집]으로 총 9개 기사
7.15
-
7.31

재단 섭외

49 전자신문
서플러스글로벌, 발달장애인 축제 ‘오티즘 엑스포’

성공 개최..가족에게 희망 불씨 제공
7.13 주최사 섭외

50 발달매거진 아시아 최초 제1회 오티즘 엑스포, 역사의 시작
가을호

VOL.2
재단 섭외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번호
차수 /

관련정보
언론사 기사 타이틀

보도
일자

비고

5

1차

개최

뉴스웍스
‘오티즘엑스포’ 개최...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지연 장애인 축제
6.14 대행사 배포

6 조선비즈 국내 최초 자폐·발달지연 박람회 ‘오티즘엑스포’ 열려 6.16 재단 섭외

7 한국무역신문 자폐·발달지연에 관한 모든 것 ‘오티즘 엑스포’ 첫 개최 6.16 재단 섭외

8 국민일보
아시아 최초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연

엑스포 7월 12일 개막
6.17 대행사 배포

9 매일일보 아시아 최초, ‘2019년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6.17 대행사 배포

10 디일렉
아시아 최초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자폐·지연발달 관련 교류의 장 마련
6.17 재단 섭외

11 전자신문 서플러스글로벌, 자폐·발달지연 박람회 ‘오티즘엑스포’ 주최 6.17 재단 섭외

12 에이블뉴스 자폐성장애·발달지연 모든 것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6.17 대행사 배포

13 미디어생활 발달장애인 교류마당 ‘오티즘엑스포’개최…아시아 최초 6.17 재단 섭외

14 웰페어뉴스 ‘제1회 오티즘 엑스포’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 공유 6.20 재단 섭외

15 복지TV 복지TV 개최 소식 전달(페이스북 페이지) 7.10 -

16 보건복지신문 아시아 최초 2019년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6.16 재단 섭외

17 국민일보 아시아 최초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연 엑스포 7월12일 개막 6.17 재단 섭외

18 웰페어뉴스 ‘제1회 오티즘 엑스포’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 공유 6.20 재단 섭외

19 2차

멀티

센소리룸

국민일보
7월12일 개막 오티즘 엑스포의 명물

‘심리안정실’을 아시나요
6.26 재단 섭외

20 웰페어뉴스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멀티센소리룸 체험관 운영 6.26 재단 섭외

21

3차

테이블

컬링

뉴스웍스
테이블 컬링으로 평창의 감동을 재현한다...

오티즘엑스포 개최
6.28 대행사 배포

22 웰페어뉴스 제1회 오티즘엑스포, 테이블 컬링으로 평창의 감동을 재현 6.28 재단 섭외

23 미디어생활
2019년 제1회 오티즘엑스포,

국내 최초 테이블 컬링으로 평창의 감동을 재현한다
7.01 재단 섭외

24 에이블뉴스 오티즘엑스포 관람하고 실내 컬링도 체험하세요! 7.01 대행사 배포

25 4차

북콘서트

뉴스웍스 오티즘엑스포서 북콘서트 열린다 7.04 대행사 배포

26 웰페어뉴스 오티즘엑스포에서 ‘발달장애인 금융사기 예방’ 북콘서트 7.04 재단 섭외

27 5차

재능발표회

가족음악회

성남신문
함께웃는재단,

“엄지척 널 보여줘!!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참가자 모집
4.03 재단 섭외

28 웰페어뉴스 ‘엄지척 널 보여줘!’ 발달장애인 재능발표회 참가 접수 4.06 재단 섭외

AUTISM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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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엑스포 기록

언론보도 자료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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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엑스포 기록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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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호 vol. 2
2019   AUTUMN

|    국내  최초 아동청소년 발달 통합 전문매거진   |

<한부열 作, 술마시고 노래해요 가로117cmx세로81cm Acrylic on CAnvas2019>

ADHD
● 아시아 최초 제 1회 오티즘 엑스포

● UN에서 연주한 아스퍼거 바이올리니스트 강지원 학생, 

    어머니의 교육觀을 聽하다

● 한부열=HIP하다

의 모든 것 

네이버와 다음에서 발달매거진   을 검색해주세요.

발달 매거진 홈페이지 http://baldalmagazine.com

발달 매거진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baldalmagazine

정기구독신청과 광고문의는

발달매거진 홈페이지와 070-8065-3566으로

발
 
 
달
 
 
|
 
 
아
동
청
소
년
 
발
달
 
통
합
 
전
문
매
거
진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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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

일시: 2019.10.18(금) 11:00
장소: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3층 대회의실
문의: 게임과몰입힐링센터 02)6070-9199

 30    .

"공부 잘하는 아이는, 

OOOO을 잘한다?"

[김남욱/소아정신과 전문의

게입과몰입힐링센터 센터장]

[차지민/소아정신과 전문의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부센터장]

2019   

"산만한 아이,

게임 좋아하는 아이. 

칭찬으로 키웁시다!"

정가 10,000원

4. 엑스포 기록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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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TV 시청자뉴스 함께하는 세상 (2019.07.17 30)

   - 제1회 오티즘엑스포 운영 프로그램 소개 및 부스 참가자 인터뷰 등 행사 전반 스케치

   - http://www.iwbc.co.kr/pr/prReplay.php?CNum=2&UidNum=206

4. 엑스포 기록

 복지 TV 뉴스 1459회 (2019.07.17 방송)

   - 제1회 오티즘엑스포 소개 및 관계자, 참가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 소식 전달

   - http://www.iwbc.co.kr/pr/php/replay_popup.php?muid=2557

영상취재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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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포커스뉴스 제1회 (2019.07.12)

   - 제1회 오티즘엑스포1st AUTISM EXPO 2019

   - https://www.youtube.com/watch?v=E3s7PHkE1VE 

4. 엑스포 기록

 KTV 국민방송 (2019.07.18 방송)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79286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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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가족 (2019.07.25) : 재능발표회 참가팀 - 두드림장애인학교 취재영상

   - 2777회 사랑의 가족 : [희망메아리] '고장'선생님의 꿈 

   -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1-0001&program_

     id=PS-2019111506-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 

4. 엑스포 기록

 CPBC 뉴스 (2019.07.14)

   - "발달장애인들을 사회 한 가운데로"…오티즘엑스포에 가다

   - https://www.youtube.com/watch?v=zKEXfUtxyQ8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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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도달 
수

반응 지표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6.19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멀티센서리룸] 2,405 803 238 56 20

6.2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5탄 - NCT127 565 76 39 0 3

6.2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테이블컬링] 743 111 54 1 5

6.27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재능발표회] 592 120 4 0 2

7.01 #일대일 #전문가상담실 #신청자발표 669 85 62 0 4

7.01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음악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405 755 263 41 19

7.0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6탄 - 태민 465 61 33 1 1

7.04 #깜짝 이벤트_ 책으로 이해하는 발달장애인 금융사기예방 331 49 13 0 1

7.0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컬링, 황금손을 찾아라] 384 33 15 0 1

7.0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7탄 - 엑소 첸 499 62 32 2 3

7.08 D-5 이번주,  #오티즘으로 #작품보러 갈래? [갤러리 전시회] 1,524 594 190 57 11

7.09 연예인 응원릴레이 영상 합본 419 54 32 0 1

7.10 D-3 아시아 최초!! #제1회 오티즘엑스포 #사용설명서 1,343 439 126 23 9

구분 팔로워 수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증감 301 7,852 292 0 682

 인스타그램 컨텐츠

 인스타그램 통계

날짜 내용
반응 지표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2.25 제1회 #오티즘엑스포 #자폐, #발달지연에 관한 모든 것 18 7 0 1

3.06 제1회_오티즘엑스포_2019 #오티즘엑스포 #홈페이지오픈 15 2 0 1

3.14 2019오티즘엑스포 #부스참가방법 14 2 0 2

3.18 #아시아 #최초 2019 @오티즘엑스포 15 0 0 0

4.01 #2019오티즘엑스포 관람객 사전등록 OPEN 14 0 0 1

4.05 #엄지척_널보여줘 #재능발표회 19 2 0 0

4. 엑스포 기록

구분 팔로워 수 도달 수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증감 608 41,806 9,635 6,161 445 361

 오티즘엑스포 및 함께웃는재단의 페이스북, 유투브 채널, 웹사이트에 오티즘엑스포의 홍보영상 및

   각종 행사 관련 자료 제공, 이벤트 진행, 보도자료 공유 등

 페이스북 통계

 페이스북 컨텐츠

SNS 홍보

날짜 내용
도달
수

반응 지표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2.25 제1회 #오티즘엑스포 #자폐, #발달지연에 관한 모든 것 5,416 1,272 433 74 45

3.06 제1회_오티즘엑스포_2019 #오티즘엑스포 #홈페이지오픈 1,541 297 96 10 17

3.14 2019오티즘엑스포 #부스참가방법 1,531 375 96 10 17

3.18 #아시아 #최초 2019 @오티즘엑스포 2,155 550 147 37 28

4.01 #2019오티즘엑스포 관람객 사전등록 OPEN 806 162 41 1 10

4.05 #엄지척_널보여줘 #재능발표회 738 127 44 0 4

4.18 #2019오티즘엑스포 #꿈을그리다_다름을말하다 행사소개 1,376 306 91 9 11

5.02 오티즘엑스포 홍보영상 6,251 1,414 418 44 82

5.08 #2019오티즘엑스포 Autism School 1편 1,372 357 79 8 13

5.13 #2019오티즘엑스포 Autism School 2편 596 110 30 0 5

5.17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Autism Makers 275 25 13 0 1

5.2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Autism Career 588 50 23 0 4

5.24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D-7, 부스참가모집 711 129 60 7 2

5.28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Autism Art Festival 627 175 72 14 5

5.31 #엄지척_널보여줘 #재능발표회 #참가자발표 317 26 14 0 1

6.07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영상 1탄 - 동방신기 1,388 275 98 16 14

6.10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1:1 상담 사전신청] 301 38 13 0 0

6.1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영상 2탄 - 슈퍼주니어 750 104 56 0 3

6.1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영상 3탄 - 김미화 656 136 46 18 5

6.14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정책설명회] 982 176 66 0 8

6.18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4탄 - 레드벨벳 1,085 289 121 16 6

6.19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멀티센서리룸] 2,405 803 238 56 20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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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콘텐츠 예시 사진

4. 엑스포 기록

날짜 내용
반응 지표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4.18 #2019오티즘엑스포 #꿈을그리다_다름을말하다 행사소개 34 4 0 4

5.02 오티즘엑스포 홍보영상 29 5 0 4

5.08 #2019오티즘엑스포 Autism School 1편 20 2 0 1

5.13 #2019오티즘엑스포 Autism School 2편 24 0 0 3

5.17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Autism Makers 14 0 0 0

5.2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Autism Career 11 1 0 0

5.24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D-7, 부스참가모집 14 2 0 0

5.28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Autism Art Festival 26 0 0 1

5.31 #엄지척_널보여줘 #재능발표회 #참가자발표 27 1 0 0

6.07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영상 1탄 - 동방신기 567 5 0 78

6.10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1:1 상담 사전신청] 23 1 0 2

6.1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영상 2탄 - 슈퍼주니어 487 12 0 69

6.1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영상 3탄 - 김미화 34 1 0 0

6.14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정책설명회] 21 1 0 0

6.18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4탄 - 레드벨벳 141 2 0 8

6.19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멀티센서리룸] 23 0 0 1

6.2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5탄 - NCT127 271 14 0 39

6.2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테이블컬링] 28 1 0 0

6.27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재능발표회] 19 0 0 1

7.01 #일대일 #전문가상담실 #신청자발표 15 0 0 1

7.01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음악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1 0 0 1

7.02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6탄 - 태민 2.078 37 0 203

7.04 #깜짝 이벤트_ 책으로 이해하는 발달장애인 금융사기예방 41 0 0 1

7.0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컬링, 황금손을 찾아라] 24 1 0 1

7.05 아시아 최초 #오티즘엑스포 - 응원릴레이 7탄 - 엑소 첸 3,680 187 0 256

7.08 D-5 이번주,  #오티즘으로 #작품보러 갈래? [갤러리 전시회] 35 0 0 1

7.09 연예인 응원릴레이 영상 합본 50 2 0 2

7.10 D-3 아시아 최초!! #제1회 오티즘엑스포 #사용설명서 52 2 0 1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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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N 노출현황

4. 엑스포 기록

운영 키워드

오티즘엑스포행사장 오티즘엑스포사전등록 오티즘엑스포행사일정

오티즘엑스포부스신청 오티즘엑스포행사 오티즘엑스포부스모집

오티즘엑스포함께웃는재단 오티즘엑스포부스 오티즘엑스포프로그램

오티즘엑스포발달지연 오티즘엑스포지적장애 오티즘엑스포발달장애인

오티즘엑스포참가기관 오티즘엑스포발달장애 오티즘엑스포전시장

오티즘엑스포기간 오티즘엑스포장소 오티즘엑스포관람객사전등록

오티즘엑스포자폐증 오티즘엑스포개막 오티즘엑스포자폐아

오티즘엑스포2019 오티즘엑스포자폐스펙트럼장애 오티즘엑스포

오티즘엑스포자폐스펙트럼 2019오티즘엑스포 오티즘엑스포자폐

오티즘엑스포일정 AUTISMEXPO 오티즘엑스포2019

 브랜드검색 노출 현황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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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응원 릴레이영상 : 김미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태민, 엑소 첸, 레드벨벳, NCT127의

                                  오티즘엑스포를 후원하는 메시지 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인터넷 및 SNS에 홍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GaC5kaIafmG0U2VZGOcGdw

                                  (오티즘엑스포 유튜브 채널)

4. 엑스포 기록

 홍보영상 : 한석준 아나운서와 김지연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을 이용한 오티즘엑스포를 알리는 영상 제작(40초)

                https://www.youtube.com/channel/UCbdhMBN56g3erzJMNW-mdYA (함께웃는재단 유튜브 채널)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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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엑스포 기록

오프라인

홍보

 행사 인쇄물 : 오티즘엑스포 안내서(행사 전체 안내 및 후원 유치 자료로 활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관련 기관 및 행사장 부착, 지하철 액자 홍보)

 옥외 포스터 및 현수막 배너

02 오프라인 홍보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연예인 응원릴레이 영상 리스트

연번 소속 및 성명

1 홍보대사 김미화

2 동방신기 유노윤호, 최강창민

3 슈퍼주니어 이특, 예성, 신동, 려욱, 은혁, 동해

4 샤이니 태민

5 엑소 첸

6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 웬디, 조이, 예리

7 NCT 127 태일, 쟈니, 태용, 유타, 도영, 재현, 윈윈, 마크, 해찬, 정우

AUTISM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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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SK
하이닉스

 후원금액 30,000,000원

 함께웃는재단 대표이사의 기업연계에 의한 후원

 후원금액 20,000,000원

 함께웃는재단 대표이사의 기업연계에 의해 오티즘메이커스를 위한 목적후원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함

 사업명 : 오감 자극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정서 함양 프로그램 [Autism Makers]

 내 용 : 제1회 오티즘엑스포 부스 중 클레이아트와 대형 블록 만들기를 활용한 체험 부스 운영 진행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

후원사 금액(원) 비고

KB증권 30,000,000

SK하이닉스 20,000,000 오티즘메이커스 후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000,000

BS RENTAL 11,800,000 오티즘스쿨 후원

하나금융나눔재단 10,000,000 오티즘아트페스티벌 후원

SK행복나눔 10,000,000

국민은행 10,000,000

KEB하나은행 5,000,000

제일연마공업 1,000,000

앤테이크 1,000,000

PlayStation(소니) 오티즘커리어 후원

세준푸드 식혜 후원

동아오츠카 생수 후원

총 액 118,800,000

2019년 2월부터 오티즘엑스포 안내서 제작 시기부터 (주)서플러스글로벌 대표가 기업에 직접 요청,

SNS 및 활발히 네트워크 활동으로 기업들의 후원을 유치함. 기업 후원 유도시 오티즘엑스포 안내서를 활용한

행사 성격, 목적, 내용을 함께웃는재단 사무총장이 기업별로 직접 방문하여 설명함

후원유치10

01

02

전체후원현황

4. 엑스포 기록

 지하철 액자 홍보 :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승객들에게 노출되어 각인이 용이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여 부착하므로 승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

 지하철 게첨 차량 리스트 (3호선)

구분 내용

매체 전동차 내부 출입문 좌,우측_액자형

위치 3호선

노출일자 2019. 6. 24 ~ 7. 13(3주)

노출 100매

편성명
1 2 3 4 5 6 7 8 9 10 게첨매수

제 3071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73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76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78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79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80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81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84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85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제 3086 편성 1 1 1 1 1 1 1 1 1 1 10

합계 100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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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RENTAL

하나금융
나눔재단

행복
나눔재단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제일
연마공업

앤테이크

 후원금액 11,800,000원

 함께웃는재단 대표이사의 기업연계에 의해 오티즘엑스포의 오티즘스쿨 운영을 위한 후원금으로 진행

 사업명 : BS RENTAL과 함께 하는 [Autism School]

 내 용 : 제1회 오티즘엑스포의 부대행사인 강연회 [Autism School]의 진행비 후원

 후원금액 10,000,000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님의 연계, 함께웃는재단의 프로포절 제출에 의해 오티즘엑스포의 오티즘아트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목적후원금으로 진행함

 사업명 :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Autism Art Festival]

 내 용 : 제1회 오티즘엑스포 부대행사 중 [Autism Art Festival(AAF)]의 진행비 후원

 후원금액 10,000,000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님의 기업연계에 의해 오티즘엑스포의 운영경비로 후원함

 후원금액 10,000,000원

 함께웃는재단 대표이사의 기업연계에 의해 오티즘엑스포의 운영경비로 후원함

 후원금액 5,000,000원

 함께웃는재단 대표이사의 기업연계에 의해 오티즘엑스포의 운영경비로 후원함

 후원금액 1,000,000원

 함께웃는재단 대표이사의 기업연계에 의해 오티즘엑스포의 운영경비로 후원함

 후원금액 1,000,000원

 자폐인과 비자폐인 아티스트가 콜라보한 디자인 티셔츠를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

   그 수익금을 오티즘엑스포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미술전시인 오티즘 아트갤러리를 위해 후원함

03

04

05

06

07

08

09

4. 엑스포 기록

 지정기탁사업 배분 신청서 내용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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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전시회 [Draw, Draw, Draw!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11

취   지

일   정

장   소

참여작가

참가작품

앵콜전시회 일정

앵콜전시회 배너 앵콜전시회 사진

 오티즘엑스포의 아트갤러리에 전시된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행사 후에도 일반인들이

   다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인식 확대

 2019년 7월 24일 ~ 7월 30일(7일간 전시)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2F 제3전시실

 발달장애예술인 총 50명

 총 107점

4:00 오프닝 : 사회_ 함께웃는재단 신예진

4:05 환영사1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회장

4:10 환영사2 : 토포하우스 오현금 관장

4:15 환영사3 : 칼럼니스트 김은정 박사

4:20 환영사4 : 석창우 화백

4:30 공연 : 드림위드 앙상블

4:40 기념촬영

4:50 클로징

4. 엑스포 기록

Play
Station
(소니)

세준푸드

동아
오츠카

 오티즘커리어 부스에 가상현실의 직업체험을 위한 VR기기 6대 대여 후원

 오티즘아트페스티벌 재능발표회 경품 후원(소니플레이스테이션 3대)

10

11

12

 후원금액 5,000,000원 상당

 오티즘엑스포 행사 방문객을 위한 식혜 음료수 7,056개 후원

 오티즘엑스포 행사 방문객을 위한 생수 2,000개 후원 (비아이스트라 연계)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AUTISM EXPO



129128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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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가현황01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 오티즘엑스포 홈페이지(http://autismexpo.or.kr/)를 접속 → ‘관람신청’클릭 →

                               ‘관람자 사전등록’ 클릭 → 설문지작성 → 개인정보동의 → 기본정보작성 → 사전등록 완료!

 온라인 사전등록 확인 방법 : ‘사전등록 확인문자’ 발송 → 행사당일 ‘현장등록대’에서 문자 확인 후 입장팔찌 제공

 온라인 사전등록 확인 문자 : [D-15]

                                     제1회 오티즘엑스포 2019, 자폐·발달 지연에 관한 모든 것! 꿈을 그리다. 다름을 말하다.

                                     오티즘엑스포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전등록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확인문자 드립니다! 

                                     ▶ 일정: 2019.7.12-13(금,토) 10:00 ~ 18:00

                                     ▶ 장소: 양재aT센터 제2전시장 3층

                                     관람 당일 사전등록대에서 본 문자를 제시해주시면 양일 간 모두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차시 주차비의 30%할인되며, 장애인차량인 경우 65%할인이 됩니다. 

                                     단, 주차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관람객이 오후에 많이 몰리오니 오전시간 때 관람을 권유 드립니다.

                                     *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1회 오티즘엑스포 일정 및 주요행사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autismexpo.or.kr/

 온라인 사전등록 확인 문자 발신 일정 :  D-15  1차 문자 발신 일정_ 6월 27일

                                                   D-4   2차 문자 발신 일정_ 7월 08일 

                                                   D-1   3차 문자 발신 일정_ 7월 11일, 총 3회 발송

 현장등록 방법 : 행사 당일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설문지 작성대’ 방문 → 현장등록 설문 작성 시 ‘입장팔찌’ 제공

참가신청 방법 및 사전등록자 통계현황

 오티즘엑스포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등록자 : 2019년 7월 13일까지 총 17,358 명 접수

 현장등록 참가자 : 2,394명

 관계자 : 약 500명

 연인원 : 약 20,000명

01 총 참가현황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5. 참가현황 통계 및 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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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자 통계자료 

1. 귀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0대 20대 30대 40대

2.55% 17.39% 22.25% 28.13%

50대 60대 70대 80대

19.44% 5.37% 3.83% 0.51%

20대

40대

60대

70대

10대

30대

50대

80대

4. 귀하는 자폐 및 발달 지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사자 부모 및 가족 친인척 지인 관련종사자/전문가 관련없음 단체관람

4.56% 41.11% 2.53% 5.38% 38.32% 7.10% 0.50%

41.11%38.32%

부모 및 가족

지인

관련없음

단체관람

당사자

친인척

관련종사자/
전문가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남자 여자

20.5% 79.5%

여자

남자

20.5%

79.5%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치료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대학특수교육 관련학과 교수 특수교육 학과생 특수교육 종사자

37.2% 18.6% 1.5% 10.4% 14.6%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발달장애 관련치료 및 학습도구 개발자 사회복지학과 관련 학과생 기타

1.5% 1.5% 1.5% 1.3% 11.9%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특수교육 학과생

치료사

특수교육 종사자

대학특수교육
관련학과 교수

공무원

발달장애
관련치료 및
학습도구 개발자

사회복지학과
관련 학과생

기업체 관계자

기타

37.2%

18.6%

14.6%

10.4%

11.9%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5. 참가현황 통계 및 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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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부모 및 가족의 경우, 귀하가 보살피거나 가르치는 자폐인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기(만 0~5세)

학령기(만6~17세)

청장년기(만18세~44세)

중노년기(만45세 이상)

전주기

4-1-2. 부모 및 가족의 경우, 귀하의 관심 생애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영유아기(만 0~5세)

학령기(만6~17세)

청장년기(만18세~44세)

중노년기(만45세 이상)

전주기

4-2-1. 관련 종사자 / 전문가의 경우, 귀하가 보살피거나 가르치는 자폐인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기(만 0~5세)

학령기(만6~17세)

청장년기(만18세~44세)

중노년기(만45세 이상)

전주기

4-2-2. 관련 종사자 / 전문가의 경우, 귀하의 관심 생애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영유아기(만 0~5세)

학령기(만6~17세)

청장년기(만18세~44세)

중노년기(만45세 이상)

전주기

31.7%

16.8%

6.4%

9.5%

52.7%

45.5%

19.9%

20.4%

15.9%

41.9%

62.5%

62.7%

0.5%

13.5%

9.5%

14.6%

0.5%

21.8%

17.9%

17.6%

오티즘 엑스포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입소문 인터넷검색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 주최자의 E-mail, SNS 그 외

24.08% 15.96% 11.25% 27.48% 5.49% 15.70%

인터넷검색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

그 외

입소문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최자의
E-mail, SNS

24.08%

15.96%
27.48%

15.70%

제일 관심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진단 치료법 양육 방법 감각 통합 사회성 기술 도전적 행동 건강 성 / 인권

4.16% 12.16% 9.60% 5.44% 13.12% 5.04% 3.84% 4.64%

교육기관 교육 전략 재능 개발 학습도구 복지정책 사회복지시설 직업 전 준비

5.20% 5.84% 4.88% 4.96% 9.36% 6.48% 5.28%

치료법

감각 통합

도전적 행동

건강

진단

양육 방법

사회성 기술

성/인권

교육전략

학습도구

사회복지시설

직업 전 준비

교육기관

재능 개발

복지정책
13.12%

12.16%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5. 참가현황 통계 및 인력운영

AUTISM EXPO



137136

날짜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7월 11일 30명 -

7월 12일 30명 28명

7월 13일 30명 43명

총계 30명 71명

구분 인원수 업무영역 근무자 (7월 12일) 근무자 (7월 13일)

오티즘스쿨 3
안내데스크, 정리정돈,

입퇴장 안내

 원광대 : 양*현, 고*영

 개   인 : 이*윤

 단국대 : 김*인, 장*지

 개   인 : 이*윤

상담실 2
입구에서 안내 /

예약 여부 신청 접수 등
 원광대 : 김*이, 박*경  단국대 : 박*미, 변*연

심신안정실 3
사용자 care

(10~17시까지 근무)

 단국대 : 조*아, 김*인

 경   호 : 한*규

 원광대 : 박*수, 고*영

             손*미

의무실 2
응급치료사 /

EMS 대기차량 기사
- -

오티즘

아트갤러리

2-3
10m 간격으로

운영인력배치(파손,보존)
 원광대 : 문*은, 서*연

 단국대 : 한*영, 박*영

             최*연

2 작품 안내 및 문의 응대  원광대 : 임*진, 정*진  개   인 : 이*은, 이*서

멀티센서리 4-5 질서유지 / 정리정돈

 원광대 : 박*수, 손*미

             송*경, 한*지

 평택대 : 박*성

 원광대 : 송*경, 이향진

             임*학

 평택대 : 박*성

오티즘

커리어

3 컨텐츠 사용방법 안내
 원광대 : 이*진, 임*학

             전*민

 원광대 : 전*민, 한*지

             김*준

2 질서유지 2명
 원광대 : 김*준

 평택대 : 최*미
 개   인 : 김*지, 김*우

오티즘

메이커스

4

클레이 / 블록 각 2명씩

내부 사용방법 등 안내

(선생님별도)

 운영인력
 원광대 : 문*은, 서*연

             정*진, 임*빈

3
주변 안전관리인원 3명 /

참여자 대기 접수 등
 운영인력

 이대부고 : 김*아, 배*욱,

                이*민

테이블컬링 2 경기운영 및 보조  운영인력  운영인력

퍼즐게임 2 퍼즐 컨텐츠 참여안내  단국대 : 박*영, 이*하  단국대 : 박*영, 이*하

구분 인원수 업무영역 근무자 (7월 12일) 근무자 (7월 13일)

무대(운) 4 안전관리 및 주변정리 외  운영인력  운영인력

휴게공간

(자)
4 안전관리 및 주변정리 외

 단국대 : 장*지

 평택대 : 김*환

 개   인 : 도*숙, 임*진

 평택대 : 김*환

 개   인 : 권*현, 서*우

 이대부고 : 이*경

운영인력

(운)
10 행사장 전체 안전관리  운영인력

 이대부고 : 김*섭,

                박*철

※자 : 2명 보강 

등록부스

(운/자)
8

사전등록 확인

및 현장등록 서포트
 운영인력(8명)

 운영인력(5명)

 이대부고 : 최*우, 연*인

                권*리

설문지

작성부스

(운/자)

3
현장 등록 접수 도움역할

/신청자 질서 유지
 운영인력(3명)

 운영인력(2명)

 이대부고 : 김*아

푸드트럭 2 주변정리  운영인력
 단국대 : 김*재

 이대부고 : 김*재

입구(경) 2 aT센터 고용 인력 - -

출구(경) 2 aT센터 고용 인력 - -

계 58명 73명

인력운영02

인력 운영 배치

인력 운영 사전 오리엔테이션 확인문자

 자원봉사 인력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정 : 2019. 7. 11(목) 15시 aT센터 3층 전시장 로비 → 7/8일 참석 문자 발송

 이대부고 학생 : 2019. 7. 13(토) 9시 30분 현장 도착

 오리엔테이션 사전고지 확인 문자 : 제1회 

                                              -오티즘 엑스포 2019-

                                              본 행사의 자원봉사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1. 일시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15:00 ~ 16:30

                                              2. 장소 : aT센터(양재 동) 3층 전시장

                                              3. 문의 : 010-****-9307(문*원)

                                              꼭 참석해주셔서 업무영역을 숙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5. 참가현황 통계 및 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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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부스

참가비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및 병원 등 13,300,000 700,000원 : 20개부스

치료센터, 교육기관 및 사회적기업 9,200,000 400,000원 : 23개부스

비영리단체 및 법인(3/31사전신청) 4,600,000 200,000원 : 23개부스

비영리단체 및 법인 6,300,000 300,000원 : 21개부스

공동관 300,000 100,000원 : 3개 기관

소계 33,700,000

후원금

서플러스글로벌 219,566,369 주최사

기업후원금 118,800,000

KB증권  30,000,000원

SK하이닉스  20,000,000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000,000원

BS RENTAL 11,800,000원

하나금융나눔재단 10,000,000원

sk행복나눔재단 10,000,000원

국민은행 10,000,000원

KEB하나은행 5,000,000원

제일연마공업 1,000,000원

앤테이크 1,000,000원

소계 338,366,369

관람비 0 사전신청 및 행사장 설문지 작성 시 무료

총계  372,066,369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영국연수 오티즘쇼 참가 경비  19,542,752 준비위원 8명 참가

행사

운영비

aT센터 행사장 대관비  12,198,256 

행사장관리비  7,461,103 

인건비(기획사)  12,529,881 

인건비(행사장 보조인력)  16,880,000 

옥외홍보(가로등배너)  3,800,000 

온라인홍보  12,000,000 

홈페이지제작  7,010,780 

영상제작(홍보영상, 행사 스케치영상, 사진)  12,000,000 

무대설치  35,000,000 

부스설치 및 렌탈  106,063,636 

현수막등 제작물  5,000,000 

인쇄물(안내서, 초대장, 리플렛)  10,700,000 

행사 진행비

(경품, 홍보물품, 식비, 인터넷, 보험, 각종 수수료 등)
 37,256,006 

사회비  3,100,000 

강연비  5,031,895 

공연료  8,000,000 

1:1전문상담실 운영  4,800,000 

대행료  24,355,214 

부가세  27,536,846 

앵콜

전시회

토포 하우스 앵콜전시전 대관비  1,000,000 

공연비  800,000 

총계  372,066,369 

수입내역 지출내역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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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스 설문지 양식 1차 부스 설문지 결과01 02

부스 총 81개 기관 중 37곳 응답

문항별 설문결과

구분 공공기관 협회,단체
장애인
복지관

복지재단
직업
재활시설

병원,
치료센터

학회 및
연구기관, 학교

총계

인원수 4 12 3 5 5 3 5 37

백분율 11% 32% 8% 14% 14% 8% 14% 100%

구분
기관 및
사업홍보

이용자
모집

후원자
모집

매출증대 기타 총계

인원수 34 4 2 1 2 37

백분율 92% 11% 5% 3% 5% 116%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계

인원수 23 13 1 0 0 37

백분율 62% 35% 3% 0% 0%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계

인원수 22 10 5 0 0 37

백분율 59% 27% 14% 0% 0%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계

인원수 18 17 1 1 0 37

백분율 49% 46% 3% 3% 0% 101%

 1. 귀 기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은 어떠한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하셨습니까? * 중복선택으로 100%가 넘음

 3. 부스운영은 귀 기관의 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4. 기관의 사업이 관람객에게 잘 전달되었습니까?

 5. 부스 운영을 한 것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7.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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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스 설문지 양식03
 6. 이번 오티즘엑스포에 참여하면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공연이 진행되어 소란스러움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힘들어 하심

   - 부스 신청할 때 참여하는 기관이 선택 할 수 있는 안내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면 좋겠다

   - 2020 오티즘엑스포에는 샌드아트 무료체험부스를 많은 내방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작게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3m x 3m c1부스 x 3EA 정도 공간이면 됩니다. 함께 웃는 재단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많은 감사함이 있던 행사였습니다.

   -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매년이 어려우면 2년 또는 4년마다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전시장에 작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없으며, 전시기간이 너무 짧아 많이 아쉽습니다.

   - 조금 시끄러웠다

   - 당사자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당사자 참여를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사의 경우 별도 공연장이 있어야 할듯. 매우 혼잡하고 소음이 발생함

   - 향후 동일한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준비 및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좋은 행사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차, 테이블, 의자 대여료 하향...

   - 수고하셨습니다.

   - 국악 공연이나 콘서트 소음때문에 부스에서 안내 차질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열어주세요.

   -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 홍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냉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부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품도 너무 적었습니다.

   - 강연 장소를 별도로 마련했으면 한다.

   - 자주해주세요

   - 무대 음향이 너무 시끄럽고 정리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돈 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경기권 말고 충청권 밑으로도 모집을 해서 연계 된 행사로 진행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사 대행사 안내 및 지원 미흡

   - 주차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할인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너무 더워서 온도 조절 필요, 부스 번호가 없어서 찾아오기 힘듦

   - 소리 등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 더 필요, 주차료가 너무 비쌉니다.

     참여부스에 혜택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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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스 설문지 결과04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응답기관

구분 예 아니오 총계

인원수 30 1 31

백분율 96.8% 3.2% 100%

구분 예 아니오 기타 총계

인원수 21 9 1 31

백분율 67.8% 29.0% 3.2% 100%

구분 매년 간년(오티즘엑스포와 학술 또는 문화예술행사 교차 시행) 격년 기타 총계

인원수 18 7 6 0 0

백분율 58.0% 22.6% 19.4% 0% 100%

 1. 다음 오티즘엑스포 행사에도 부스 운영에 참여를 원하십니까?

 2019년 8월 23일

 이메일 이용한 자기기입식

 제1회 오티즘엑스포 부스운영기관 총 81곳

 총 31곳

 2. 제1회 오티즘엑스포 부스 참가비는 비영리기관, 교육기관, 영리기관 등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올해 한 부스 당 원가는 50만원이었으며, 비영리기관이 57% 참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다음 행사는 30~50% 정도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도 참가하시겠습니까?

 3. 오티즘엑스포 행사의 적절한 주기는 무엇입니까?

 4. 이번 오티즘엑스포에 참여하면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이틀이 짧음, 기간 연장 원함

   - 공연과 강연이 양쪽으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겹치는 경우 하나를 포기해야되서 아쉬웠다.

   - 기본적인 셋팅(의자, 현수막, 테이블..) 

   - 행사부스가 바로 옆에 있어 소리가 넘 커서 부스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었어요

   - 강연부스도 조금 쾌적한 시설이었으면 합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 발달장애 환우들의 공연과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발달장애 환후 그림작가의 자화상 그려주기 등의 행사는 매우 뜻깊고

     감명깊었습니다. 다음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 인터넷, 기사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발달장애 환우들의 만남이 증가

     될 수 있는, 봉사단체 등의 참여로 오티즘엑스포에서 봉사활동을 장려 및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여 부스별로 짧게라도 소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 판매 목적이 다가 아닌 발달장애인들이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학령기, 성인기 넘어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참여도 늘어났으면 합니다.

   - 비영리기관 및 공적기관이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격년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 부스운영자들의 경우 설명을 해야하는데 “공연”등의 소음으로 설명이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분리운영 필요).

     발달 장애인들도 소음때문에 힘들어 함.

   - 참가 업체가 주력하는 발달장애 대상의 연령별로 부스를 구분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사 전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행사 후 홍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공연장이 실내에 있어 공연장 옆에 위치한 부스는 소음으로 인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특히 난타, 풍물놀이 공연은 내용은 정말 좋았으나, 옆에 위치한 부스 기관 참여자들은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공연장의 위치와 부스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거나, 난타, 풍물놀이 공연은 다른 방식으로 소음을

     최소화 하였으면 합니다.

   - 부스에서 활용할 물품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주차공간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 전시 장소였으면 합니다.

   - 운영기관의 경우, 사전에 부스 배치도를 전달받긴 했는데 현장에서는 부스 배치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어 관심 있는 부스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 내 부스 배치 정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지원되는 행사물품이 보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기본적인 의자나

     책상의 개수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티즘 스쿨과 행사를 같이 하니 듣고 싶었던 강의나 행사를 같이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집중할 수 있게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다음에는 진행했으면 합니다. 1회라 다양한 기회 및 강의를 제공하려 한 점 감사하나 행사 시

     행사에만 집중, 강의시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분배되어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장 실내의 소음이 과하게 컸다. 즉 공연장과 엑스포 행사관의 분리가 필요하다. 

   - 공연 소음이 과함.

   - 부스 운영자들을 위한 휴게실이 필요한거 같습니다(식사장소 등)

   - 부스운영자나 관계자들에 대한 주차권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국의 발달장애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발달장애에 대하여 홍보, 논의, 토론 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부스 단가가 인상이 된다면, 의자나 책상같은 부수적인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보급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 진행될 부산 My Job 진로설계 아카데미 행사에서는

     참가비를 일절 받지 않고, 부스운영에 필요한 의자나 책상, 현수막까지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비록 서울·경기권에서

     진행되어 단가가 다르다고는 하나, 의자와 책상까지 대여해야하고 현장에서 대여할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 부스에 안내문과 쓰레기같은걸 담을 수 있는 큰비닐봉지 한장 같은 약간의 편의성 보완을 건의합니다.

   - 오티즘 스쿨 공간부족

   - 당사자들의 휴식공간과 더불어 기관 실무자, 보호자들의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오랫동안 머물러 엑스포에 참석하였으면 함

   - 행사 안내 및 관람객 안내에 대한 인력 배치, 친절한 마인드 (불친절했다는 의견이 많음)

   - 적은 기관 참가로 참가기관의 다양성 저하. 추후 행사에서는 부스 수량 증대 및 다양한 분야 기관의 참여 독려 필요

   - 부스 참가 기관에 대한 지원필요 (부스당 1일 3병 정도 생수 제공 요망)

   - 휠체어 장애인 및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부스간 간격 확보 및 넓은공간 개최 요망

   - 오티즘 인원들을 위한 진로, 취업 상담 부스 경력관리 지도

   - 의자나 책상같은 부수적인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보급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층이 아닌 1층에서 했으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 같다.

   - 부스 배정, 사전 설치 일정 안내 등 참가업체에 대한 안내공지가 좀 늦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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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음료코너가 너무 부실했어요

   - 주변에 식당 등 식사 해결이 가능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본 시설이 신청했던 공동관의 경우 부대행사장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리가 협소하여 공연팀들의

     대기 및 물품을 보관하는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다양한 컨텐츠(운동, 보드게임 등) 참가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5. 오티즘엑스포 행사에서 부스에 참여할 좋을 기관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발달장애인전문가포럼

   - 일반인이 봉사활동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봉사단체 신청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연구소

   - 발달장애인 신탁,후견인 제도 등 노후와 관련된 부스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 우선 채용 기업 등 

   - 연구 쪽 부스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 사회적기업,소셜벤쳐

   - 영리 목적의 기관보다는 비영리 목적의 당사자를 위한 기관이 참여가 많았으면 함.

 6. 오티즘엑스포 부대행사로 했으면 하는 행사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규모(장소)가 더 컸으면 좋겠다.

   - 발달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권리와 자기주장을 할수있는 해아(피플퍼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발달장애 환우 그림 작가들의 그림 전시 및 자화상 그려주기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체험부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비장애인 대상)

   - 장애인 채용 설명회 및 현장 면접 진행 등

   - 강의 및 토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엑스포에서도 그 범위나 양이 좀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즉석에서 할 수 있는 퀴즈쇼나 보호자와 참가하는 레크레이션을 추천드립니다.

   - 스포츠체험 프로그램(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공연

   - 이 행사를 위해 재능기부 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공연, 관련 영화 상영 등

   - 미술 전시 규모가 좀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셜벤쳐 안정입니다. 2019오티즘엑스포라는 큰 행사는 세아담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한 (주)안정으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덕분에 [안정]의 사회공헌사업인 발달장애인 작가발굴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기간 중 저는 [안정] 부스에 내내 올인하면서 전체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티즘엑스포가 자폐인 가족과

     사회에 미친 파급효과, 그리고 [안정]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 기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간년과 격년에서 고민하다가 격년에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엑스포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준비 관련자 설문지 양식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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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준비 관련자 설문 결과06

 1. 전반적인 오티즘엑스포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공적 지원이 없이 민간이 준비하고 실행한 행사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 전체적인 프로그램, 각종 행사, 세미나, 정보 제공을 위한 부스 운영 등등 전반적으로 손색이 없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자폐성장애를 포함해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를 통해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 성공적인 첫 번째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전 등록 인원과 참여 기관, 밝은 분위기의 공간 연출, 프로그램,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에서 장소가 적절하였다. 그러나 오티즘 스쿨의 현장 사전등록에 대한 홍보 부족 및 

     협소한 공간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참여기관(예, 특수교육 교구 교재 홍보, 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꼭 가보고 싶은 행사라는 생각을 할 만큼 대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엑스포를 처음 개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훌륭한 행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다른 장애유형(척수 등)의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애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유익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아마 앞으로 행사가 몇 번 더 지속되면

     장애계에 남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그리고 매번 엑스포 때마다 장소를 바꾸기 보다는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하는 것도 행사가 빠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국처럼 지방에서도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분간은 여려가지 여건상 어려울 듯한데 그렇다면 장소나 시기 등을 고정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만 참가한 것 같은데 복지부 등과

     상의하여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부모님들과 당사자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 짧은 시간만 관람의 자세로 임해서 많은 평을 드릴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기획 하신 프로그램이나

     참여 그룹(기업, 학회 등) 등의 다양성을 조금씩 고려 했을 때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였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오티즘엑스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약 2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엑스포였음. 개최 준비와 관련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은 함께웃는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임직원 여러분이 너무 고생 많으셨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방문한 모든 이가

     100% 만족할 순 없었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게 대단한 도전이었고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매년 실시 (혹은 격년) 했으면 합니다. 짦은 준비기간, 민간기관으로서의 주최 등

     기적같은 성공이었다.

     1. 부스설치 및 운영을 사전 등록마감하여 성격(장르)별 배치하는 주제관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2. 부스마다 배부하는 대표 브로셔를 오티즘엑스포 홈페이지에 사전 탑재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일단 홍보면에서 충분히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기대했던 것보다 커졌고, 참여율이나 평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티즘엑스포의 행사 목적(①정보제공, ②힐링과 축제의 장, ③인식개선)에 어느정도 부합했습니까?

     ① 정보제공

   - 워낙 다양한 단체와 기관 등이 부스에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각종 세미나와 토크쇼 등을 통해서도

     참여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다소 개선이 필요함.

   - 상담이나 오픈 강연등에 집객 정도를 고려시 효과적이였다고 생각 합니다.

   -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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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

   - 교육, 치료지원의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었고, 사회복지, 부모활동, 당사자 등의 참여는 좋았습니다.

     예술관련 단체들의 홍보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② 힐링과 축제의 장

   - 발달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축제 한마당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발달장애당사자 부모이긴 했지만

     이상우씨 같은 비장애 문화예술인의 참여도 행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은 발달장애 문화예술인과 비장애 문화예술인이 함께 출연하거나 함께 준비하는 힐링과

     축제의 장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매우 부합함

   - 당사자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로 모든 시간이 붐비는 상황을 많이 보았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매우 부합함

   - 개방된 식장(공연장 및 학술세미나장)에서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오디오 출력)

   - 축제로서의 즐거움은 충분했습니다.

     ③ 인식개선

   - 이번에 미술전시회와 공연 등 자폐성장애를 가진 훌륭한 작가와 공연자들의 참여가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부합함.(행사 기간과 맞물려 최근 자폐인에 대한 공익광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인식 개선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간 자폐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해 무관심했던 부분을 엑스포를 통해 다양한 각도로 영향을 미쳐

     인식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특히, 유명 연예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

   - 매우 부합함

   - 부스별 중복성이 많아 주제관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오티즘엑스포 시기와 기간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기 (7월 12일~13일)

   - 무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모든 행사가 시원한 실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히 시기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교는 방학 기간이나, 유치/초/중/고교가 방학기간이 아니며 하루는 평일에 열려 학생 당사자나 부모,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여름이라 좀 더운감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좋았음.

   - 더운 관계로 7,8월은 피해서 진행

   - 적절함

   - 적당했습니다.

     ② 기간 (2일 운영)

   - 공공의 지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준다면 기간 연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행사 초기이고 예산과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 현재의 2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2일은 적절하다. 그러나 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일을 끼고 있는 2일이라 토/일요일의 경우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일단 첫 개최이다 보니 2일 운영은 아주 효율적이었음.

   - 적합함

   - 3일로 확대

   - 적당했습니다

     ③ 장소 (aT센터)

   - 시설, 교통편의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가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및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서울’에 올라가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장소였다고 생각함.

   - 적합함

   - 적당했습니다.

 4. 부스 및 관람객 사전신청과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부스 및 관람객 사전 신청 및 등록은 원활했습니까?

   - 제가 소속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도 부스 신청을 진행했는데 원활히 잘 이뤄졌으며 부스신청 및 재단 이사

     신분으로 사전 신청 및 등록 절차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원활함. 그러나 후반부에 홈페이지 트래픽이 걸려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용량을 크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참가하여 부스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자세가 보였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스는 방문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자료도 거의 없고 심지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차제에는 부스신청을

     받을 때 부스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부스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엑스포 자체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시장은 접근성이나 공간구성은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일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폐친구들 중에

     소음에 예민한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귀를 막고 다니는 몇몇 친구를 봤는데 역시 전시장 특성상 일정부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활함

   - 미리 마감하여 세밀한 검토와 배치를 통해 효과 극대화 필요

   - 온라인 초청장이 있어서 홍보해 드리기가 편했습니다.

     <4-2>. 홈페이지 내용과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이해가 충분했기 때문에 특별히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볼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해당 행사를 알릴 때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안내하니 해당 행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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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내용이나 운영은 깔끔함.

   - 깔끔하고 명확한 내용 전달 위주로 잘 운영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적합함

   - 참가기관 사전 알리미 필요, 행사 종료 후 일정기간 홈페이지 운영 필요

   - 기술적인 한계로 마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4-3>. 기타 홍보에 대한 피드백이나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참가자 수에서도 나타났듯이 그것이 의도된 전략이었던 아니었던 이번 행사의 홍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단 자체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재단이나 이번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홍보활동 (SNS활동, 입소문 등) 등도 큰 힘이 된 것 으로 보이고 워낙 장애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 금번 행사 홍보는 주로 SNS 위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매스미디어 광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홍보영상 등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일부만이 엑스포 개최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효율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듯 보였습니다.

   - 제 동생과 매제가 선생님이고 모두 학교에 자폐학생이 몇 명 있어서 혹시 부모님이 엑스포에 대해서

     아시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다음에는

     중앙의 일간지나 공중파를 통한 홍보나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파급력이 높은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음.

     SNS 및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유효했음. 향후, 공익광고 형식의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나 유명 인터넷포털을 통한

     배너 홍보도 효과적일 것 같음.

   - 올해의 효과나 성과를 잘 분석해 내년 홍보에 활용

   - 필터링을 통해 우수기관 사전 부스신청 배정필요, 정부지원기관(발달장애지원중앙센터; 고용개발원 등) 한 군데 배치

   - 엑스포 준비를 위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이나

     서울의 주요기관에는 행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곳도 많았습니다. 연예기획사 등을 통해 홍보영상도 제작했지만

     TV 등 정규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홍보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홍보에 있어서도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관심 대상이 많은 지부에는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홍보에는 이점을 보완하여 지방 지부나 지방 소재

     장애인복지관이나 소규모 단체 중심으로 직접적인 홍보가 행해지면 효과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 유명인들의 홍보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홍보도 다음해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오티즘엑스포 행사의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주세요.

     <5-1>.전체 배치 (양쪽 끝에 행사장(강연장, 무대)과 가운데의 부스 배치)

   - 한편으론 행사장을 가운데로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엑스포의 중심은 역시

     다양한 참여자들의 부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스가 가운데 배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연장과 무대를 끝에 배치한 것은 적절했음.

   - 적당함

   - 배치보다 소음 차단 방안 검토 필요

   - 강연장은 좀 좁았고, 무대는 조금 소란했습니다. 장소는 무난했습니다.

     <5-2>. 부스들의 배열

   - 현장에 가보니 테마별로 일렬 또는 군집으로 배치하는 컨셉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은 좀 더

     빠르게 눈치 챘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장애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장애인 관람객들에게는

     이런 배치 의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관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부스의 색에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부스 참여기관들을 분류하여 색으로 범주화 한다면,

     색을 보고 찾아가면 관심있는 기관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음.

   - 배열은 좋았으나 부스 간 공간이 협소해 사람이 많이 모일 시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적당함

   - 주제관 배치필요(교육; 예술; 진로; 직업 등)

   - 예상과 달리 방문자 수가 많다보니 행사 장소와 통행로가 매우 협소해 보였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관심 있는 기관의

     부스에 머물며 직접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후 행사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와

     더불어 각 부스에서도 필요한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스별 상담창구 공간을 별도 배치하면 어떨까요?

   - 구조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개발원이나 서울시 등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몇몇 부스들이 간혹 혼잡하거나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있었으나 배치 자체를 조절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5-3>. 강연장 구조, 위치, 물리적 환경

   - 세미나가 진행됐던 강연장이 다소 구석으로 몰려있어 접근성이나 개방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강연장이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해 있으나,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아 지나치기 쉬워 아쉬웠으며, 첫 날 강연에서

     불필요한 책상이 배치되어 수강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 많이 아쉬웠음.

   - 강연장의 구조나 위치는 양호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아쉬웠음. 또한, 너무 어둡고,

     냉방시설이 부족해 많이 더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음.

   - 적당함

   - 집중도 고려

   - 조금 더 큰 규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와 강연 준비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연자들에게 강연 전에

     환경을 미리 확인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4>. 전시장, 무대의 구조, 위치 등 물리적 환경

   - 적절함

   - 집중도 고려

   - 조금 산만했지만 즐겁고 좋았습니다.

     <5-5>. 동선

   - 이동 경로의 폭도 넓고 괜찮았습니다.

   - 적절함

   - 좋음

   - 직선구도와 곡선구도의 혼합 배치

   - 많은 부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좁거나 동선이 꼬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5-6>. 소음

   - 문제 없었습니다.

   - 아트페스티벌의 경우 큰 소리가 나는 악기나 음악의 경우 소리를 조절하여 낮출 필요가 있음.

   - 강연 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소음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강사의 음성이 전달되는데 제한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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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없음

   - 적극적 검토 필요

   - 소란스러웠습니다.

 6. 부대행사는 어떠했습니까?

     <6-1>. 오티즘스쿨의 강연내용 및 강사

   - 좋았음

   - 아주 좋았음

   - 전시관과 별도 강의실 섭외를 통해 전문가 포럼개최 필요

   - 강연자들의 개인역량에 따라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2>. 오티즘 아트페스티벌(가족음악회, 재능발표회 등)의 구성 및 내용

   - 좋았음

   - 당사자들이 출연해 좋았음

   - 어린이 사생대회 또는 현장 삼행시 공모를 통한 사후 시상 및 인식개선 활용

   - 너무 멋지고 좋았습니다.

     <6-3>. 1:1 상담실 구성 및 내용

   - 적절함

   - 발달장애 교육 및 복지지원기관 일람표 제공

 7. 편의시설(심리안정실, 휴식공간, 만남의 광장, 푸드트럭 등)은 어떠했습니까?

   -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 심리안정실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었는지 잘 모르겠음(다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이 듬). 

     만남의 광장이 불필요하게 넓지 않아 좋았으나 다소 의자가 부족할때도 있어, 여분의 의자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방문한 내원객들이 이용 가능한 먹거리(식당, 푸드 트럭)이 너무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음.

   - 적절함

   - 휴식공간 확대; 음료서비스 확대

   - 심리안정실이 좋았고, 만남의 광장도 역할을 잘 했습니다. 푸드트럭음식이 맛있어서 몇 번 사 먹었습니다.

 8. 인력의 운영(자원봉사원 및 운영요원)은 원활했습니까?

   - 행사장 밖의 안전요원(양복입은 사람들 말고 조끼 착용했던 유급 요원들) 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수의 안전요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교육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 오티즘스쿨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그 외의 인력 운영은

     원활했던 것으로 보임.

   - 원활했음

   - 진행 도우미와 부스운영 도우미 단체복 디자인 차별화. 양재시민의 숲 전철역과 aT 센터 앞 도우미 배치 부족

 9. 내년 오티즘엑스포 개최 시 참여를 독려할만한 기관, 강연, 공연이 있으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스참가기관

   - 특수교육 관련 교구, 치료도구 등

   - 발달장애와 관련된 3개 부처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참여가 필요함.

   - 자폐인들의 감각자극에 도움이 되는 생활용품이나 도서, 기타 장애특성에 적절한 공간 구성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상업 업체의 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스누젤렌실이나 센서리룸이 너무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특수학교 (밀알학교, 육영하교, 정애학교)

   - 실비 음료서비스 제공 확대

     ② 강연 주제 및 강연자

   - 자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기반의 검증된 중재 소개(예, PECS, 파워카드, 상황이야기 등)

   - 히가시다 나오키 (나는 왜 팔짝 팔작 뛸까?)

   - 외국 국가별 강연자 초청(1-2개국)

   -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

     ③ 공연 주제 및 공연단체

   - 빈 공연장에 관련 유투브 연속 방영

   - 찾아가는 재즈 스토리 콘서트 "자폐시인 앤드류"의 음악이야기

 10. 다음 오티즘엑스포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체험 또는 부대행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주최측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중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또는 부모단체 중

     이번 행사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관하다보니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참여와 관심이 다소

     떨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자폐성장애인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 성격을 가진 이 행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모단체 두 곳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행사의

     빛이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내년에도 이 행사를 다시 진행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두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Autism Expo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더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 행사를 준비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함께웃는재단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 2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부스/체험은 동일하나 부대 행사(강연, 아트페스티벌)는 달라 관심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2일

     모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아트페스티벌의 경우,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다양한 능력을 많이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더라도, 강연의 경우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2일 반복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행사에 왔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매우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여 다음 행사를 위해 보다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엑스포를 통해 수혜를 받게 되는 타겟(당사자, 가족, 관련 전문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홍보를 미리해서 지방에서도 참여할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 인식개선을 위한 특정 연령층(초등학생 등 단체) 초청 행사를 기획하였으면 함

   - 행사장을 직접 다녀 온 지역의 부모들은 이번 행사에 대한 깊은 감동도 받고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인들도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첨부하신 파일을 보니 항목별 답변은 어려운 것 같고요.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한두가지 말씀드리자면 전시장이라는

     특성상 소음이 불가피하겠습니 다만 소리에 민감한 자폐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시각, 당사자 중심의 행사가 점차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푸드트럭을 선정할 때

     냄새가 적은 아이템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굽고 튀기는 종류라 실내공간에 음식냄새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7. 피드백

AUTISM EXPO



161160

SNS 평가07

 이옥주 드림위드 앙상블 대표

   지난 2월 초 아시아 최초로 기획하고 있는 오티즘엑스포 공연팀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준비모임을 다녀온 날이 기억난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위원, 주최측 단체 관계자, 그리고 기획사가 함께 한 첫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지.

   사전정보없이 듣다보니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닌거다. 이런 큰 행사를 정부주최가 아닌 한 민간재단이 사랑협회와 함께

   주도한다니..아무나 시도하기 힘든... 그 시도 자체로도 놀랄 일이었다. 작년부터 이 오티즘엑스포 개최를 위해

   영국오티즘쇼에도 다녀오는 등 주최측은 그동안 빅픽쳐를 만들어놓고 치밀하게 하나씩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하니

   우리는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력하기만 하면 될 듯 했다. 나는 공연팀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개막식 축하공연과 가족음악회 팀구성에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네트웍을 이용해 프로그램 구성을 함께 했다.

   다른 분들 역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몇 달 각자 총력을 다해 깃발들고 앞장서 일하는

   #함께웃는재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도왔다고 생각한다.

   그 뒤로 지난 주 금.토 양일간 오티즘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루기까지 많은 분들의 조력이 있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안모이면 어쩌지..부터 장소확보 해놓은 부스도 다 안찰까봐 백방으로

   영업하러 다니던 일까지 주최측의 노고는 당사자 아니면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우려도 많았던 1회 오티즘엑스포는

   기대이상 상상 초월한 많은 진기록들을 남기고 안전하게 끝났다. 첫 회임에도 이만한 성과를 냈다는 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많은 분들이 다음을 기약하고 기다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 오티즘엑스포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은 #조아라 사무총장님. 안쓰러울정도로 많은걸

   감당하셨지만 외유내강의 표본이신 듯 또 많은걸 이뤄내신 분이기도 하다. 하트 백만개 공개적으로 날려드림♡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지난 12일, 13일에 열린 오티즘엑스포. 세상에 장애인 관련 행사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한 분야가 있었던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당사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야말로 피끓는 가열찬 투쟁을 외쳤던

   그곳에서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2019년 7월 오티즘엑스포에서도 가슴 벅차게 박히어 왔다. 이같은 나의 감동은

   이번 오티즘엑스포에 참가한 어느 부모님께서 남기신 소감과 다름 아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편했다.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아무렇게나 주저앉아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아이를 단도리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너무 좋다. 모두들 우리처럼 아이들 손 잡고 다니는 모습이

   유쾌하고 즐겁다. 나의 아이들과 같은 부모님을 보고 느끼고, 또 다짐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었다.

   부모로서 꾸준하기 위한 동기부여~”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스케치했던 지난 오티즘엑스포.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과 소통을 한다.

   카메라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그 인연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 찍어서 좋아하고 찍혀서 웃음 짓는다.

   찍어서 행복하고 찍혀서 감사하다. 찍어서 인연을 맺고 찍혀서 사랑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를 만지작거린다.

 이규재(김은정 박사)

   모두가 함께하며 나눈 시간들이 단단한 디딤돌이 될것을 믿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큰 그림을 한 필로 휙! 실현해주신

   조아라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서 외유내강의 모법답안이심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다보면 꼭! 이루어지리라 희망해 봅니다.

 정은미 세아담 대표

   오티즘엑스포가 동기가 되어 [안정], 베터베이직은 '발달장애인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패션 의류' 미션을 수행하는 장애인 가족인 베터베이직이 작가들과 만남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님과 만날 기회가 많은 [안정]이

   진행하는 세아담 프로젝트의 사회공헌기부로 함께 진행 합니다.

   오티즘스쿨 생애포트폴리오 전문가강연 후기

   이미 우리는 빅데이터에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 세계 최강 IT강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소한 주제의 검색

   만으로도 이미 손바닥위에서도 빅데이터가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시대에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수도 없이 말해야 하며 그것마저도 언젠가는 할 수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조차도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와있는 기술력으로 이런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2019년을 사는 현대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오티즘엑스포 첫날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치료와 지원, 정보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곳.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재능을

   확인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갤러리에 전시된 미술작품들, 감동적인 쇼팽 연주, 피아노 자작곡 연주, 열정적인

   난타연주... 재능과 열정에 감탄하고 울컥했습니다. 부스로 인터뷰 하러오신 분께 말했습니다. 장애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 특성에 맞춰 환경을 바꿔주면 할 수 있다고요.

   #베어베터 부스는 발달장애인의 일하는 일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시가 구성되었습니다. 업무 체험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장애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송입니다. 그래서 VR활용한 배송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VR교육은 일반화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되어 실제 상황과 좀더 연결이 잘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비장애관리자, 교육자들이 체험해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VR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실수 있을 것 같아요. 쿠키포장 체험도 있습니다. 비닐포장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 입니다. 오늘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내일은 대상에 따라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두 체험을 하시려면 약간의 기부금을 내야합니다. 모두 자폐인사랑협회의 직업재능개발센터에 기부됩니다.^^

   #함께웃는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자폐인이 자유로운, 따뜻한 행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KASEC(한미특수교육원)

  Autism Expo Day 2

  이틀간 총 20,000명이 참가하여 과연 아시아 최초 그리고 최고의 행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있는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신 #함께웃는재단 (조아라 사무총장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님)그리고 함께 준비하신 부모님들의 수고에

  큰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둘째날에는 그림과 음악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애인들의 모임과 단체들로부터

  우리 센터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부스들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부스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몇년동안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정부차원은     

  물론 기타 비영리 재단과 사설 단체들의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겪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애 복지는 다른 면이 많아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발달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복지 시스템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자인 한인들이 access 하고 충분히 활용하기엔 너무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돕는다면 우리 한인 발달장애학생들도 자기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일들을 찾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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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08 자원봉사자 감상문(이대부고)09

 권*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어

   적응시키려고 해도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면 놀림 받거나 더 적응하기 어려워지기도 하며, 그냥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물건을 구경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나 신체의 생김새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눈치채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보듯 구경하고 눈치를 본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식수준이 매우 낮음을 드러내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보편화가 덜 진행됨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지적장애인들은 스스로를 더욱 숨기려하고 더욱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며

   그 보호자들 조차도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실상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엑스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부스를 통해 장애 치료 및 완화에 대한 전망이 밝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 치료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음악, 미술 치료를 시작하여 뇌파를 이용한 치료, 신경전달물질

   분비 조절을 이용한 치료, 치료 연구를 위한 실험동물 종 개발 등등이 있었다. 치료 방법을 홍보하는 부스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캠페인, 행사 등이 진행되어 더욱 엑스포를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내가 봉사한 곳은 스누젤렌관이다.

   이 또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어두운 방 속에서 빛을 이용하여 시각적 감각을 자극시키고, 여러 촉각, 청각 등을

   자극함으로서 진정과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잔뜩 흥분하여 스누젤렌관 안으로

   뛰어들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방석위 에 앉아서 광섬유와 미러 볼에 반사되어 별처럼 보이는 빛들을 가만히 보면서

   순식간에 굉장히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보호자 분들께서도 한숨 돌리며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

   봉사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보호자 분들에 대한 것이었다.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이 엑스포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것 만 같았다. 하루하루 치료법을 찾아보며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신 걸까. 이번 봉사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해 연민이 느껴졌고 앞으로 장애인이 아닌 나의 친구로서,

   나의 이웃으로서 장애인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훗날 내가 의학 관련 직업을 갖게 된다면

   지적 장애 환자가 오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정말 뿌듯했던 봉사였고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연*인

   봉사시작 전 담당선생님께서 이번 박람회가 아시아최초로 열리는 큰 박람회라고 말씀해주셔서 봉사시작 전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한 만큼 아주 뜻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체험부스의 스텝으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블록 쌓기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고, 이번 박람회를 보러온 아이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아서

   봉사하면서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김*섭

   이번 제1회 오티즘 엑스포에서 VR시뮬레이터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정말 뿌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번 오티즘 엑스포에서는 몸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VR시뮬레이터라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기뻐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 진로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진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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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

   오티즘 엑스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엑스포는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상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미래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오티즘 전문

   박람회이다. 나는 이 엑스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돕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시작할 때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다. 자리도 구석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초반에는 한가로웠지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게 되면서 바빠졌다. 신청자가 다른 상담자와

   겹치지 않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했다.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신청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나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맡은 일은 구체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계획하고 스케줄을 짜서 일정을

   관리하고 현장 신청서 작성 및 무엇을 하는 코너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다. 치료 및 재활, 행동수정, 직업 및 자립,

   법률, 4가지 분야별로 4개의 상담실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사전예약 신청자 및 현장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진행하였다. 상담자가 많으므로 상담이 제 시간에 끝나고 다음 신청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김*재

   오티즘 엑스포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퍼즐 체험과 상담실 등의 부스에서 대학생 봉사자 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했는데

   장애인 분들이 너무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부스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체험에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할 때 보호자분들이 도움을 거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보다

   혼자서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상담 부스에서 발달 장애 가족 분들의 절박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확실히 다른 부스들과 달리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상담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표정에서 볼 수 있었다. 따로 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찾을 경우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다. 이번 오티즘 엑스포를 국가의 지원 없이 개최하였다는 말이 놀라웠다.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제공과 체험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존경스러웠고, 이곳에 이틀 동안 2만 여명이 방문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힘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니 이런 행사가 우리나라에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민

   처음열리는 오티즘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봉사를 하면서 발달지연, 자폐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전에는 발달지연,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봉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달지연이나 자폐가

   있고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엑스포가 아시아 최초라는 것에 놀랐다.    

   앞으로 이런 엑스포나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경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는 봉사는 처음이었다. 그랬기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다른 사람들을 직접 돕는다는 것에

   기대가 반이었다. 또,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그들에게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보람과 함께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모습이 좋았고, 웃는 모습, 클레이로 만든 것을 자랑하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당찬 목소리가 좋았다.

   이번 봉사는 클레이를 가져다주고, 몇 마디 말을 나누는 것뿐이었지만,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봉사를 해보고 싶다.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앞으로 오티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길 바란다.

 김*아

   평소 접해본 적 없는 치료법인 스누젤렌(스노젤렌) 치료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 청각적 자극과

   촉각적 자극 그리고 광섬유와 조명을 이용한 시각적 자극을 이용해서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스누젤렌이며,

   그 방에 있는 동안 나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 혹은 동반자에게 말썽을 부리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도 스누젤렌 실에서 있으면서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스누젤렌 치료법은

   아직 가격의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고 듣고, 스누젤렌 치료법의 상용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노력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작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박*철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오티즘엑스포 자원봉사에서 VR 부스를 운영하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렵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자원 봉사를 통해

   도울 수 있어 기뻤다. 이번 기회를 통해 책임감을 발휘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협동하며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관사 총평10

 주관사 총 평가

전체적인

평가

 1. 정보제공

     -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편중되어 있어서 주제별, 성격별로 다양한 기관 참여가 필요해보였음.

     - 취업, 병원, 교구 및 출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관이 부족했음. (치료 쪽 성격의 부스가 대부분을 차지)

     - 생애주기별로 부스를 배치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함.

 2. 힐링과 축제의 장

     - 무대 공연은 200% 달성이라고 할 만큼 화려한 무대와 풍성한 볼거리가 있었으며, 관람객들의 반응과

     호응도 뜨거웠음.

 3. 인식개선

     - 자원봉사자 소감문, 인터뷰 영상, 통계자료 등을 참고해보면 지속적으로 오티즘엑스포가 개최되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 이번 행사를 통해 자폐와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자,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들이 자폐에 대한 인식들이 환기되고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4. 공간구성

     - 소음 : 부스마다 밀집되어 있어서 부스 간의 소음발생이 다수 있었으며, 무대 음향이 커서 강의를 진행하는

             오티즘스쿨 강의 집중도가 살짝 떨어졌음. (강연장 별도의 장소 고려가 필요)

     - 동선 : 무대 및 강연장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필요하며, 부스마다 번호가 없어서 원하는 부스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다수 있었음.

     - aT센터 시설 :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행사장까지 오는데 교통편은 좋았으나 주차비가 비싼 편이었음.

                       에어컨이 5시 이후로 작동하지 않아서 덥다고 호소하는 관람객 및 관계자들이 있었음

                       (건물 자체에 냉방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음), 쉴 수 있는 공간 및 근처 식당가 부족하였음

                       (푸드트럭은 간식용 음식이 대부분이여서 식사로 끼니를 때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시기 : 6월 중순 또는 7월 첫 주로 날짜를 고려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함,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박람회 일정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함, 행사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점이 어려워서 방학시즌 때 미리 모집을 하여 섭외해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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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시]

 1. 주제관

     - 주제관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고려하여 부스형태 및 내부 월 디자인에 신경써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부스 내부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들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역동적인 체험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함.

     - 기념품이 인기가 많아서 체험 및 이벤트 코너에서 관람객의 참여가 많았음.

     (볼펜이 인기가 많았으며, 에코백도 리플렛이나 기념품을 넣고 다니는데 활용도 좋았음)

 2. 정책홍보관

     -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부스 형태가 눈길을 끌어서 관람객들에게 기대를 가지게 함.

     - 부스 운영에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해보임.

 3. 멀티센서리존

     -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원을 받을 만한 기업을 미리 발굴 하고 접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일반부스

     - 각 부스마다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여 반응이 좋았음.

     (팔찌 만들기, 비누 만들기, 게임 및 체험존 등으로 활용하여 풍성한 기념품과 선물들을 준비해 옴)

     - 부스를 2개씩 신청한 곳은 ㄱ자 또는 ㄷ자 모양으로 독특한 부스형태를 구성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부스

     내부에 그림 및 생산품 등으로 전시를 하거나, 기관 캐릭터를 활용하여 부스마다 개성을 드러낸 곳이

     많았음.  

     - 도자기, 문구류, 비누, 악세사리, 책 등 판매하는 곳이 많았음

분야별

[부대행사]

 1. 정책설명회

     -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오전부터 강의를 듣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음.

 2. 1대1 상담실

     - 사전신청 및 현장신청으로 많은 이들이 상담에 참여하였으나, 비워있는 상담시간대는 미리 알림 및

     현장신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보임. (사전신청 이외에 현장신청도 받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음)

 3. 오티즘 스쿨

     - 강의를 일어나서 듣거나, 바닥에 앉아서 듣는 관람객이 많았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서 넓은 장소 및

     넉넉한 의자 개수가 필요하였음.

     - 별도의 강의 장소를 고려해야하여 소음으로부터 차단 및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강의자료(영상)는 사전에 받아서 현장에서 리허설이 필요해보임.

     (현장에서 자료가 잘 안보이거나, 소리가 간혹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음)

     - 국제적인 행사로 강의자를 초빙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4. 오티즘 아트페스티벌

     - 무대에서 이루어진 공연 및 북토크 반응도 좋고,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하여 사람이 지속적으로 붐볐음.

     - 공연의 경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텀을 넉넉하게 두고 스케줄을 구성하는 중요함.

     (무대행사마다 1시간 정도의 간격이 필요함)

     - 풍물단, 난타 공연의 경우, 소리가 너무 커서 무대음향을 전체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5. 오티즘 메이커스

     - 클레이나 블록 말고도 다양한 체험존을 고려해보는 것 필요함. ex) 토이즈빌

 6. 오티즘 세이프티

     - 승강기 VR체험이 제일 좋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썰렁했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나, 체험존으로는

     잘 활용된 편임.

 7. 대형퍼즐

     - 포토존으로 활용되기에는 공간이 심심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조성됨.

     - 각각의 퍼즐이 너무 크고 흥미가 떨어져 보임.

     - 포토존으로 운영될 만한 화려하고 재밌는 디자인과 퍼즐의 크기 및 모양의 다양성을 두는 것이

     필요함.

분야별

[휴식공간]

 1. 심신안정실

     -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었음)

     - 상담 및 회의하는 장소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재가 필요함.

     - 숲, 바다, 하늘같은 따뜻하고 편안한 벽면 이미지 및 색감으로 안정적을 주는 것이 필요함.

 2. 만남의 광장

     - 광장에서 쉬어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 잘 활용됨.

 3. 휴게공간

     - 공간이 넉넉하고 자유롭게 잘 활용되었고,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무대공연을 즐기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음.

 4. 푸드트럭

     - 외주를 두고 수수료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꼬챙이같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닭꼬치류는 메뉴에서 제외해야함. 

     - 음료(커피, 에이드)의 경우,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고 판매량이 높았음.

분야별

[기타

 편의시설]

 1. 종합안내소

     -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주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함.

     - 꽤 많은 분실물이 발생하여 물품보관소 이용 권유할 수 있도록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2. 의무실

     - 2명 응급구조사 및 응급차 등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대비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러웠음.

이외

피드백

 사전신청은 이틀 전 또는 일주일전에 마감 필요함. (하루 전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면 명단 취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설문지 작성 거부하는 이들이 발생하였음)

 무대 참가자들은 공연 및 리허설이 점심시간과 겹쳐서 시간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 

 대기장소가(무대참가팀 및 사회자, 내빈 등) 꼭 필요함으로 회의실 예약 및  공간 활용이 필요함.

 계약단계에서 미리 경비 및 관리, 인터넷(와이파이) 확인 필요함.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7.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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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대      상

지원방법

모집 분야
및 규모

 접수기간 : 1차 _ 2019. 3. 31까지 / 2차 _ 2019. 5. 31까지

 심사 및 선정 : 각 차수 별 접수 완료 후 2주 이내 심사 후 선정, 홈페이지 게시

 발달장애를 지원하거나 발달장애 관련 단체·기관·시설, 공공기관, 기업 등

 기타 오티즘 엑스포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및 단체 등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참가 신청 안내 및 방법

 발달장애 관련 주제, 활동, 생애주기 등을 고려 주제관 구분 및 모집 운영

부스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및 참가규정01

01 모집개요 02 선정 기관 제공사항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단체·협회 및 연구기관 교육·의료 및 재활

출판 및 교구 인권 직업 및 고용

참가비
납부 구 분 참가비용(VAT면제)

공공기관, 일반기업 및 병원 등 (3x3 Size 당) 700,000원

치료센터, 교육기관 및 사회적기업 (3x3 Size 당) 400,000원

비영리단체 및 법인 (3x3 Size 당) 300,000원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시 200,000원)

공동관 100,000원

참가비 납부
결제은행    국민은행       예금주    함께웃는재단

계좌번호    806401-00-048632

부스모집 및 심사

STEP 1

계약금 납부

STEP 2

잔금 납부·필수 서류 제출

STEP 3
제1회 오티즘엑스포 개막

2019.07.12 ~ 13

•1차 : 2019.03.31까지

•2차 : 2019.05.31까지

•심사 후 선정 통보

•참가비는 기업/기관명으로 입금하시되, 개인명의로 입금할 경우 사무국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참가비 완납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공동관의 경우 상품을 공동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별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선정일로

   부터 15일

   이내 납부

•2019.06.15까지

* 참가비 완납은 신청일 관계 없이 2018.06.10(월)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 접수

함께웃는재단 이메일 : stf@smiletogether.or.kr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 접수

함께웃는재단 팩스 : 070-4032-0870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부스규격 및 제공 내역

추가 옵션 신청 사항(필요시 신청/VAT 포함)

*붙임 1. 부스 운영 규정 전문

•모든 비용은 2019.07.12(금)~13(토) 2일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조립부스 제공사항

부스공간 3m X 3m

상호간판 국 / 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 부착

바닥처리 파이텍스 마감(지정색)

제공비품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 콘센트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 당 1조 제공

조명 조명등, 형광등

전기 1kw / 추가이용은 사전 신청 및 비용 별도

구분 신청단위 단가 비고

전기 Kw 50,000원 1kw/부스 무료 제공, 독립부스 필수 신청

전화 대 50,000원
현장추가불가, 전시기간 사용료 및 공사비 포함

인터넷 회선 100,000원

의자 개 15,000원

콘센트 개 15,000원

 제 1 조 _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엑스포’라 함은 (주)서플러스글로벌이 주최하고 함께웃는재단이 주관하는 오티즘엑스포를 말한다.

   3. ‘주최기관’라 함은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304 소재 (주)서플러스글로벌을 말한다.

   4. ‘주관기관’라 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소재 함께웃는재단을 말한다.

 제 2 조 _ 참가신청

   1. 엑스포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제작한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참가비의 50%)을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참가 내용이 엑스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부스참가기관의 참가수에 따라 주관기관이 오티즘엑스포 취지에 맞는 부스를 심사·선정하여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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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_ 전시면적 배정

   1.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순서와 프로그램 내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자 별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엑스포 장치 설치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기관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_ 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엑스포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_ 참가비의 납입

   1. 참가자는 참가비 중 계약금 50%를 선정 후 15일(선정일 기준)이내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19년 6월 10일(월) 이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단, 할인혜택 적용을 위한 납부기한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할인혜택 납부기한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자의 할인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전신청 시 할인혜택적용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만 적용되며 오티즘 엑스포 사전 신청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지정한다.

   3. 참가자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참가비 납입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진행 한다.

 제 6 조 _ 해약

   1.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참가비 완납 이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관기관이 엑스포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엑스포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자는 주관기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_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_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기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_ 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관기관은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기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0 조 _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_ 보충규정

   1.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_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기관과 참가기관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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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참가 신청서 *붙임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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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02

포스터(국문) 포스터(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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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팔찌(10,000매)

초대장(700매)

초대권 겉지(700매 / 서플러스글로벌 : 400매, 함께웃는재단 : 3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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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내지(700매 / 서플러스글로벌 : 400매, 함께웃는재단 : 300매) 리플렛 겉지 / 내지(6,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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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표지 / 내지

부스 현수막

유니폼

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8. 부록

AUTISM EXPO



185184

함께웃는재단 주제관 월 이미지 제작물

01 02

03

06

04

0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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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제관 월 이미지 제작물

01 02

03

06

04

0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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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관 보건복지부 월 이미지 제작물

01 02

03

06

04

0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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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관 지문나무 배너(주제관 이벤트 배너 / 일정표 배너)

오티즘메이커스 만족도 조사 게시판

에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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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강연 영상 축사영상03 04

 함께웃는재단 유튜브 채널, 오티즘엑스포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bdhMBN56g3erzJMNW-mdYA

   - https://www.youtube.com/channel/UCGaC5kaIafmG0U2VZGOcGdw

  오티즘엑스포 유튜브 채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GaC5kaIafmG0U2VZGOcGdw

   - https://www.youtube.com/watch?v=ryetPWV2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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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오티즘엑스포 백서 8. 부록

 축사 영상 리스트 * 국회의원은 가나다 순 기재

연번 성명 소속

1 박원순 서울시장

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3 오   준 前 UN대사 /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4 은수미 성남시장

5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6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7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8 김병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9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0 김세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11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2 나경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13 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4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15 송영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6 오제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7 이석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8 이언주 국회의원 (무소속)

19 전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 주호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오티즘엑스포 로고송05
 작곡 : 멜로디어스 배재우 PD 재능기부

 작사 : 이은주 재능기부

 가사 : 함께 가요. 함께 가요. 하나 된 세상 (예예예) 나의 꿈, 미래는 멀지 않아요. (당신과 가까이 있죠)

           우리가 다른 별에 살고 있나요. (노노노) 함께해요. 함께해요. 모두의 세상 (예예예)

           조금은 낯선 첫 만남은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 두 손잡고 함께 걸어요. 오티즘엑스포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봐요. 이 눈부신 세상에, 두 손잡고 함께 걸어요. 오티즘엑스포

AUTISM EXPO



 김은정 컬럼니스트

 드림위드 앙상블 이옥주 대표

 한국자폐학회 서동수 회장

 분당서울대병원 유희정 교수

 SM엔터테인먼트 이예지 PD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임신화 대표

 로고송 제작

   작곡 - 멜로디어스 배재우 PD

   작사 - 이은주

   섭외 - 소행성 B612 최덕훈 대표

 홍보대사 김미화

 아나운서 김지연, 한석준

 찬조공연 가수 이상우

               아카펠라그룹 두왑사운즈

 자문위원회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 이효성 지사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

   성분도복지관 김재홍 사무국장

 준비위원회

   함께웃는재단 권오형 이사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심석순 교수

   굿컴퍼니 김선형 대표

   도닥임아동발달센터 이경아 센터장

   새솔아동발달지원센터 고영숙 센터장

   (주)애브크리 김대석 대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남영 위원

 이대부고 권인숙 교사

 단국대 특수교육과 신현기 교수

 원광대 특수교육과 강경숙 교수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장혜림 교수

 함께웃는재단 조아라 사무총장, 차세영 센터장, 신예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박정숙 부장, 한대경

오티즘엑스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획·글          함께웃는재단

사진·디자인    비아이스트라

자원봉사모집 도움을 주신 분들

행사운영

그 외 제1회 오티즘엑스포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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