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코드
S110

직종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예시직업

자격요건

고용추천기관 등

ㆍ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ㆍ기업의 회장
ㆍ부회장

1120

기업고임위원

ㆍ대표이사
ㆍ사장
ㆍ부사장
ㆍ총무 및 인사 관리자
ㆍ기획ㆍ홍보 및 광고관리자

1202

경영지원 관리자

ㆍ재무관리자
ㆍ자재 및 구매관리자
ㆍ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ㆍ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1312

교육 관리자

ㆍ유치원 원장 및 원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1320

1340

보험 및 금융 관리자

문화ㆍ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ㆍ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ㆍ관련 법령에 정한 교사 등의 자격 및 경
력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

ㆍ보험 관리자

된 자
ㆍ석사 이상

ㆍ금융위원회(은행업:은

ㆍ금융 관리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행과, 보험업:보험과,

(*도입불가: 대부 관련업체)
ㆍ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ㆍ경력 5년 이상

투자증권:자본시장과)

ㆍ디자인 관련 관리자

ㆍ석사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영상관련 관리자 [신문사, 방송사 및 영화사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운영부서 관리자(TV 편성국장,

ㆍ경력 5년 이상

한함

라디오방송운영자, 신문사편집국장 등)]
ㆍ하드웨어회사 관리자
ㆍ하드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ㆍ소프트웨어회사 관리자
1350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ㆍ소프트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ㆍ정보처리회사 관리자
ㆍ정보 운영부서 관리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1390

기타 전문서비스관리자

ㆍ통신회사 영업부서 관리자
ㆍ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ㆍ석사 이상

ㆍ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서비스 관리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1411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

ㆍ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ㆍ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ㆍ식품 공장장
ㆍ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ㆍ식품 생산공정 관리자
ㆍ섬유ㆍ의복 공장장
ㆍ섬유ㆍ의복 생산공정 관리자
ㆍ섬유ㆍ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ㆍ화학제품 공장장
ㆍ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ㆍ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1413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ㆍ금속제품 공장장
ㆍ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ㆍ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ㆍ기계제품 공장장
ㆍ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ㆍ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ㆍ전기제품 공장장
ㆍ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ㆍ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ㆍU턴 기업의 생산관리자

ㆍ경력 5년 이상
ㆍ석사 이상

ㆍ건설업 건설부서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관리자[국토해양부장관(

ㆍ경력 5년 이상
ㆍ석사 이상

기술정책과)]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U턴 기업특례
(U턴 기업 자격요건) 해외에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등

흥공단) : 중소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고시하는

ㆍ식품분야 :

국내복귀기업 (U턴 기업 생산관리자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

자격요건) U턴 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업정책과)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학위가 없는

ㆍU턴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생산관리자(필수)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

있는 수상경력이나 관련 언론보도 또는

TRA)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과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5%~1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 산정*
ㆍ농림기업 관리자 :

1490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ㆍ농립기업 관리자
ㆍ어업기업 관리자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
영인력과)
ㆍ어업기업 관리자: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
업과)

ㆍ영업 관련 관리자
1511

1512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ㆍ판매 관련 관리자
ㆍ무역관련 관리자
*도입불가 : 영업소장 등
ㆍ선박회사 관리자

ㆍ석사 이상

ㆍIT분야 :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

ㆍ경력 5년 이상

RA)

ㆍ석사 이상

ㆍ선박관리업체 또는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선박관리전문가 특례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ㆍ선박운송부서 관리자
ㆍ항공회사 관리자
ㆍ항공운송부서 관리자
ㆍ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 전문가
ㆍ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 전문가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선박운송업체의

경력 5년 이상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책과)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최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ㆍ호텔 관리자
ㆍ호텔 총지배인
ㆍ카지노 관리자
1521

숙박ㆍ여행ㆍ오락 및

ㆍ여행업체 관리자(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스포츠관련 관리자

ㆍ관광레저사업처 관리자(종합유원 시설업,
콘도미니엄업)

ㆍ여행업체 관리자(필수)
ㆍ석사 이상

및 관광레저사업체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관리자(필수) :

ㆍ경력 5년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
광산업과)

ㆍ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골프장 등)
*도입불가 : 여관 관리자
1522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ㆍ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ㆍ석사 이상

ㆍ고용업체 기준 :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전국에 10개이상의 지점

ㆍ경력 5년 이상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ㆍ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

ㆍ생물학

ㆍ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2111

생명과학 전문가

병리학)

ㆍ석사 이상

ㆍ약학(독극물 약학)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농학(농경학, 농작물, 원예학)

ㆍ경력 5년 이상

ㆍ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
ㆍ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
TRA)]
ㆍ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보건산업정책과)

ㆍ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
ㆍ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영인력과)

ㆍ축산학(동물학)

ㆍ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
업과)

ㆍ순수수학 전문가
ㆍ응용수학 전문가
ㆍ기하학 전문가
ㆍ인구 통계학 전문가
ㆍ응용 통계학 전문가
ㆍ수리 통계학 전문가
ㆍ조사 통계학 전문가
2112

자연과학 전문가

ㆍ분석 통계학 전문가

ㆍ석사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통계전문가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표본전문가

ㆍ경력 5년 이상

한함

ㆍ해양과학 전문가
ㆍ측지학 전문가
ㆍ지구자기학 전문가
ㆍ지형학 전문가
ㆍ화산학 전문가
ㆍ지구물리학 전문가
ㆍ지진학 전문가
ㆍ역학 물리학
ㆍ열 물리학
ㆍ광 물리학
ㆍ음향 물리학
21121

물리학 전문가

ㆍ전기 물리학
ㆍ자기 물리학
ㆍ전자 물리학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OTRA)

ㆍ핵물리학
ㆍ고체소자[반도체] 물리학
21122

화학 전문가

ㆍ이론 물리학
ㆍ분석화학

ㆍ석사 이상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무기화학
ㆍ유기화학
ㆍ세제화학
ㆍ염료화학
ㆍ식품화학
ㆍ도료화학
ㆍ석유화학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OTRA)

ㆍ섬유화학
ㆍ유리화학
ㆍ플라스틱화학
ㆍ고무화학
ㆍ천체 물리학
21123

천문 및 기상학 전문가

ㆍ천문 물리학

ㆍ석사 이상

ㆍ우주 물리학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전파 물리학

ㆍ경력 5년 이상

ㆍ기상청장(기상인력개
발담당관)

ㆍ기후학
ㆍ계량경제학 연구원
ㆍ조세경제학 연구원
2122

사회과학 연구원

ㆍ노동경제학 연구원

ㆍ석사 이상

ㆍ금융경제학 연구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농업경제학 연구

ㆍ경력 5년 이상

ㆍ재정학 연구원
ㆍ산업사회학 연구원
ㆍ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ㆍ컴퓨터 기기 기술자
ㆍ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개발자
ㆍ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ㆍ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ㆍ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ㆍ하드디스크 개발원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지식경제부장관(한국
산업기술재단)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흥공단)

ㆍ컴퓨터메인보드 개발원
ㆍ콘트롤러 개발원

2212

통신공학 기술자

ㆍ입ㆍ출력장치 개발원
ㆍ핸드폰회로 개발원

ㆍ석사 이상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무선전화기 개발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OTRA)

ㆍ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ㆍ디지털수신기 개발원
ㆍ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ㆍDMB폰 개발자
ㆍDMB수신기 개발자
ㆍADSL장비 개발자
ㆍHFC망 운영 기술자
ㆍVMS장비 운용원
ㆍSMS장비 운용원
ㆍ유무선통신망 운용기술자
ㆍ무선통신망 관리원
ㆍ인터넷통신망 운영기술자
ㆍ회선 관리원
ㆍ통신공사 감리원
ㆍ교환기 개발자
ㆍ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ㆍ광단국장치개발 설계기술자
ㆍ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ㆍVMS장비 개발자
ㆍCDMA기술연구 개발자
ㆍRF통신연구 개발자
ㆍ무선데이터망 개발자
ㆍ유선통신망 기획원
ㆍ통신지능망연구 개발
ㆍ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ㆍ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기술자
ㆍ인공위성TV수신기개발 설계기술자
ㆍ유무선통신기기개발 설계기술자
ㆍ광통신기기 설계개발자
ㆍ교환기개발 설계기술자
ㆍ문자서비스 장비운용
ㆍ디지털방송 장비개발자
ㆍ전송기 개발자
ㆍ통신망 설계기술자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정보시스템 컨설턴트
ㆍ네트워크 컨설턴트
2221

2222

2223

2224

2225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ㆍ석사 이상

OTRA)

ㆍ정보보안 컨설턴트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컴퓨터시스템 감리전문가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컴퓨터시스템 설계가

한함

ㆍ컴퓨터시스템 분석가
ㆍEMBEDDED프로그램 개발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리눅스 개발자

ㆍ석사 이상

OTRA)

ㆍMICOM제어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FIRMWARE 개발자
ㆍ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한함

ㆍ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ㆍ석사 이상

OTRA)

ㆍ게임 프로그래머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프로토콜 개발자

한함

ㆍ네트워크 프로그래머
ㆍ데이터베이스 전문가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데이터베이스 설계가

ㆍ석사 이상

OTRA)

ㆍ데이터베이스 매니저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데이터베이스 관리자
ㆍ네트워크 엔지니어

한함

ㆍVAN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네트워크 시스템분석가

ㆍ석사 이상

OTRA)

ㆍWAN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인트라넷 기술자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한함

ㆍLAN 기술자
2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ㆍ인터넷보안전문가
ㆍ정보보안연구원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OTRA)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ㆍ웹 기획자

ㆍ석사 이상

OTRA)

ㆍ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멀티미디어 에디터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2228

웹 개발자

ㆍ웹마스터

ㆍ석사 이상

OTRA)

ㆍ웹엔지니어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웹프로그래머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건물건축가

ㆍ석사 이상

ㆍ건축감리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플랜트건물 건축가
ㆍ건물건설 토목기술자

ㆍ경력 5년 이상

한함
2311

2312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ㆍ구조물 토목기술자
ㆍ도로건설 토목기술자
ㆍ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2313

조경 기술자[landscape

ㆍ조경설계사

architect]

ㆍ조경시설물설계사
ㆍ도시설계가

2314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ㆍ교통기술자
ㆍ교통안전시설물설계가
ㆍ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ㆍ석유화학 기술자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가솔린 기술자
ㆍ천연가스화학 기술자
2321

화학공학 기술자

ㆍ천연가스생산ㆍ분배 기술자
ㆍ음식료품 기술자
ㆍ양조생산 기술자
ㆍ고무화학 기술자
ㆍ플라스틱화학 기술자

ㆍ국토교통부장관(기술
정책과)

ㆍ국토교통부장관(기술
정책과)

ㆍ국토교통부장관(기술
정책과)

ㆍ국토교통부장관(기술
정책과)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타이어생산 기술자
ㆍ농약 기술자
ㆍ비료 기술자
ㆍ도료 기술자
ㆍ의약품 기술자
ㆍ화장품 기술자
ㆍ금속 기술자
ㆍ금속물리 기술자
2331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금속분석 기술자

ㆍ석사 이상

OTRA)

ㆍ금속표면처리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금속도금 기술자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금속탐상 기술자

한함

ㆍ요업ㆍ세라믹공학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ㆍ대기환경 기술자

(KOTRA)

ㆍ수질환경 기술자

-추천대상 : 환경컨

ㆍ토양환경 기술자
ㆍ소음진동 기술자
2341

환경공학기술자

ㆍ폐기물 처리 기술자
ㆍ환경 컨설턴트
ㆍ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기술자

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
ㆍ석사 이상

서(장비) 기술자, 공해저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ㆍ경력 5년 이상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
계가

ㆍ공해저감장치 설계가

ㆍ중기 청장( 중소기 업진

ㆍ생태산업 조성전문가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

ㆍ청정생산 설계가
ㆍ전기제품개발 기술자
2351

전기공학 기술자

ㆍ발전설비설계 기술자
ㆍ송배전설비 기술자
ㆍ전기제어계측 기술자

함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전자장비 기술자
ㆍ전자공학 기술자
2352

전자공학 기술자

ㆍ반도체공정 기술자
ㆍ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ㆍ반도체 소자 기술자
ㆍ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메카트로닉스개발 기술자
ㆍ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ㆍ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ㆍ빌딩자동화설계 기술자
ㆍ전자제어 프로그래머
ㆍFA설계 기술자
ㆍ전자제어계측 기술자
ㆍ초음파의료기기 개발자
ㆍ뇌파기 개발자
ㆍ심전도기 개발자
ㆍ마취기 개발자
ㆍ심장세동제거기 개발자
ㆍ투석기 개발자
ㆍMRI개발자
ㆍCT 스캐너 개발자
ㆍ프레스금형설계 기술자
ㆍ플라스특금형설계 기술
ㆍ주조금형설계 기술자
ㆍ사출금형설계 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환풍기계 기술자
2353

기계공학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열교환기 설계원
ㆍ클린룸공조설비설계 기술자
ㆍGHP 개발자
ㆍ열교환기 개발자
ㆍ공기정화설계 기술자
ㆍ건설기계[설계] 기술자
ㆍ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ㆍ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ㆍ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설계개발
기술자
ㆍ농업용기계[설계]공학 기술자
ㆍ광업용기계[설계]공학 기술자
ㆍ섬유기계[설계]공학 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 기술자
ㆍ공작기계[설계]공학 기술자]
ㆍ유압기계[설계]공학 기술자
ㆍ산업용로봇설계 기술자
ㆍ산업설비플랜트설계 기술자

23532

플랜트 공학 기술자

ㆍ발전설비플랜트설계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환경설비플랜트설계 기술자

OTRA)

ㆍ자동화설비플랜트설계 기술자

ㆍ석사 이상

ㆍ산업설비설계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다른 업종

-추천대상 : 건설업외

ㆍ오수처리시설설계 기술자

ㆍ경력 5년 이상

ㆍ건설업 :

ㆍ화학플랜트설계 기술자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

ㆍ화공장치플랜트설계 기술자

책과)

ㆍ수처리시스템플랜트설계 기술자
ㆍ자동차설계가
ㆍ자동차기계 기술자
ㆍ카일렉트로닉스 기술자
ㆍ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ㆍ조선공학 기술자
ㆍ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ㆍ선박배관설계 기술자
S2353

자동차ㆍ조선ㆍ비행기ㆍ철

ㆍ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도차량 공학 전문가

ㆍ선체설계 기술자
ㆍTRIBON선박설계 기술자
ㆍ해양구조설계 기술자
ㆍ조선배관설계 기술자
ㆍ조선기장설계 기술자
ㆍ항공기 설계가
ㆍ항공기기계 기술자
ㆍ인공위성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비행체 기술자
ㆍ디젤기계 기술자
ㆍ가스터빈 기술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2392

섬유공학 기술자

ㆍ섬유소재개발 기술자

ㆍ석사 이상

OTRA)

ㆍ섬유공정개발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염색공정개발 기술자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에너지 기술자
2393

가스ㆍ에너지 기술자

ㆍ탐사 기술자

ㆍ석사 이상

OTRA)

ㆍ석유 기술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선광 기술자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ㆍ시추 기술자

2396

캐드원

ㆍ기계 캐드원
ㆍ전기ㆍ전자 캐드원

한함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석사 이상

OTRA)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2430

간호사

ㆍ전문 간호사

ㆍ의료법 제7조에 따라

ㆍ일반 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ㆍ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ㆍ제14조의2

ㆍ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2512

대학강사

ㆍ자연/공학/의약계열 강사
ㆍ예체능계열 강사
ㆍ시청각 교육 전문가

25919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

ㆍ교육교재 전문가
ㆍ교원 등에 대한 연수 및 관리전문가
ㆍ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

2599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외국인학교

ㆍ외국교육기관 교사

-학사 및 경력2년이상(또는 해당국

ㆍ제주 국제학교 등의

ㆍ국제고등학교 교사

교원자격)

교사 등(필수):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

ㆍ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ㆍ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ㆍ국제고등학교 교사

ㆍ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학사 및 경력2년이상(또는 해당국

국제중ㆍ외국어고ㆍ국제

초ㆍ중등학교 교사

교사자격)

고ㆍ자사고 교사(필수):

ㆍ관할 시ㆍ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

ㆍ국제고 또는 시ㆍ도교육감 추천

관할 시ㆍ도교육감

외고ㆍ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교사

국제중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

-외국인교원 : 우리나라 교원자격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및 경력3년
-외국인 강사 : 학사이상
ㆍ영재학교 교사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고등학교 ㆍ국제학교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 계약제 임용교사, 사감: 석사 이상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

또는 해당학과 관련 학사 학위 + 3년 이상

보조교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등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또는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학과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또는

ㆍ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261

법률 관련 전문가

ㆍ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ㆍ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ㆍ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자격증 소지자
ㆍ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ㆍ변리사 :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특허청(인재개발팀)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ㆍ해당 중앙행정기관의

2620

정부행정 전문가

ㆍ공무원

ㆍ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공문
ㆍ주한 외국공관 장의
협조공문

ㆍ주한 외국공관(주한 문화원 등) 행정·기능
S2620

특수기관 행정요원

*단, 자국 국적의

요원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ㆍ주한 상공회의소 행정·기능 요원

체류기간 1년 이하의

ㆍ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ㆍ경영컨설턴트
ㆍ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경영 컨설턴트

-중기청장(중소기업진흥
ㆍ외국법률에 의한 자격증(회계사)

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K
OTRA)
ㆍ금융위원회(은행업:

ㆍ투자 및 신용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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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전문가

ㆍ자산 운용가
ㆍ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ㆍ증권 및 외환딜러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은행과, 보헙업: 보험과,
투자증권: 자본시장과)*
*단,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징구
ㆍ해당분야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

2731

상품기획 전문가

ㆍ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ㆍ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전문가)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
RA)
ㆍ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
업정책과)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관광과) *필수

ㆍ관광여행 기획자
2732

여행상품 개발자

ㆍ여행상품 개발원
*제한: 관광통역안내원(42313)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제출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 서류

2733

2734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ㆍ광고전문가
ㆍ홍보전문가

ㆍ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석사 이상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KOTRA)

ㆍ경력 5년 이상

※ 골드카드 8대 분야

(e-business,

NT, BT,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신소재,

환경ㆍ에너지,

기술경영)에 한함
ㆍ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과(공연전

2735

행사 기획자

ㆍ공연기획자

통예술과) *필수

ㆍ행사 전시기획자

ㆍ제출서류

ㆍ국제회의 기획자

ㆍ석사 이상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시나리오 설계 및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등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ㆍ경력 5년 이상

-법무 재무제표 및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공연티켓통신판매사업자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등의
공영매출증명서(공연기
획자) 추가

ㆍ해외 영업원
2742

해외 영업원

ㆍ무역 영업원
ㆍ수출입 영업원
*도입제한: 무역사무원(3125)
ㆍ의약품 판매원 ㆍ네트워크 기술 영업원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ㆍ경력 5년 이상

ㆍ컴퓨터하드디스크 기술 영업원 ㆍ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영업원
ㆍ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 영업원 ㆍ통신기기 기
술 영업원
ㆍ전산장비 기술 영업원 ㆍ반도체장비 기술 영
2743

기술 영업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업원

ㆍ석사 이상

OTRA)

ㆍ웹개발 기술 영업원 ㆍ계측장비 기술 영업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모바일솔루션 기술 영업원 ㆍ통신부품 기술

ㆍ경력 5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영업원
ㆍ데이터복구 기술 영업원 ㆍ전자부품 기술 영
업원
ㆍ보안솔루션 기술 영업원 ㆍPCB 기술 영업원
ㆍ인터넷솔루션 기술 영업원 ㆍCCTV시스템 기
술 영업원

한함.

ㆍERP프로그램 기술 영업원 ㆍGPS 기술 영업
원
ㆍIT솔루션 기술 영업원 ㆍITS 기술 영업원
ㆍKMS 기술 영업원 ㆍ교환기 기술 영업원
ㆍ초음파기 기술 영업원 ㆍ네트워크장비 기술
영업원
ㆍMRI 기술 영업원 ㆍ영상기기 기술 영업원
ㆍ산소호흡기 기술 영업원 ㆍ휴대폰부품 기술
영업원
ㆍ심전도기 기술 영업원 ㆍSMPS 기술 영업원
ㆍ의료장비 영업원 ㆍ농업용트랙터 기술 영업원
ㆍ수입의료장비 영업원 ㆍ엔진 기술 영업원
ㆍ펌프 기술 영업원 ㆍ자동차부품 기술 영업원
ㆍ공작기계 기술 영업원 ㆍ자동화설비 기술 영
업원
ㆍ모터 기술 영업원 ㆍ유압기계 기술 영업원
ㆍ기계부품 기술 영업원 ㆍ환경설비 기술 영업
원
ㆍ자동화기기 기술 영업원 ㆍ절삭공구 기술 영
업원
ㆍ식품포장기계 기술 영업원 ㆍ조선기자재 기술
영업원
ㆍ플랜트설비 기술 영업원 ㆍ금형기계 기술 영
업원
ㆍ철강재 영업원 ㆍ산업용보일러 기술 영업원
ㆍ산업용펌프 기술 영업원 ㆍ건설장비 기술 영
업원
ㆍ연구개발(R&D) 전략
S2743

2812

기술경영 전문가

번역가ㆍ통역가

ㆍ기술인프라

ㆍ석사 이상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ㆍ제품 및 생산기술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OTRA)

ㆍ기술사업화

ㆍ경력 5년 이상

*필수

ㆍIT컨설팅
ㆍ번역가

ㆍ석사 이상

ㆍ통역가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석사 이상
28331

아나운서

ㆍ아나운서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방송통신위원회
*필수

ㆍ제품디자이너(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ㆍ패션디자이너(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285

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ㆍ석사 이상

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

ㆍ실내장식디자이너(인테리어 디자이너,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흥공단) : 중소기업에

디스플레이어)

ㆍ경력 5년 이상

한함

ㆍ시각디자이너(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
등)
ㆍ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S2855

영상관련 디자이너

ㆍ웹 디자이너(멀티미디어 등)

ㆍ석사 이상

ㆍ게임그래픽 디자이너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캐릭터 디자이너

ㆍ경력 5년 이상

ㆍ영화 CG 디자이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상콘텐츠산업과)
-추천대상: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

ㆍ(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의
판매사무원) 여행사 등의 관광 가이드 경력
면세점 또는
31215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

ㆍ면세점 판매 사무원

포함 해당 경력 3년 이상자 또는 국내

ㆍ제주영어교육도시 내

ㆍ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판매사무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판매종사자:

ㆍ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ㆍ(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판매종사자)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필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31264

3922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사무원

ㆍ항공운송 사무원

ㆍ프런트데스크 담당원

졸업생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석사 이상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전문학사 이상)

S3922

의료 코디네이터

ㆍ의료코디네이터

ㆍ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산업과)
*필수
ㆍ보건복지부장관(보건
산업정책과)
ㆍ제출서류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신원보증서

-외국인환자유치기관등
록증 사본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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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 종사자

ㆍ국제 여객선 승무원 (금강산 관광선 등)

ㆍ석사 이상

ㆍ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도입불가: 선박 웨이터

ㆍ경력 3년 이상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43213

관광통역 안내원

ㆍ관광통역안내원

ㆍ석사 이상

관광산업과) *필수

ㆍ외국대학'한국학' 관련학사 및 경력 1년

ㆍ제출서류

이상

-관광사업자등록증(일반

ㆍ국내대학 관광, 역사계열학과 졸업자로서

여행업)

국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43291

카지노 딜러

ㆍ카지노 딜러 카지노 딜러

ㆍ경력 5년 이상
ㆍ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ㆍ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ㆍ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441

주방장 및 조리사

ㆍ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ㆍ기타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불가: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ㆍ커피ㆍ전통차 조리사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원칙적으로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ㆍ중급이상(예 : 중국의 경우 1~2급)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 면제
ㆍ초급수준 자격증 소지자 : 경력 3년 이상
ㆍ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ㆍ기타 : 경력 10년 이상(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ㆍ관광호텔,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사업장면적ㆍ매출액ㆍ국
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관광협회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발급받지 않았지만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음식 전문식당
ㆍ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
(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농축
산 분야 업체에 정상 취업 + 35세 미만 +
ㆍ곡식작물 재배원
ㆍ가축 번식 및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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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어업 숙련기능인

ㆍ과수작물 재배원
ㆍ원예작물 재배원
ㆍ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ㆍ가축사육 종사원, 어패류 양식원

전문대졸 이상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
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입금*
+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로 확인

※상세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참고

**한국어능력은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
력시험(TOPIK) 성적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으로 확인
ㆍ석사 이상

61395

동물 사육사

ㆍ동물 사육사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ㆍ경력 5년 이상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식산업과)
ㆍ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ㆍ수산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63019

해삼양식 기술자

ㆍ해삼양식 기술자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수산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양식)어업허가증
-사업계획서
-기술지원협의계약서
-중국기업 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7303

악기제조 및 조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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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ㆍ악기 제조사
ㆍ조율사
ㆍ주철관ㆍ주철제 제조업체

ㆍ경력 10년 이상

필수

ㆍ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뿌리산업체에

※상세 내용은 법무부

정상 취업 + 40세 미만 + 고졸 이상 + 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ㆍ회ㆍ가단ㆍ구상흑연ㆍ보통강ㆍ특수강(합금강)
ㆍ알루미늄ㆍ동ㆍ기타 비철금속 주물업체
ㆍ주물주조기계 제조업체
ㆍ프레스용ㆍ플라스틱용ㆍ기타 금형 제조업
ㆍ몰드베이스ㆍ기타 주형 관련 부속품 제조업체
ㆍ공업용 노ㆍ전기노 제조업체
ㆍ노 부속품 및 부품 제조업체
ㆍ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제조업체
ㆍ도금업체, 도장 및 기타 파막처리업체
ㆍ기타 금속처리 제품 제조업체
ㆍ페놀ㆍ에폭시 동박적충판 제조업체
ㆍ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체

리산업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ㆍ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체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 + 2급 이상의

ㆍ분말야금 제품 제조업체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ㆍ보통강ㆍ특수강ㆍ기타

수**

철강ㆍ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동ㆍ기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비철금속 단조물 제조업체

태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로 확인

참고

ㆍ자동차용 프레스ㆍ기타 프레스 가공품

**한국어능력은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

제조업체

력시험(TOPIK) 성적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ㆍ액압ㆍ기계프레스 제조업체

이수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회통합

ㆍ금속 단조기ㆍ금속 일반기 제조업체

프로그램 이수증으로 확인

ㆍ나사 전조기ㆍ금속선 가공기ㆍ기타 금속
성형기계ㆍ금속성형기계의 부품 제조업체
ㆍ천연ㆍ합성수지 접착제 제조업체
ㆍ접착 테이프ㆍ기타 1차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체
ㆍ용접봉 제조업체
ㆍ아크ㆍ저항ㆍ기타 전기 용접기 제조업체
ㆍ가스 용접 및 절단기 제조업체
ㆍ반도체 조립장비 제조업체
ㆍ칩 마운터 제조업체 등(뿌리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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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조업체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세세분류)
ㆍ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ㆍ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건설업체

또는 건설업체에 정상 취업 + 35세 미만 +

전문대졸 이상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임금 및 한국어 능력 등의 확인, 제출서류
등은 뿌리산업체 심사기준을 적용
ㆍ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용접자격증) 국내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증은 ABS 등에서 발급한
7430

조선용접공

ㆍ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아르곤용접)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 자격증에 한함*
*ABS(미국선급협회) Q3 이상(Q1-Q4),
AWS(미국용접협회)ㆍASME(미국기계기술자
협회) 4G 이상(1G-6G),
DNV(노르웨이선급협회) C3이상(C1-C5),

7521

항공기 정비원

ㆍ비행기 정비원
ㆍ헬리콥터 정비원

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K
OTRA)
*필수
ㆍ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추가

KR(한국선급) 3G 이상(1G-6G)
ㆍ석사 이상

ㆍ국토해양부장관(항공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기술과)

ㆍ경력 5년 이상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