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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

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목차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6조)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

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

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

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

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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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 개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

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위원:교

육부․과기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고용

노동부․국가정보원․중소기업벤처부 담당과장)

- ’18.1. 현재 85개 직종(277개 세부분류) 선정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

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

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

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

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

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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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골드카드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연도 2000년 2001년

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

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

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

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

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

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

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

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

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

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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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자 요건

▪동종 5년 이상 경력
▪학사+1년 이상 경력
▪석사 이상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추천대상 직종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

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

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

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

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

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

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나.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

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

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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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결정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

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

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다.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근거 영 제7조제3,4항)

   � (필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 운영)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전문인

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라.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

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

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

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

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

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징구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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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추천서 징구

   - 신원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

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

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

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3.“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

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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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7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

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

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18.6월)

취업허용 범위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

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

불능 직종

D-1, D-6, E-1, E-3

E-7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4.“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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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가.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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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

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사전 허가대상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제조업

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

사후 신고대상 상기 10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가. 자격요건

판매사무원 등 10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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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고용계약서 ⑥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2.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가. 적용대상자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

(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법무부고시 제11-510,

‘11.10.4. 참조)

나. 제출서류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

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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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

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

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

(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등 설정 직종 】

◦ 고용업체 + 허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생산관리자(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상품 개발자(2732), 판매사무원(31215),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고객상담 사무원(3991),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주방장 및 조리사(441), 양식 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

능공(S740, S700, S610)

◦ 고용업체 :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행사기획자(2735)

◦ 허용인원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

만일 경우 발급 제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최저임금 위반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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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차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

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체류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

(E-7)자격으로의 변경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자(E-6-2)는 제외l

가.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②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 상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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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

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신원보증서 

⑦ 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 채용신체검사서

⑩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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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서), 지방세 납세증명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

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17.8.1.시행)

가. 자격요건 (①, ②, 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500명)에서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년 이내에 E-9․E-10․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아래 <점수항목 및 점수표> 참고

나. 허용업종 및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

국내 고용상황을 감안, 취업허용직종은 제조․건설․농축어업직종으로 

제한하고, 업체별 최대 5명(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까지 고용 허용*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다. 제출서류 : 아래 별도 자료 참고

 라. 유의사항

   ◦  형사범,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

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마. 직종별 설명 및 요건 (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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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의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

련기능공〔뿌리산업체(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

(S61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

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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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차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

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사증․체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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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채용신체검사서(외국인학교 등의 교사만 해당)

④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기타

참고사항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

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

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고객상담 사무원 등에 대

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

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

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

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

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

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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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
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
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일 기준으로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도 1인당 GNI
(달러)

적용환율
(원)

1인당 GNI
(원)

1인당GNI
1개월(원)

1인당 GNI  
80%( 원)

월평균
급여(원)

2016 27,681 1,160 32,109,960  2,675,830 25,687,968  2,140,664  

2017 29,745 1,130 33,611,850  2,800,988 26,889,480  2,240,790  

2018 33,434 1,100 36,787,000 3,065,583 29,429,600 2,452,467

2019 32,047 1,165 37,356,000 3,113,000 29,884,800 2,490,400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다음연도 최
저임금을 고시하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
으로 적용

연도별 시급(원) 일급(원) 월급(원)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
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화교(F2, F5),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F5)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F-2등 

취업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기업이

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

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

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

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ⅰ)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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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2. 주의해야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

가 제한

 ②‘ 17. 8.1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은 

‘ 19.1.1.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허가제한 

 ③‘ 18.5.1 신규 도입직종 중 과거 유사직종(해외영업원, 상품판매원, 통

번역원 등)으로 부여한 외국인은 재고용 계약,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방문 시 상기 직종으로 변경



구 분 직 종(코드)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가.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특정활동(E- 7) 허용직종 현황>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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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종(코드)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등의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가.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6개 직종)

가. 일반 기능 인력 : 6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4. 숙련기능
점수제인력
(E-7-4)
(3개 직종)

나.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 3개 직종 => 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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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활 동 (E-7) 직 종 별  세 부 관 리 기 준 >>

【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

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

가. 관리자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

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

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

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

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

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후술하는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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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4 )

교육 관리자(1312)

� (직종설명)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등 교육기

관의 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 (자격요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교사 등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직종설명) 보험 및 연금 사업체,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나 유사한 금융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선물매매,

투자자금 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

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보험 관리자, 금융 관리자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 (은행업 : 은행과, 보험업 : 보험과, 투자증권 : 자본시장

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에 따름

- 단, 학사 학위자로서 경력이 미흡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전문성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실질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직종설명)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및 출판사, 디자인, 영상관련 분야 기관의 운영

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디자인관련 관리자, 영상관련 관리자, 신문

사․방송사․영화사 운영부서 관리자 (TV 편성국장, 라디오방송 운영자, 신문사 편

집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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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7)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1350)

� (직종설명) 정보통신 또는 전산 부서의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경영주 또는 기

술진의 특정한 정보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프

로그램 검증과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 운영 계획 및 전산장비의 구입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하드웨어회사 관리자, 하드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소프트웨

어회사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회사 관리자, 정보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회사 영업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8)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1390)

� (직종설명) 시장 및 여론조사,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계획, 조직, 지시하며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서비스 관

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1411)

� (직종설명) 지반조성 및 관련 발파, 시굴 및 굴착, 정지 등의 토공사, 건설용지에 각

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증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

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비금속광물 채굴 및 채취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0)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1413)

� (직종설명)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 196 -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

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

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

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

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식품분야 : 보건복지

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

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생산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

고,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

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이나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1)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직종설명) 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

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영인력과)/어업기업 관

리자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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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

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

* 도입직종과연관성이있는분야의석사이상학위소지또는도입직종과연관성이있는분야의학사학위 + 3년이상의해당분야

경력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직종설명)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

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직종설명) 국제 여객․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

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

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

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

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

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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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

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

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 (직종설명)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

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약학(독극물 약학)․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임학(임상공학, 산림

학, 토양학)․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축산학(동물학) 전

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

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



- 199 -

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

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순수 수학․응용 수학․기하학․인구 통계학․응용 통계학․수리 통계

학․조사 통계학․분석 통계학․통계․표본․해양과학․ 측지학․지구 자기학․지형학․화산

학․지구 물리학․지진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직종설명) 경제학 등의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

로, 관련 사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계량경제학․조세경제학․노동경제학․금융경제학 ․농업경제학 

․재정학․산업사회학 연구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

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

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

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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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직종설명)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

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

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

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

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

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

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

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지능망

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

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

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

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6)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

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

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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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

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

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직종설명)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

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

로그래머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웹 개발자(2224 舊2228)

� (직종설명)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

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10) 데이터 전문가(2231)

� (직종설명)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

계․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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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

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설계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머,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1)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232)

� (직종설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

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네트워크엔지니어, VAN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WAN기술자,

인트라넷 기술자,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LAN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 (직종설명)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터넷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연구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건축가 (2311)
    � (직종설명)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보수

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해외건설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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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직종설명)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

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

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직종설명)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

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6) 조경 기술자(2314)

� (직종설명)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경설계사, 조경시설물 설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7)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

� (직종설명)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

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

계 및 분석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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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 (직종설명)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

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

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9) 금속․재료공학 기술자(2331)

� (직종설명)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

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

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

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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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설명)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이나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

제어, 계측기, 제어기와 같은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

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

스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

설계 기술자,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음

파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세동제

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

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

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

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

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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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

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

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

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

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

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

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

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

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

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 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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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설명) 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

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

      - 원자력 설비 및 장비, 정밀기구, 카메라 및 영사기, 기계적 기능의 의료장비

를 연구하고 설계, 제조 또는 유지를 기획 지위하는 분야도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로봇공학 시험원. 단,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는 제외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 없음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국내· 외 석사학위 이상47)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직종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

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연구․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

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

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

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

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

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6)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4)
    � (직종설명)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

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농�

축산�어업 등 분야에서 위험을 진단, 조사, 예방, 교육 등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

을 담당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

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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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술자, 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

      � (고용업체 요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서 교육훈련기관 등을 갖춘 기관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 (직종설명)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

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

진동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

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

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직종설명)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에너지 기술자, 탐사 기술자, 석유 기술자, 선광 기술자, 시추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 (직종설명)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

한 각종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섬유소재 개발 기술자, 섬유공정 개발 기술자, 염색공정 개발 기

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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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0) 제도사(2395)

� (직종설명)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제도 폐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제도사(캐드원)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 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

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

 ※ Auto Cad 1,2급( ATC ),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 증으로는 불인정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억제

       ⅰ)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

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ⅱ)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체류허가 요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

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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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

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31) 간호사(2430)

� (직종설명)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

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체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

� (도입기능 직업 예시)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님

� (고용업체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활동도 가능

32) 대학 강사(2512) - 2019. 8. 1. 시행

� (직종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자연�공학�의약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

�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

학교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심사기준) 석사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

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절차 등 준수여부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

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 211 -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

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

    � (임금요건)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

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

용)

* ‘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 : 73,872원, 사립대 54,143원임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 (직종 설명)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 (자격요건) 아래 ①~③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①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②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③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

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지정여부는지자체고시를통해확인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 (직종설명)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기타 교육 실무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에 

그들의 도입에 관하여 조언 및 기획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청각 교육 전문가, 교육교재 전문가, 교원 등에 대한 연

수 및 관리전문가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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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

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

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

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

감�행정사무원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

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 (자격요건)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 이상

‣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국제

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

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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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

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

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 교사자격증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

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 (사증발급) 일반기준 적용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

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5) 법률 관련 전문가(261)

� (직종설명)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기소․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

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 (고용추천서 발급)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 (자격요건)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

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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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 불가

*)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

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

37) 정부행정 전문가(2620)

� (직종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술․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규정된 요건

� (첨부서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직종설명)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

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A-2 대상

자 제외)

※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

�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

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직종설명)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

영․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

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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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경영 컨설턴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사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40)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 (직종설명)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의 금융회사에서 재무이론의 지식을 응

용하여 금융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상품 개

발자, 증권 및 외환딜러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 자본시장

과)*

* 단,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징구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직종설명)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

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

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

기법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KOTRA)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 보건복지부장관(해외의료총괄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 (직종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 216 -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

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 (43213)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추가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 (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

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

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

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

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최대 

3명)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직종설명)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

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

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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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4) 조사 전문가(2734)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골드카드 8대 분야(e-business, NT, BT,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신소재, 환경․에너지, 기술경

영)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5) 행사 기획자(2735)

� (직종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필수

       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행사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등, 법무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

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공연기획자)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6)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

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해외에판매하기위해온라인쇼핑몰상에서판매할상품을 선정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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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위한업무전반을관리하는자를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무역사무원

(3125)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

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

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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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

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

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47) 기술 영업원(2743)

�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

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

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

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

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

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

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

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

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

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

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8) 기술 경영 전문가(S2743)

� (직종설명) 공학지식과 경영지식을 접목시켜 경영기법을 통해 효율적 기술관리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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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연구개발(R&D) 전략 전문가, 기술 인프라 전문가, 제품 및 

생산기술 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IT컨설팅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9) 번역가․통역가(2814)

� (직종설명)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

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

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

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 (한국어 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0) 아나운서(28331)

� (직종설명) 준비된 뉴스, 광고, 특별 공지사항 등의 원고를 읽거나 기타 방송 프

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아나운서

� (고용추천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1) 디자이너(285)

� (직종설명) 생활용품․가구․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

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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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

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0명 미만 : 1명, 50명 ~ 99명 : 2명, 100명 이상 : 3명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 (직종설명) 영화 또는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무대 및 세트의 장식을 계

획하여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자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방송, 영화, 게임에 

필요한 자막이나 그림 등을 디자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멀티미디어 등),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 CG 디자이너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

- 추천대상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Ⅲ. 준전문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 유형 
    � (사무종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 18.1.1.시행) 상 대분류 항

목 3(사무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5개 직종

    � (서비스종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4(서비스 종사자)의 직종 중 법

무부장관이 선정한 4개 직종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사무종사자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

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

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

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

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222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

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

으로 인정이 가능

        ⅱ)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ⅲ)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ⅳ)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ⅴ)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②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 아래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ⅰ)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ⅲ)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ⅳ)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 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ⅴ)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 19. 12. 

31. 까지 적용)

   ▸ v)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 

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발급

         ※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 허용(단,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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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 상시 2명 이상의 국

민고용

           ☞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

        - (허용인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

허용인원 1명 2명 3명

면적 7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매출 3억~5억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미만 10억이상

국민고용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 단, 면적이 70 ~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국민고용)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고용 인원으로 산정

        -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

(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

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발급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

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 (추가 제출서류)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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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

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

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

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

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

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고용업체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호텔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2명, 총 400명 이

내 (시범도입)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

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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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

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제14조에 따른 ‘ 지정유치기관’ 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

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

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

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

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해외의료총괄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

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해외진출법」제13조에 따른 ‘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

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

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  이용�  사용�  

상담�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가능 분야)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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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

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함)

        ⅲ)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

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

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

상인 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

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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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

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나.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

터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

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

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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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

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

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

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

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

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

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

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

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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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

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

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

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

(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

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

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2급이상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

자
 경력 5년 이상* 중식제외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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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

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

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

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

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안산다문화마
을 특구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상동)
(면적 151㎡이상, 부가세750만원이상 시
만적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

이 동일한 기준 적용(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

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 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

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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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

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

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

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

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

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허용 인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사업

장 면적

(㎡)

중식당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

800
~

900
~ 1,000~ 1,000~

일반식당 60
~

70
~ 100~ 150~ 200~ 250~ 300~ 350

~
400
~

500
~

600
~

700
~

②납세실적 (부가세)
  단위: 만원48)

중식 500~ 600~ 800
~

1,000
~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6,000~

일반 300~ 500~ 600
~

800
~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매출과세표준 합계
(단위 : 억원) 0.6 ~ 0.75~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
7억
~

9억
~ 11억~ 12억~

③내국인
고용인원

(단위:명)

중식당 3~4 5 6 7 8 9 10 11
~ 12

13
~ 15

16
~ 17

18
~ 19

20
~

일반식당 2 3 4 4 5 6 7 8 9 10 11 12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기준>

47) 18.5. 신설시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고용부에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학사학위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48) 환급을 받은 경우는 실적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실적을 의미함. 환급 등으로 납세실적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납세실적 제출이 원칙이며, 보조적으로 매출과세표준합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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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인원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사업장 면적 30∼50㎡ 51∼100㎡ 101∼150㎡ 151∼200㎡ 200㎡초과

연간 부가세납부액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75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매출과세표준
합계 4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이상 2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 - - 1명 2명

� (추가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

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Ⅳ.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자

    � (일반 기능인력)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개 직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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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임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 (6개 직종, E- 7- 3)
1) 동물사육사(61395)

� (직종설명)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

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

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동물사육사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양식기술자(6301)

   � (직종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

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

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급여요건)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

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

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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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할랄 도축원(7103)

    �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

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

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

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

� (직종설명)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

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악기 제조사, 조율사

� (자격요건) 경력 10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

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 (도입 절차)

- (기량검증대상자 선발) KOTRA가 송출국가 정부기관에 대상자 추천 요청(선발인원의 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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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심사 후 기량검증대상 선발(선발인원의 2배수)

- (기량검증) 조선협회(업계) + 한국선급(KR) + 현지 KOTRA 직원들로 기량검증단

을 구성하여 현지 기량검증 실시 → 기량검증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및 

의뢰업체에 배정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
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
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
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

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
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고용업체 기준)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

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총 600명(취부용접공 포함)이내 도입 및 

관리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

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6) 항공기 정비원(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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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나.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3개 직종, E- 7- 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직종설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

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

활동을 주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철관�주철제 제조업체, 회�가단�구상흑연�보통강�특수강(합금강)�

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주물업체, 주물주조기계 제조업체, 프레스용�플라스틱용�

기타 금형 제조업, 몰드 베이스�기타 주형 관련 부속품 제조업체, 공업용 노�전기노 

제조업체, 노 부속품 및 부품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제조업체, 도금업

체, 도장 및 기타 파막처리업체, 기타 금속처리 제품 제조업체, 페놀�에폭시 동박적층

판 제조업체,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체, 분

말야금 제품 제조업체, 보통강� 특수강�기타 철강�스테인레스�알루미늄�동�기타 비철

금속 단조물 제조업체, 자동차용 프레스�기타 프레스 가공품 제조업체, 액압�기계

프레스 제조업체, 금속 단조기�금속 일반기 제조업체, 나사 전조기�금속선 가공기�기

타 금속 성형기계�금속성형기계의 부품 제조업체, 천연�합성수지 접착제 제조업체, 

접착 테이프�기타 1차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체, 용접봉 제조업체, 아크�저항�기타 

전기 용접기 제조업체, 가스 용접 및 절단기 제조업체, 반도체 조립장비 제조업

체,   칩 마운터 제조업체 등(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세세분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현지 선발자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전문취업

(E-9)자 등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등 별도 설정

① 현지 선발자 :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사항 등 결정 후 별도 시행 예정

② 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체류자격변경(원칙)

 - (자격요건) 뿌리산업학과 전공 + 뿌리산업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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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 (허가절차 등)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연간 300명 한도

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③ 국내 체류 E- 9, E- 10, H- 2 자격자 : 체류자격 변경(원칙) 

 - (자격요건) 별첨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 자료는 2020년1월1일부터 

적용)

 - (쿼터운영) 1,000명 이내에서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고득점자, 내국인 구직 기피 

직종에 등에 대해 별도 쿼터 운영(농림축산어업, 일반제조업 및 건설업 포함)    

구  분 인원
기본쿼터 500명

별도쿼터
고득점  + 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200명

내국인 구직 기피 직종으로 관계부처에서 확인한 
기업 300명

총  계 1,000명

 - 내국인 구직기피 관련 관계부처 확인대상

 ⅰ) 점수요건을 충족한 뿌리산업 및 제조업의 성실재입국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50명

 ⅱ) 점수요건 충족한 뿌리산업 및 농림축산어업의 성실재입국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

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자 150명(부처별 각 50명)

 � (제출서류)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뿌리산업체증명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요건 구비 입증서류 등 추가

       * 기량검증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함. 단, ⅰ)국내에서 해

당 업종에 계속 근무중인 경우, ⅱ) 직종에 종사하지 않지만 국내 계속 체류

하며 발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분야 기

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 가능함

    � (고용업체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선발자 및 양성대졸업자 등 :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단 뿌

리산업체인 경우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② E-9 등 자격변경자 : 신청일 기준 현재 E-9,E-10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중

인 업체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5명까지 허용*

     - 허용인원 : 한시적으로 분야별로 별도 적용 가능,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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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이상 - -

     - 뿌리 양성대학 졸업자 : 내국인 고용비율 20% 이내에서 별도 허용

    � (사증발급)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발급(단, E-9 등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희망 

시에는 체류기간 1년의 단수로 발급)

    �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을 전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허가사항으로 이 경우 요건(점수제) 충족여부를 재심사

     - (근무처변경 및 추가)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고용업체가 휴폐

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을 허용

     - (다른 직종으로의 변경) 일반 제조업체나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

한, 원칙적으로 E-7-4 이외의 다른 직종(E-7-1)으로 자격변경은 불가하며, 사

증발급을 통해 다른 직종으로 재입국 허용

       � E-7-4내의 구직을 위해 D-10으로 자격 변경시 최초 3개월(E-9 준용)을 부여

하고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

를 통해 재입국 허용

     - (기간연장) 기간연장시 자격변경에 준하여 요건을 재심사하여 점수요건 미충족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 단, 2017년 8월1일 이전 E-7 자격으로 변경 한 외국인이 동일 요건(근무처 변경 없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요건을 준용하여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 새로

운 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개정된 점수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 ‘19.1.1부터는 모든 E-7-4 자격

자의 기간연장 요건 심사시 점수표 전면적용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직종설명) 농산물 생산과 원예, 조경, 가축 번식 및 사육, 낙농제품생산, 어패류 양식 

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

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

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어패류 

양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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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자료)

� (허가절차) 체류자격 변경 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

소ㆍ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청장 등은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

고,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부여

�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숫자에 따라 최대 3명까지 허용

�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 원칙

�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 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제한 (단,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허용)

- 농축어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등 다른 직종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에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변경지침에 따라 자격변경 신청을 

허용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직종설명)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고 단순

노무인력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허용인원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 뿌리산업체 숙련공 부분 참조

    � (자격요건) 후단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허가절차 및 체류관리 기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관리기준 준용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2020. 1 .1부 적용)

숙련기능인력(E- 7- 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 9, E- 10, H- 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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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

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30세 ~  33세 ~  36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

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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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
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

상
5천만원 이

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

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 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

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
이상)�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
상

3년이
상

2년이
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 학위소지’  

및 ‘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

할 것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  (훈· 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242 -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

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출서류 목록>

【 체류자격 변경 시 공통서류 】                

  가.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 1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목

록(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장 가입자 명부)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일 것(근무시간 및 시간당 임금, 기본급 명시)

  나.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

   -  제조업(뿌리산업체 포함)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건설업 : 공사금액 입증 서류

   -  농림축산어업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

  가. 기본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년간)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2년 연속 2,600만원을 넘어야 함

     -  2020년 상반기 신청자 : 2017,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2020년 하반기 신청자 : 2018,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2)  미래기여 가치

    ◆ 숙련도

     �A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B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35)’에서 기

량검증확인서 발급

    ◆ 학력 : 학위증(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

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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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

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한국어능력 

     -  토픽 :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K I IP)  :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근속기간 

     -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을 부여하며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

지 않음)

    ◆ 보유 자산 

     �A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에서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단, 뿌리분야 경력은 반드시 해당업체 뿌리기업 확인서가 첨부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A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해당 분야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뿌리기업 확인서로 입증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A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D- 4- 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출석율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 가점

     �A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C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D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

함, 그러므로 감사장, 공로패 등은 제외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

장, 다문화센터장 등 표창은 제외됨)  명의의 정식표창을 의미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 있음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

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E  납세실적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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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점항목

     � 필요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