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경영/인사 전문가

수행업무
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
된다.

세부직업
▸0221경영·진단
문가
▸0222인사·노무
문가

▸0241
문가
광고/조사/상품기
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0242
획/행사기획/감정
상품을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0243
전문가
등의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 ▸0244
▸0293
▸0234

전

광고·홍보 전
조사
상품
행사
통계
감정

전문가
기획자
기획자
사무원
전문가

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
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0261 기획·마케팅 사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무원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 ▸0262 인사·교육·훈련 사
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무원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한다.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는 사업체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 정
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
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
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0271 회계 사무원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리업
▸0272 경리 사무원
무는 청구서, 송장, 지불계정 및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
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경영/사
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
직

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담
당하고, 차량·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관련
무역·운송·생산·품 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재의 구매 및 물품
질 사무원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
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법률 사무원
연구
관련직

전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
무원

금융/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0315 손해사정사
수행한다.
▸0222 법률 사무원

인문·사회과학 연 철학, 역사학, 언어학, 심리학 등 인문과학 ▸1101 인문과학 연
구원
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구원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사회과학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이론
▸1102 사회과학 연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며 학술적 논
구원
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자연과학 연구원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
시험원
자의 지휘, 감독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
를 수행한다.

▸1211 자연과학 연
구원
▸1212 자연과학 시
험원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생명과학 연구원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여 시험 등 기
및 시험원
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기관,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보건, 연구 및 교
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1221 생명과학 연
구원
▸1222 생명과학 시
험원
▸1223 농림어업 시
험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
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1311 컴퓨터 하드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술, 웨어 기술자 및 연
컴퓨터하드웨어·통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다. 또한 구원
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의 제조, 설치를 ▸1312 통신공학 기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자 술자 및 연구원
문과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정보통
신/방송
관련 기
술·기능
직(기능
직의 보
조원은 소프트웨어개발자
제외)

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자료의 형
식, 자료 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
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체적 ▸1320 컴퓨터시스템 전
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한다. 이 직업은 I 문가
T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
보통신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1331 시스템 소프트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웨어 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 ▸1332 응용 소프트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 웨어 개발자
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1333 웹 개발자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1339 기타 컴퓨터 전
작성한다.
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집데이터
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데이터·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시스템 운영 전문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가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

▸1341 데이터 전문
가
▸1342 네트워크 시
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
영자
▸1344 웹 운영자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

정보보안 전문가

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
인, 오프라인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
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1350 정보보안 전문
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
가
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는 자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체계를 개발하는 전
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
통신·방송송출 장비
▸1360 통신·방송송출
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기사
장비 기사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8411 컴퓨터 설치·수
리원
정보통신기기 설치·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 ▸8412 이동전화기 수
수리원
치하고 수리한다.
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
기기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
리원
방송장비, 통신장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
방송·통신장비 설치·
▸8422 통신장비 설치·수
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정비원
리원
보수, 수리한다.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연극, 영화,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
연극·영화·방송 기
도, 조정한다.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
술자
독, 음향감독과 촬영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스크립터도 여기에 분류한다.

의료/보
건/사회
복지 관
련 종사 간호사
자(단순
직제
외)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
사
▸4166 영상·녹화·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
사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
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
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
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
게 치료, 질병 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 준다. ▸3040 간호사
조산사는 병원,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
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부나 산모
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영양사

수행업무

세부직업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
▸3050 영양사
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3065 물리 및 작업 치
의료기사·치료사·재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료사
활사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
사
▸3069 기타 치료·재
활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사회복
지/교육
관련 종
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한 직무에 종사 ▸3072 위생사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돌보거나 치료 ▸3074 의무기록사
사를 보조하여 재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3075 간호조무사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
료 종사자를 포함한다.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
사회복지사 및 상
탕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
담사
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311
▸2312
▸2313
사
▸2314

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
문리·기술·예능 강
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사
직업훈련, 취업,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
생을 가르친다.

▸2141 문리·어학 강
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기
술 및 예능 강사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
직업상담사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
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4112 번역가 및 통
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역가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
해 주는 자를 말한다.

문화/출
판/디자 번역가 및 통역가
인(캐
드) 관
련 종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뉴스 및 공적 성
자
기자 및 언론전문
4120 기자 및 언론전
격의 사건을 취재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가
문가
분석하여 기사 또는 논평을 작성하고 편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집한다.
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
4113 출판물 전문가
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4131 학예사 및 문
학예사·사서·기록물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서 문화재나 서 화재 보존원
관리사
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디자이너

▸4151 제품 디자이
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4152 패션 디자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너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4153 실내장식 디자
이너
※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 ▸4154 시각 디자이
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너
▸4155 미디어 콘텐
츠 디자이너

제도사(캐드원)

여러 분야의 기술자, 건축가 또는 산업디자
이너의 지휘하에 건축물과 제품이 실제 생 ▸1591 제도사
산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
는 일을 수행한다. 농수산물, 예술품, 기타 상
품류를 중개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영업원 및 상품중
이중 영업원은 영업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개인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
원으로, 영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
외 영업원을 구분하고 있다.
영업/서
비스/음
식 관련
종사자
결혼상담원
(단순직
웨딩플래너
제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
원
▸6124 제품·광고 영
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
매사
▸6129 기타 기술 영
업·중개 종사원

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
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인 결혼상담원은 컴퓨터
및
▸5121 결혼상담원
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최
및 웨딩플래너
적의 배우자와 연결시켜 준다. 웨딩플래너
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대행한다.
▸5211 여행상품 개
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여행 서비스원

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고객에
게 추천, 판매하고 여행과 관련된 예약·발
권·안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시설이나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에 대
한 전문적인 해설·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등 ▸5312 한식 조리사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
지거나 국, 찌개, 국물요리, 찜, 조림, 무침,
육류, 생선류, 면류, 분식 등의 다양한 음식을
▸5313 중식 조리사
조리하며 칵테일, 커피, 차, 등의 음료를
▸5314 양식 조리사
준비한다.
▸5315 일식 조리사
※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
리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제과·제빵원

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 등
을 배합하고 제빵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
여 반죽, 성형, 굽기, 장식 등의 과정을 거쳐 8711 제과·제빵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 등을 제
조하고 장식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
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건축·토목공학 기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감독, 연
술자 및 시험원
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건설 관
련 기술
(엔지니
어) 및
기능직

건설구조 기능원

건축마감 기능원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
술자
▸1403 토목공학 기
술자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
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
험원

▸7011 강구조물 가
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7019 기타 건설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구조 기능원
건설 및 기타 구축물의 기초나 골조 그리고 벽,
바닥, 문틀 등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굴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용
하여 설치,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한
다. 전통한식 기법으로 한옥이나 궁궐, 절
등 전통건축물을 만드는 직업도 포함된다.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
원
▸7025 도배공 및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 유리 부착원
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7026 건축 도장공
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장,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
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유리 부착,
도장, 새시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7027 새시 조립·설
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배관공

건물 및 기타 구조물, 플랜트,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에 물, 증기, 가스, 공기, 연료 화학 ▸7031 건설 배관공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운송, 공급하는 각종 ▸7032 공업 배관공
배관 설비를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7039 기타 배관공
가공·조립,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

해양, 연안 및 내륙 해안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각종
선박을 운전하거나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
의 항로를 결정하고, 승무원을 지휘감독하여
선장‧항해사 및 도
▸6212 선장‧항해사
항해 안전, 선원의 의료업무, 해상운송 등 갑
선사
및 도선사
판업무의 전반을 관리한다. 갑판선원의 활동을
감독, 조정하며 항구, 해협 등 연해의 도선 구
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입․출항로를
안내 및 지시한다.

화물차·특수차
운전/운 전원
송 기능
직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트럭 같은 차
운 량을 운전한다.
▸6223 화물차·특수
차 운전원
※ 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
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 등의 중
물품이동장비 조
▸6230 물품이동장
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운반,
작원(크레인·호이스
비 조작원(크레인·
교환, 장입, 적재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운
트·지게차)
호이스트·지게차)
전한다.
건설 또는 채굴 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흙
이나 유사 물질을 대상으로 굴착, 운반,
정지, 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살포 등
건설·채굴 기계 운 의 일을 하거나 영농 및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 ▸7040 건설·채굴 기
전원
기계 장비를 운전, 조작한다.
계 운전원
※ 단 단순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한다.
발전, 운송,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공학관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여기에는
련 기술
산업용 및 개인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특
기계·로봇공학 기
(엔지니
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
술자 및 시험원
어) 및
하는 로봇기술과 로봇 자체를 연구, 설계, 개
시험원
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기계장치와 시스
템의 안정성, 성능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511 기계공학 기
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
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
험원

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74개)
(1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재료(비금속)
공학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1521 금속·재료공학 기
금속·재료공학 기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술자 및 연구원
술자 및 시험원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1522 금속·재료공학 시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 험원
한다.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을 ▸1531 전기공학 기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술자 및 연구원
전기·전자공학 기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전 ▸1532 전자공학 기
술자 및 시험원
가 시스템, 장비, 부품의 무결성과 물리적 술자 및 연구원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 ▸1533 전기·전자공학 시
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
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
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
▸1541 화학공학 기
리를 감독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성분,
화학공학 기술자 및
술자 및 연구원
특성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시험원
▸1542 화학공학 시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공학은 석유화학, 고
험원
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
장품, 비누제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약품 기
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채광, 석유 또는 가스층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를 연구하고 특정 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
발, 시험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
원과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
에너지·환경공학 기 계하고 계획,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술자 및 시험원
개선이나 공해방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시험원을 포함한다. 위
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고 음
식점, 식품가공업체, 호텔 등 사업장의 위생,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가 정부 규정에 맞는
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원도 여기
에 포함한다.

▸1551 가스·에너지
공학 기술자 및 연
구원
▸1552 가스·에너지
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
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
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
사원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
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1561 섬유공학 기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
술자 및 연구원
한 섬유의 성형처리 및 제작공정의 품질관
험원
▸1562 섬유공학 시
리를 위하여 섬유 견본으로 실의 특성, 인
험원
장력, 수축 및 손상의 정도, 염료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1571 식품공학 기
식품공학 기술자 및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술자 및 연구원
시험원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572 식품공학 시
식품이나 원료 중의 비소, 납을 비롯한 중 험원
금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
소방·방재·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 ▸1581 방재 기술자
소방·방재·산업안전·
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및 연구원
비파괴 기술자
개발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검사한다. ▸1582 소방공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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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
또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험원
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
▸1584 산업 안전원
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
및 위험 관리원
다.
▸1585 비파괴 검사
원
▸8111 공업기계 설치·정
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
비원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기계장비 설치·정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 ▸8114 냉동·냉장·공조
비원(운송장비 제 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기 설치·정비원
외)
수리한다.
▸8115 보일러 설치·정
비원
▸8116 건설·광업 기
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
치·정비원
기계/금
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 운송장비 정비원
산직,
기능직
의 보조
업무 등
은 제외) 금형원 및 공작기
계 조작원

▸8121 항공기 정비
원
항공기, 선박, 기관차, 전동차, 자동차 및 기 ▸8122 선박 정비원
타 운송장비를 조정, 유지, 정비, 수리, 교 ▸8123 철도기관차·전
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
원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
▸8131 금형원
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정비하며
▸8132 금속 공작기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반복
계 조작원
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
냉·난방 설비 조작
▸1560 냉·난방 설비 조
일러를 조작하거나 건물 냉장 관련 기기를
원
작원
조작한다.
▸8161 일반기계 조
운송장비를 제외한 기계나 기계장비, 기계
기계 조립원(운송
립원
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한 결과를 검사한
장비 제외)
▸8162 금속기계부품 조
다.
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조립 또는 검사
원
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8172 자동차 부품 조
운송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
립원
한다.
▸8173 운송장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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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원

금속의 제련, 정련 과정에서 다기능 공정통제
▸8211 금속가공 제어
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제1차 형태의
금속관련 기계·설비
장치 조작원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
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공
계 조작원
정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기를 조작한다.

판금원 및 제관원

금속구조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
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판금기 및 제관기를 조작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을 각종 금속제품 및 그
부분품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
원

※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
는 단순업무는 제외한다

단조원 및 주조원

금속을 가열한 후 해머 등을 사용하여 금
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주
형을 만든 후 주물 원료를 용해 및 주입하
여 주조물을 제작한다. 철 및 비철금속 주
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기나 주조기를 조작
하는 직업을 포함한다.

용접원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
▸8241 용접원
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장비나 기기를
▸8242 용접기조작
조작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
원
계 및 로봇을 조작한다.

도장원 및 도금원

▸8251 도장원(도장기조
다양한 제품 표면에 페인트, 에나멜, 래커
작원)
또는 코팅 기기나 분사 기기를 조작하거
▸8252 도금·금속분
나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
무기 조작원

전기공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8311 산업 전기공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 ▸8312 내선 전기공
에 분류된다.
▸8313 외선 전기공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조작
원

▸8321 사무용 전자
전기/전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자 관련
▸8322 가전제품 설치·수
기능직 전기·전자 기기 설치· 현금인출기,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기기
리원
수리원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
(단순생
▸8329 기타 전기·전
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산직 제
자 기기 설치·수리
외)
원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
발전·배전 장치 조
▸8330 발전·배전 장치
를 조작한다. 각종 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작원
조작원
일반제조업체 등 비상전력설비가 있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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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자가발전 부서에 고용되어 있다.
전기·전자 설비 조 건물,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 ▸8340 전기·전자 설비
작원
를 조작, 유지, 보수한다.
조작원
석유·천연가스 제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학물이 ▸8511 천연가스 제
조 제어장치 조작 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 조 제어장치 조작
원
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
원

화학/의 섬유/의복기능직
료/식품
/기타
기능직
(단순생
산직 제 정육원 및 도축원
외)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
한다
▸8613 표백·염색기 조
패션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려
작원
옷본을 만든다
▸8621 패턴사
※ 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한다.
가축을 도살․도축하고, 세척․절단․손질 및 가공
▸8721 정육원 및 도
처리하여 관련 식품을 제조하며, 건조․염장 등
축원
의 보존처리를 한다.

▸8831 가구 제조·수
리원
목재, 가구, 귀금속, 간판 등의 분야에서 설
가구/귀금속/간판 기
▸8842 귀금속·보석 세
치와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작과 조립 기능
능직
공원
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다.
▸8852 간판 제작·설
치원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
을 기획․개발․운영한다.
∎기업재난관리자
경영/마케팅 관련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대응 및 2차 피해방지
는 물론 기업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
신직업
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재
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신직업

∎할랄전문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
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
한다.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초·중·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
사회복지/교육 관 장을 찾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
련 신직업
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전직지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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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지도한다.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
로자가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
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
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3D프린팅운영전문가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
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
(출력)한다. 3D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설계과정을 비롯해 3D프
린팅 과정, 출력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든다.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연구장비전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을 갖추고 장비 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공학관련 신직업(4
차 산업혁명 등)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
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대행,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
∎BIM전문가(디자이너)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
on Modeling) 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
설물을 구현한다.
∎드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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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 시장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드론 표준 전문가, 드
론 수리원, 드론 운항 관리사, 드론 조상사 등 드론 관련 신직
업이 분류된다.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취합하여 도시의 관리에 활용
하는 스마트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스마트팜 시설, 시스템 및 환경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작물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
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처리 등을 통하여 인
공 지능의 머신러닝/딥러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디지털금융강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서비스 관련 정보 및 전자상
거래 방법 등을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디지털 분야 신직 ∎스마트공장 운영자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제조과정 전부 또는 일부
업
과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향상시
키는 지능형 공장을 운영관리한다.
∎SW품질테스터
소프트웨어 정식 출시에 앞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여 문제점
및 보완점 등을 평가한다.
∎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 설비
의 상태, 생산공정, 제품유통경로 등 스마트공장을 구축·설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스마트 헬스케어 안내사
사용자 헬스케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임상분석 및 데이터 분
석을 통한 개인 대상 맞춤형 복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 신재생에너지차정비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분야 신직업
∎ 귀농귀촌 전문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 전 상담·귀농 관련 교육부터 귀
촌 후 주거·일자리·재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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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한다.
∎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대책 마
련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 대기환경시험원
대기환경오염원을 테스트 하여 환경상태를 평가, 환경 관련
각종 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
를 예방 하거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실시하는 등
의 역할을 담당한다.
∎ 태양광 설치 건설현장 감독
친환경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총
괄·관리·감독하는 역할 수행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사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의 실내공기
질 전문관리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한다.
∎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안전관리자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충전소)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운
영·관리 역할
∎ 자연환경해설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우수지역을 찾
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교육 및 생태 탐방 안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에너지 어드바이저
에너지 소비 현황 등을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한다.
∎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 및 생산 유통 가공 등 전반에 관한 관
리 업무를 수행한다.
∎ 나무의사
수목진료(수목 진단, 처방 및 예방 치료 전반) 업무를 전문적
으로 담당한다.
∎ 바이오 진단 전문가
질환 및 건강관련 신체지표 등 체외 진단 업무를 주로 담당한
다.
기타 직
기타 분야 직업
무

∎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미용과 청결에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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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감염병 등 질병 발생과 전파과정을 감시, 역학조사 및 자료
분석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재해 분석을 통해 건설물의 시공·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
하고 공종별 안전대책을 마련·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은퇴설계 전문강사
은퇴를 준비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은퇴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을 상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시멘터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석회석이나 석고를 가열하는 소성 작업을 거쳐 각종 시멘트
와 석회,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
틱 구성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
행한다.
∎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유족과 장례 절차를 상담하고, 장례용품 준비부터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관한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 생애경력 설계사
구직자나 재직자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작업역량을 분석하
거나 미래의 삶을 스스로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능
력개발을 코칭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원목 또는 1차 제재한 재목을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단판
또는 파쇄된 목재를 접착, 압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각종 목
재가공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직무
기타 직무(기존 선 기존에 선정된 신중년 적합직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다.(단,
정 직무 이외)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지원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