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전문가 등급 기준
<개정 2009.06.03., 2009.07.28., 2011.08.11., 2013.08.14., 2017.06.28., 2018.11.30.>

전문가 등급 기준(제4조
구분

관련)

자격 요건

1급

ㅇ
ㅇ
ㅇ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ㅇ
ㅇ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4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ㅇ
ㅇ
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5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ㅇ
ㅇ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7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①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
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
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②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 준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