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한국 

 

다음은 부록 6-나-3의 제2절에 따른 약속의 적용을 받는 한국의 전문가 목록이다. 

이 부록에 열거된 전문가는 부록 6-나-3의 제1절의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적 수

요심사의 적용을 받는다. 

1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기술자 

2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개발자 

3 기록장치 개발자 

4 하드디스크 개발자 

5 콘트롤러 개발자 

6 컴퓨터 기기 기술자 

7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자 

8 디스크드라이브 개발자 

9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자 

10 입ㆍ출력장치 개발자 

11 통신기기 연구원 

12 통신장비 연구원 

13 통신기술 연구원 

14 통신망운용 연구원 



15 모바일 회로 개발자 

16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17 인터폰 또는 전화기 개발자 

18 DMB수신기 개발자 

19 HFC망 운영 기술자 

20 SMS장비 운용원 

21 무선통신망 관리자 

22 전기 회선 관리자 

23 교환기 개발자 

24 광단국장치 개발자 

25 VMS장비 개발자 

26 RF통신연구 개발자 

27 유선통신망 기획자 

28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29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30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31 문자 서비스 장비 운용원 

32 전송기 개발자 

33 무선전화기 개발자 

34 디지털수신기 개발자 

35 DMB폰 개발자 



36 ADSL 장비 개발자 

37 VMS 장비 운용원 

38 통신망운용 기술자 

39 인터넷통신망운용 기술자 

40 통신공사 감리원 

41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42 통신응용 서비스 장비 개발자 

43 CDMA기술연구 개발자 

44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45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46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47 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48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49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50 통신망 설계 기술자 

51 정보통신 컨설턴트  

5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53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54 네트워크 컨설턴트  

55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56 정보보안 컨설턴트  



57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58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가 및 분석가  

59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0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61 리눅스 개발자 

62 MICOM제어 기술자 

63 운영체제소프트웨어 개발자 

64 FIRMWARE 개발자 

6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가 및 분석가 

66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8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69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70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71 프로토콜 개발자 

72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및 분석가  

7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7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75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76 네트워크 기술자 

77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78 인트라넷 기술자  

79 LAN 기술자 

80 VAN 기술자 

81 WAN 기술자 

82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83 웹 마스터  

84 웹 프로그래머  

85 재무 관리 컨설턴트  

86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87 인사 관리 컨설턴트  

88 송ㆍ배전 연구원  

89 전기계측제어 연구원  

90 전기감리 감독가 및 연구원  

91 시멘트 연구원  

92 항공기 기술자 

93 항공기기계 기술자 

94 인공위성 기술자 

95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96 자동차에 대한 특수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자동차 설계가) 

97 항공기 설계가 

98 석유 및 화학 연구원  



99 고무 및 플라스틱 연구원  

100 농약 및 비료 연구원  

101 도료제품 연구원  

102 화장품 및 비누제품 연구원  

103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104 천연 가스 생산 및 유통 기술자 

105 양조생산 기술자  

106 금속 연구원  

107 전기제품개발 연구원  

108 발전설비 연구원  

109 금형공학 연구원  

110 식물 연구원  

111 냉ㆍ난방 및 공조 연구원  

112 건설기계 연구원  

113 산업기계 연구원  

114 비행기 및 철도차량 연구원 

115 생물학자  

116 생화학자  

117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118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인도네시아 

 

다음은 부록 6-나-3의 제2절에 따른 약속의 적용을 받는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목록이다. 

이 부록에 열거된 전문가는 부록 6-나-3의 제1절의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적 수

요심사의 적용을 받는다. 

1 통신 운영시스템개발 기술자 

2 프로그래밍, 컴퓨터 컨설턴트 및 관련 활동 시스템 기술자 

3 화학산업 및 화학제품을 위한 화학제조 기술자 

4 화학산업 및 화학제품을 위한 화학공정 계측 기술자 

5 비기계 금형제품산업 및 관련 장비를 위한 커미셔닝 기술자 

6 폐수관리 커미셔닝 기술자 

7 음료산업 미생물학 전문가 

8 지열 시추 발전설비제어 기술자 

9 지열 시추 사업전략 고문 

10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사업 및 기업 위기관리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