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자격종목 변천



직업훈련법 시행규칙
개정 ’74.05.14. 보건사회부령 제440호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77.07.05. 보건사회부령 제56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1급인형기능사 인형기능사1급 인형기능사1급
2급인형기능사 인형기능사2급 인형기능사2급
3급인형기능사 인형기능사보 인형기능사보
1급미용기능사 미용기능사1급 미용기능사1급
2급미용기능사 미용기능사2급 미용기능사2급
3급미용기능사 미용기능사보 <삭  제>
4급미용기능사 미용기능사보 <삭  제>
1급이용기능사 이용기능사1급 이용기능사1급
2급이용기능사 이용기능사2급 이용기능사2급
3급이용기능사 이용기능사보 <삭  제>
4급이용기능사 이용기능사보 <삭  제>
1급금속프레스기능사 금속프레스기능사1급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2급금속프레스기능사 금속프레스기능사2급 프레스금형기능사2급
3급금속프레스기능사 금속프레스기능사보 프레스금형기능사보
4급금속프레스기능사 금속프레스기능사보 프레스금형기능사보
1급타자기수리기능사 타자기수리기능사1급 타자기수리기능사1급
2급타자기수리기능사 타자기수리기능사2급 타자기수리기능사2급
3급타자기수리기능사 타자기수리기능사보 <삭  제>
4급타자기수리기능사 타자기수리기능사보 <삭  제>
1급기중기운전기능사 기중기기능사1급 기중기기능사1급
2급기중기운전기능사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기능사2급
1급불도저운전기능사 불도저기능사1급 불도저기능사1급
2급불도저운전기능사 불도저기능사1급 불도저기능사2급
1급로오드로울러운전기능사 로울러기능사1급 로울러기능사1급
2급로오드로울러운전기능사 로울러기능사2급 로울러기능사2급
1급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1급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1급
2급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1급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기능사1급 지게차기능사1급
2급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기능사2급
1급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기능사1급 공기압축기기능사1급
2급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1급자동차내부장치정비기능사 자동차내부장치정비기능사1급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2급자동차내부장치정비기능사 자동차내부장치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1급차량감정사기능사 차량감정사기능사1급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2급차량감정사기능사 차량감정사기능사2급 자동차검사기능사2급
2급전력케이블제조기능사 전력케이블기능사2급 통신나선기능사2급
3급전력케이블제조기능사 전력케이블기능사보 통신케이블기능사보
4급전력케이블제조기능사 전력케이블기능사보 통신케이블기능사보
1급고압합성기능사 고압합성기능사1급 고압합성기능사1급
2급고압합성기능사 고압합성기능사2급 고압합성기능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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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고압합성기능사 고압합성기능사보 고압합성기능사보
4급고압합성기능사 고압합성기능사보 고압합성기능사보
1급유기합성기능사 유기합성기능사1급 유기합성기능사1급
2급유기합성기능사 유기합성기능사2급 유기합성기능사2급
1급시멘트기능사 시멘트기능사1급 시멘트제조기능사1급
2급시멘트기능사 시멘트기능사2급 시멘트제조기능사2급
3급시멘트기능사 시멘트기능사보 시멘트제조기능사보
1급가구도장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1급 가구도장기능사1급
2급가구도장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2급 가구도장기능사2급
3급가구도장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보
4급가구도장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보
1급광고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1급 광고도장기능사1급
2급광고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2급 광고도장기능사2급
3급광고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보
4급광고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보
1급가눈섭기능사 가눈섭기능사1급 가눈섭기능사1급
2급가눈섭기능사 가눈섭기능사2급 가눈섭기능사2급
3급가눈섭기능사 가눈섭기능사보 가눈섭기능사보
4급가눈섭기능사 가눈섭기능사보 가눈섭기능사보
1급인장조각기능사 인장공예기능사1급 인장공예기능사1급
2급인장조각기능사 인장공예기능사2급 인장공예기능사2급
3급인장조각기능사 인장공예기능사보 인장공예기능사보
4급인장조각기능사 인장공예기능사보 인장공예기능사보
1급제과기능사 제과기능사1급 제과기능사1급
2급제과기능사 제과기능사2급 제과기능사2급
3급제과기능사 제과기능사보 제과기능사보
1급제빵기능사 제빵기능사1급 제빵기능사1급
2급제빵기능사 제빵기능사2급 제빵기능사2급
3급제빵기능사 제빵기능사보 제빵기능사보
1급양복재단기능사 양복기능사1급 양복기능사1급
2급양복재단기능사 양복기능사2급 양복기능사2급
3급양복재단기능사 양복재단기능사보 양복재단기능사보
4급양복재단기능사 양복재단기능사보 양복재단기능사보
1급양복봉재기능사 양복기능사1급 양복기능사1급
2급양복봉재기능사 양복기능사2급 양복기능사2급
3급양복봉재기능사 양복봉재기능사보 양복봉재기능사보
4급양복봉재기능사 양복봉재기능사보 양복봉재기능사보
1급양장봉재기능사 양장기능사1급 양장기능사1급
2급양장봉재기능사 양장기능사2급 양장기능사2급
3급양장봉재기능사 양장봉재기능사보 양장봉재기능사보
4급양장봉재기능사 양장봉재기능사보 양장봉재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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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양장재단기능사 양장기능사1급 양장기능사1급
2급양장재단기능사 양장기능사2급 양장기능사2급
3급양장재단기능사 양장재단기능사보 양장재단기능사보
4급양장재단기능사 양장재단기능사보 양장재단기능사보
1급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1급 한식조리기능사1급
2급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2급 한식조리기능사2급
3급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4급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1급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1급 양식조리기능사1급
2급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2급 양식조리기능사2급
3급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4급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1급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1급 일식조리기능사1급
2급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2급 일식조리기능사2급
3급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4급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1급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1급 중식조리기능사1급
2급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2급 중식조리기능사2급
3급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4급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보 <삭  제>
1급등죽세공예기능사 등죽세공예기능사1급 등죽세공예기능사1급
2급등죽세공예기능사 등죽세공예기능사2급 등죽세공예기능사2급
3급등죽세공예기능사 등죽세공예기능사보 등죽세공예기능사보
4급등죽세공예기능사 등죽세공예기능사보 등죽세공예기능사보
1급채소재배기능사 채소재배기능사1급 채소재배기능사1급
2급채소재배기능사 채소재배기능사2급 채소재배기능사2급
3급채소재배기능사 채소재배기능사보 채소재배기능사보
1급과수재배기능사 과수재배기능사1급 과수재배기능사1급
2급과수재배기능사 과수재배기능사2급 과수재배기능사2급
3급과수재배기능사 과수재배기능사보 과수재배기능사보
1급화훼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1급 화훼재배기능사1급
2급화훼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2급 화훼재배기능사2급
3급화훼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보 화훼재배기능사보
1급조원기능사 조원기능사1급 조원기능사1급
2급조원기능사 조원기능사2급 조원기능사2급
3급조원기능사 조원기능사보 조원기능사보
1급시설원예기능사 시설원예기능사1급 시설원예기능사1급
2급시설원예기능사 시설원예기능사2급 시설원예기능사2급
3급시설원예기능사 시설원예기능사보 시설원예기능사보
1급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1급 사진기능사1급
2급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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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보 사진기능사보
4급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보 사진기능사보
1급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1급 보석가공기능사1급
2급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2급 보석가공기능사2급
3급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보 보석가공기능사보
4급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보 보석가공기능사보
1급식품기계기능사 식품기계기능사1급 식품기계기능사1급
2급식품기계기능사 식품기계기능사2급 식품기계기능사2급
2급조화기능사 조화기능사2급 조화기능사2급
3급조화기능사 조화기능사보 조화기능사보
4급조화기능사 조화기능사보 조화기능사보
2급제화기능사 제화제갑기능사2급 제화기능사2급
3급제화기능사 제화제갑기능사보 제화제갑기능사보
4급제화기능사 제화제갑기능사보 제화제갑기능사보
2급제화기능사 제화저부기능사2급 제화기능사2급
3급제화기능사 제화저부기능사보 제화저부기능사보
4급제화기능사 제화저부기능사보 제화저부기능사보
2급제책기능사 제책기능사2급 제책기능사2급
3급제책기능사 제책기능사보 제책기능사보
4급제책기능사 제책기능사보 제책기능사보
3급사진식자기능사 사진식자기능사보 문선식자기능사보
4급사진식자기능사 사진식자기능사보 문선식자기능사보
3급블록판제판기능사 볼록판제판기능사보 볼록판제판기능사보
4급블록판제판기능사 볼록판제판기능사보 볼록판제판기능사보
3급수제가발기능사 수제가발기능사보 가발기능사보
4급수제가발기능사 수제가발기능사보 가발기능사보
3급기계가발기능사 기계가발기능사보 가발기능사보
4급수제가발기능사 기계가발기능사보 가발기능사보
3급초경가공기능사 초경가공기능사보 초경가공기능사보
4급초경가공기능사 초경가공기능사보 초경가공기능사보
3급합판기능사 합판기능사보 합판기능사보
4급합판기능사 합판기능사보 합판기능사보



직업훈련법 시행규칙
개정 ’77.11.21. 노동청훈령 제264호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79.07.06. 노동청훈령 제396호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78.02.17. 보건사회부령 제58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주산  1단 ~ 11단 주산  1단 ~ 11단 주산  1단 ~ 11단
주산  1급 ~ 7급 주산  1급 ~ 7급 주산  1급 ~ 5급
부기  1급 ~ 4급 부기  1급 ~ 4급 부기  1급 ~ 4급
타자조작  1급 ~ 6급 타자조작  1급 ~ 5급 타자  1급 ~ 4급

속기  1급 ~ 7급 속기  1급 ~ 5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