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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따라 【2018,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통계승인 제448001호)의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전체 243,367 221,104 192,769 172,351 142,458 112,744

제품 255,807 237,425 208,828 174,889 148,754 113,319

시각 232,070 203,087 185,934 168,889 137,665 112,753

패키지 274,330 228,686 191,415 180,938 141,406 106,658

서비스·경험 278,618 244,146 216,189 186,855 154,106 116,739

<표 1. 2018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
(단 위 :원 , 1인 /1일  기준)

<표 1>은 통계법에 의하여 공표하며, 2018년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전체 263,336 236,408 203,957 183,543 146,638 116,267

제품 266,935 246,440 216,142 192,364 154,693 115,985

시각 244,511 226,386 197,256 175,520 139,837 113,192

패키지 298,048 230,692 194,191 181,872 147,528 115,993

서비스·경험 285,732 249,899 221,850 195,029 156,917 130,307

<표 2.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
(단 위 :원 , 1인 /1일  기준)

※ 노임단가를 산업디자인 대가산정시 유의사항

Ÿ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 제11조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디자이너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Ÿ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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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기 금액은 조사 완료된 윌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Ÿ 근무 일수는 휴일 및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

Ÿ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2018년도 조사결과 대비 전체평균 5.6% 증가함.

Ÿ 2020년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표 2.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입니다.

Ÿ 적용일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9. 12. 2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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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분류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기준

총괄
디자이너 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 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초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4년~8년 미만
(디자인 박사학위 2년 인정, 
디자인 석사학위 1년 인정)

보조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기사 자격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준
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
상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표 3.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