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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따라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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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전체   250,371   221,367   197,822   176,649   143,479   117,239 

제품   261,394   233,719   212,700   181,173   148,303   119,222 

시각   235,356   208,688   184,311   172,834   139,498   114,327 

패키지   292,821   231,603   187,101   172,647   143,457   120,055 

서비스·경험   300,276   285,057   239,774   196,754   155,192   130,251 

<표 1.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단 위 :원 , 1인 /1일  기준)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산정 시 노임단가 활용 유의사항

Ÿ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

용기준)의 ‘디자이너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Ÿ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 상여금,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

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Ÿ 상기 금액은 조사 완료된 윌 임금을 평균 근무일 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Ÿ 근무일 수는 휴일 및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함

Ÿ 2021년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표 1.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임

Ÿ 적용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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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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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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