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조사표

성명

○ ○ ○

출생연도

년도(선택)

이메일

○ ○ ○ @ ○ ○ ○

휴대전화
주요학력
주소

010,011 등(선택)-○○○○-○○○○
고등학교(학교명), 대학(2~3년제)(학교명),
대학교(4년제)(학교명), 대학원(학교명)
○ ○ ○ 검색(도로명이나 지역명 검색)
(나머지 주소만 입력)
-직종 선택
(임원, 일반사무직, 영업직, 기술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경력

경력

디자이너, 기타)
-근무년수 선택
(1년미만, 1년~3년, 3~5년, 5년~10년, 10년이상)

기타
전문분야

주요경력을 상세히 기재
1차~3차 분류※

※

전문분야 (중복 선택가능)

o 1차분류(소분류)
- 섬유생산, 섬유가공, 섬유생산관리, 패션제품 기획, 패션제품 생산 등
o 2차분류(세분류(직무))
- 섬유생산(방사, 방적, 제직, 편직, 부직포), 섬유가공(사가공, 염색가공) 등
o 3차분류(능력단위)
- 방사(생산준비, 원료준비, 설비준비, 압출, 냉각, 테이크업, 원사품질관리,
제품보관, 설비보전, 위험요소관리) 등

□ 전문분야
1차분류

2차분류

(소분류)

(세분류)
방사

방적

섬유생산

제직

편직

부직포

사가공
섬유가공
염색가공

섬유생산
관리

구매생산관리
생산현장관리
패션기획

패션디자인
패션제품
기획
패턴
비주얼머천
다이징

3차분류(능력단위)
생산준비, 원료준비, 설비준비, 압출, 냉각, 테
이크업, 원사품질관리, 제품보관, 설비보전, 위
험요소관리
원료분석, 원가관리, 생산준비, 소모방, 혼타면,
소면, 정소면, 연조, 조방, 정방, 권사, 세팅, 원
사품질검사, 물류관리
직물분해설계, 직물조직도작성, 작업지시서작
성, 권사, 연사, 정경, 사이징, 통경, 직물제조,
품질검사
위편성물분해설계, 경편성물분해설계, 작업지시
서작성, 원사관리, 위편준비, 경편준비, 위편성
작업, 경편성작업, 편성물검단, 설비유지보수
생산준비, 카드웹생산, 에어레이웹생산, 습식웹
생산, 스펀본드생산, 멜트브라운생산, 니들펀칭
생산, 케미컬본드생산, 써멀본드생산, 스펀레이
스생산, 권취, 품질관리, 분해설계
계획수립, 원사준비, 사가공준비, 조건설정,
운전, 검사포장, 설비보전, 안전관리
생산준비, 전처리, 실험테스트, 침염, 날염,
DTP, 가공, 시험평가, 품질관리, 생산안전관리,
환경관리
생산기획, 원부자재구매환경조사, 원부자재선
정, 생산인프라구축, 원가관리, 외주공정관리,
품질관리, 납기관리, 재고관리
방사, 방적, 제직, 편직, 사가공, 염색, 가공, 생
산공정관리, 생산경영관리,
패션시장현황분석, 패션상품판매분석, 패션브랜
드전략기획, 예산기획, 시즌전략수립, 상품기
획, 상품품평, 생산기획, 영업기획, 판매관리
디자인자료수집, 디자인기획, 개발, 시제품개발
기획, 시제품개발, 시제품평가, 생산준비, 생산
투입, 커뮤니케이션전략지원, 디자인보완상품개
발
핏경향분석, 샘플작지분석, 패턴제작, 봉제사양
서작성, 생산기술지도, QC, 그레이딩, 소요량
산출, 품질관리
트랜드/브랜드분석, 컨셉설정, 컨셉실행, 매뉴
얼제작, 매장구성전개, 상품전개, 상품디스플레
이, 매장유지관리

제직의류생산
편직의류생산

패션제품
생산

가죽모피생산

패션소품생산

한복생산

의류유통관리

패션제품
유통

가죽모피유통
관리
신발생산유통
관리
패션소품유통
관리

신발개발,
생산

신발생산

일반영업
영업
해외영업

기타

생산의뢰서분석, 생산설계, 생산효율관리, 원부
자재검수, 재단, 봉제, 완성기계작업, 완성기타
작업, 품질검사
제품개발, 생산기획, 원부자재관리, 염색, 편직,
후가공, 패턴제작, 봉제, 품질검사, 포장
원피수집, 유성, 염색, 도장, 원단완성, 디자인
기획, 패턴제작, 성형재단, 봉제, 완성가공, 완
제품검사
디자인개발, 원부자재개발, 샘플제작, 원가계
산, 양산모델가격결정, 생산기획, 원부자재발
주, 양산제조, 양산패턴제작, 패션소품봉제, 완
제품검사
시장동향분석, 디자인기획, 소재가공, 작업공정
계획, 견본제작, 옷본제작, 마름질, 부분봉제,
겉·안감 합봉, 완성바느질, 품질검사
환경분석, 전략수립, 상품기획, 가격전략수립,
커뮤니케이션관리, 의류판매촉진관리, 상품운
영, 영업관리, 매장관리, 제고상품관리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경로기획, 사입관리,
가격결정, 판매기획, 상품관리, 판매원관리, 촉
진관리, 구매후관리
신발상품기획, 유통망관리, 광고관리, 매장환경
관리, 영업기획, 판매처재무관리, 영업관리, 신
발판매관리, 물류/재고관리, 공급처관리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전략수립, 상품기획,
점별영업계획, 사입관리, 가격결정, 입출고관
리, 촉진관리, 판매관리
생산계획수립, 규격서/채산서작성, 패턴제작,
금형제작, 원/부자재준비, 재단작업, 갑피제작,
창가공, 창조립, 제화작업, 시험과분석, 검사와
포장
영업내외부환경분석, 영업전략수립, 영업고객상
담, 영업제안준비, 영업계약체결/이행관리, 영
업성과관리, 영업고객불만관리, 영업고객유지관
리
해외시장조사, 해외영업상품분석, 해외마케팅전
략수립, 해외잠재고객발굴, 해외거래제안, 해외
고객협상, 국제계약체결, 해외영업계약이행관
리, 해외클레임처리, 해외고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