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s~v` k`ly avsn~ vR vQ@q~XQk XYmQkyn~ (E-9) s[h` s^wO XYmQk rFkQy` 

m`r~@g ~̀p@q~Xy.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s^wO XYmQk rFkQy` s[h` sEqEsEkmQ lbn pEq~gly`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9.30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v^w~wQy @n`vn rFkQy`(E-9) vQs` vr~gy avEr#qE 3n @h ~̀ avEr#qE 4 yQ m`s10 y @s~vy avsn~ kr 

4.14~9.30 @mQ k`ly awr in~n @s~v`k`ly avsn~ vn vQ@q~X XYmQkyn~ awrQn~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pQtw~vW@mQ shn k`ly aw~hQtEv` a#wQ ay,wvm @s~v` k`ly avsn~ @n`m#wQ ay awrQn~ ayqEmQ krn 

qQny qQny mw qk~v` rFkQy` @s`y @n`gw~ ayt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vWs`@n`m#wQ h` an~wQmt @s~vy krnlq a`ywny k ’̂;Qk`r~mQk (E-9-3) @h ~̀ {Wvr (E-9-4)nmQ ayqEmQ 

km @n`h#k. 

□ 허용분야 및 기간 

ayqEmQ kQrWmt h#kQ k~@;~wYy h` k`l sWm`v 

ㅇ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s~v` k~@;~wYy ·pY@q~Xy) s^wO kmQkr#vn~ s[h` avsr @qn k^;Qk`r~mQk·{Wvr k~@;~wYy, 

pY@q~X 40k~ 

ㅇ (근무기간) ‘20.8.24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v#d krn k`ly) ‘20.8.24 sQt’20.10.31 qQny awr ptn~ @gn qQn30, qQn60, qQn90 

awrQn~ m`sQkv @w ~̀r` @gn aKn~dv v#d kQrWm. 

□ 근무조건  

@s~v` @k`n~@q~sQ 

◦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v#tEp) avm v#tEp~ nWwQy yt@w~ avm v#tEpt vd` v#dQ mEqlk~ @gvnv`.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rk~;N) k`r~mWk anwOr# rk~;Ny ayqEmQ krnv` (※ k^;Qkr~m nmQ rk~;Ny anQv`r~&y@yn~ q#mQy yEwOy) 

* 계절근로자가 숙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하나,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s^wO kmQkr#vn~ ht k$m bWm iqEmQ hQtEmQ avX&y vEv@h`w~ k^;Qkr~m.{Wvr aAX@yn~ s#pyQy h#kQ 

nmEw~, s^wO kmQkr#v` nQym kr a#wQ k$m bWm iqEmQ hQtEmQ aq`l mRql k^;Qkr~m.{Wvr a`ywnyt lb` 

qQy yEwOy. 

□ 신청 기간 및 방법  

ayqRmQ krn k`ly h` ayqRmQ krn kYmy 

ㅇ (신청기간) 8.24(월)~9.30(수) 

(ayqRmQ krn k`ly ) 8.24(monday)~9.30(wednesday) 

ㅇ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ayqRmQ krn kYmy) s^wO kmQkr#vn~ b[v` g#nWm mh ngr sx`v h` b[v` gn~n` sAK&`v 

bl` phw s[hn~ kYm awrQn~ ek~ kYmyk~ m`r~g@yn~ ayqEmQ krn~n. 

- 
①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②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③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①

EPS @vbQ advQy (www.eps.go.kr) smQbn~{ kr h` s^wO kmQkr#vn~ s[h` ayqEmQpw~ 

http://www.eps.go.kr)/
http://www.eps.go.kr)/


lQy`pqQAcQ kQrWm , 

aq`l kmQkr# k`r~&`lyt 
② wm` gQhQn~ 

(vQs`k`dQ pw rF@gn) @h ~̀ ③   ;#k~s~ m`r~g@yn~ h  ̀i@myQl~ 

m`r~g@yn~ s^wO kmQkr#vn~ ayqEmQ pwYy  ( bl`@p`@r`w~wO v#d  1~3 qk~v` k#mwQ @XY~NQy , @s~v  ̀k`ly 

sthn~ kr) il~lEmQ krn~n. 

□ 계절근로 참여 시 혜택 

s^wO kmQkr#vn~ s[h` iqQrQpw~ vW @s~v@y~ @y@qn ayt l#@bn v`sQ   

ㅇ 계절근로 참여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시 ①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10점) 및 ②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 

s^wO @s~vyt shx`gQvn~nn~ s[h` @s~v`k`ly avsn~ vW mvQ rtt @g`s~ psEv a`psE p#mQ@Nn vQt 
①

 vQ@X~; @k`rQy`nR x`;` vQx`gyt iqQpw~ vn ayt amwr  

(lkONE10 k~ ) h` ② a@nk~ ayqEmQ kr#vn~t vd` ik~mnQn~ @s~v` s~}`nyk~ @y`~jn` kQrWmt 

avs~}`vk~ lb` qW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