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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ar ICT Sector Infographics 

85%  

of households in 

Qatar now have a 

broadband 

connection up 

from 80% in 2010 

On average, a household in 

Qatar owns 

Qatari E-commerce is  

estimated to increase 
Qatari M-commerce is  

estimated to increase 

ictQatar 회사 소개 

ictQATAR는 카타르 정보통신부 정부기관으로, 2004년 카타르 전왕인 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중동 교육의 허브인 카타르가 IT의 허브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부가 혜택 

1. 정부소속 주거 제공 및 무료 의료보험 혜택  
2. 본인 및 가족 왕복 항공 티켓 제공  
3. 연간 45일 휴가 
4. 세금면제로 급여 100% 실소득 및 퇴직금  
 

 

1. Rf Emission Engineer  
   - 담당업무 : 안테나에서 방출되는 마

이크로웨이브 에너지 측정 관련  
2. Quality of Service Section Head  
    - 담당업무 : 통신 퀄리티 관련 부서

장 업무  
3.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ervice Head  
   - 담당업무 : 차세대 통신기술 시행 

관련 / Fixed & Broadband service와 
QoS 피라미터 평가와 모니터 업무  

4. Postal Service (Future Regulation) 
Section Head  

   - 담당업무 : 디지털 통신 미디어 접
속과 게시등과 관련 향후 규제 담당 
부서장 업무  

5. Senior Specialist GRC  
   - 담당업무 :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관

련 업무 기획, 실행 및 업그레이드 
담당 부서장 업무  

6. Sr. Specialist, ICT Specialist 
   - 담당업무 : 정통부 전략 기획 스페

셜리스트  
7. Manager – egovernment programs & 

standards  
   - 담당업무 : e-정부 2020 마스터 플

랜 실행을 위한 관리 및 매니징 업무  
8. Sr. Specialist ICT Career  
   - 담당업무 : Skill 섹션과 관련한 프로

젝트 업무 매니징 및 시간, 비용, 퀄
리티 모니터링 등 제반 관리 담당 업
무  

9. Sector Development Sr. Specialist  
   - 담당업무 : 정통부 투자 가능한 기

회를 찾고 prioritize하며, 연구 및 프
로젝트 운영담당  

10. ICT Adoption Specialist  
   - 담당업무 : 새로운 정통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의 기
술활용을 돕는 업무  

 

구인 현황 

이 공고는 2014년 10월30일~31일 2014 KOTRA 글로벌 취업상담회 방한확정 업체 공고입니다.  따라서 2014년 10/30~31일 "2014 
하반기 KOTRA 글로벌 취업상담회" 장소인 COEX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10월 15일까지 월드잡을 통해 지원가능하며, 2014년10월 
16일 이후부터 행사 일까지는 구직자 열람용으로 공고가 게재되어 면접대상자로 이력서 검토가 불가능하오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
다.  개별 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지원을 못한 구직자 분들께서는 행사 일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접수를 통해 
면접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사정에 따라 현장면접이 어려울 수 있음) 월드잡을 통해 많은 지원바랍니다. 

주최 

주관 

전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