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주력산업 분류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분류코드

분류명

설 명
닭, 오리 등의 각종 가금고기 및 조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
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예시>
·가금고기 통조림 제조 ·가금고기 훈제품 제조
·가금고기 햄 제조 ·가금고기 커틀릿 제조
·밀폐 포장한 가금고기 가공품 제조
<제외>
·가금동물 지방용출 및 정제(1040)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예시>
·어류 염장품 제조 ·어란 염장품 제조
·건어물 제조 ·젓갈류 제조(조미제품이 아닌)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염장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외>
·직접 소비용의 조미 젓갈제품 제조(10211)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0211)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0220)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공조제 활동에 결합된 냉동활동은 그 가공 조제품 생산활동에 부수되
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예시>
·냉동 어류 생산 ·냉동 갑각류 생산
·냉동 수산물 생산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제외>
·냉동수산물 보관업(52102)
·해조류 냉동품 제조업(10220)
각종 과실 및 채소를 소금, 식초, 장류, 기름, 혼합양념 등에 절임하
여 김치, 단무지, 피클 등의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예시>
·김치류 제조 ·단무지 제조
·오이피클 제조 ·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과실 절임식품 제조

<제외>
·설탕에 절임한 과실, 견과 및 채소 가공품 제조(10713)

절임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제거, 껍질벗기기 및 기타 방
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
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원액 및 원액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한다.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예시>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감자의 플레이크 제조
·감자의 분 및 조분 생산 ·과실 및 채소 잼, 젤리 제조
<제외>
·구입한 농축액 및 원액을 희석하여 100%주스 또는 희석주스를 제조
하는 경우(11209)
·마요네즈, 케첩 및 혼합조미료 제조(10742)
·건조한 채두류를 가공하여 분 및 조분 제조(10612)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712

빵류 제조업

<예시>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식빵 제조
<제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조제분말 및 그 반죽 제조(10613)
차를 가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율무, 유자, 꽃잎, 곡물 등으로 각종
차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말하며, 음료로 가공된 차제품은 제외한
다.

10792

차류 가공업

<예시>
·홍차(발효차) 제조 ·차 농축물과 엑스 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볶은 치커리 제조 ·둥글레차 제조
<제외>
·인삼차 제조(10795)
·캔음료(녹차, 홍차 등) 제조(11209)
콩, 메밀, 도토리 등을 원료로 두부, 유부, 묵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예시>
·유부 제조 ·묵 제조
·두부 제조 ·순두부 제조

<제외>
·생선묵 제조(10211)
·식용 한천 제조(10220)
인삼가공품 또는 인삼성분을 주재료로 한 각종 인삼조제식품을 제조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예시>
·인삼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제외>
·인삼주 제조(111)
·캔인삼음료 제조(11209)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 제조(2110)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 및
가공하여 조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
된다.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예시>
·스쿠알렌 제조 ·키토산 제조
·로얄제리가공품 제조 ·효모추출가공품 제조
·화분가공품 제조 ·클로렐라가공품 제조
·농축미네랄 제조
<제외>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0796)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
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예시>
·도시락 제조 ·피자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0793)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급식 서비스(5612 또는 5613)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
스, 과실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
타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여부를 불문하며 천연광수 및 천연탄산수를

생산하여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커피 및 캔차류 제조
<제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5994)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1202)
무기화학원소, 무기산 및 비금속 산화물,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물
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예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제조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 ·방사성 물질 혼합물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수산화나트륨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플루토늄 농축물 제조 ·핵연료 농축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의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외>
·산업용가스 제조(2012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2013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2020)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상태의 합
성수지물질을 제조하거나 식물성 물질을 처리하여 천연중합체, 재생
섬유소 및 그 화학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예시>
·에틸렌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중합체 제조 ·초산비닐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 수지 제조 ·아크릴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천연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텍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외>
·실내가향제 제조(20434)
·치약 제조(20432)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
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 혼합물,
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광물성, 동물성
및 식물성 재료 등을 혼합·조합하여 각종 재료 처리용 조제윤활
제품(석유성분 함유량이 70%미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용제, 활성탄,
고무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
용 제외)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04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제조업

<예시>
·정유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향료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그리스(조제) 제조 ·미생물용 조제배양제 제조
·활성탄 제조 ·조제절삭제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제조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제조
·염색 촉진 및 고착용의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제외>
·혈액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1300)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19221)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
나 각종 한의약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
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외>
·개인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6203)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1102)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고무 배합물, 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
의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러한 제품은 가황 또는 방직용 섬유물질로 보강한 것도 포함

된다.
<예시>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고무형재 제조·고무봉, 관, 호스 제조
·고무디스크, 링 및 와셔 제조
·기계용 고무제품 제조 ·전동용의 벨트 제조(고무피복)
·고무가 피복된 방직용 섬유 직물 제조
·고무접착테이프 등 고무화 직물 제조
<제외>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13991)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13993)
·재생용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22111)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22192)
·경화 고무제품 제조(22199)
원료상태의 플라스틱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포일, 필
름, 시트,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다. 접착물질 등을 피복 및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예시>
·비닐 제조
<제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2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3)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2291)
플라스틱물질을 성형하여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
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2240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예시>
·장비 조립용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애자 및 절연용 물품(전부가 플라스틱 재료제)제조
·플라스틱제의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제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222)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50)
·플라스틱 가구 제조(32099)
·사출성형품을 더 이상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
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철강재를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판, 로드, 바, 형강, 궤
도,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
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24121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예시>
·철강열간압연 제품 제조 ·스테인레스강 평판 제조(열간)
·합금강 평판 제조(열간) ·철강 봉 제조(열간)
·철강 형강 제조(열간)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 철강 제조
<제외>
·철강선 제조(24123)

24132

강관 제조업

강재를 단조·인발·압출, 용접 및 기타 가공하여 무계목강관,
단접 강관, 용접강관, 박질강관이나 튜브 및 관연결구를 제조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강관 또는 중고 강관을 인발 또는 재생인발하여 강관을 제조
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박질강관 제조 ·단접 철강관 제조
·철강관 연결구 제조 ·압출 철강관 제조
·강관 제조 ·철강튜브 제조
·중고 철강관 재생인발제품 제조
<제외>
·주철관 제조(24131)
구입한 철강재를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
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재 성형가공
과정에 결합되어 표면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성형가
공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24191

도금,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예시>
·열처리 강재 생산 ·주름처리 강재 생산
·도금, 도장 및 피복 철강재 제조
<제외>
·단조 금속제품 제조(259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가공제품의 표면처리 활동
(2592)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분말을 형틀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부품
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분말 야금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조방법에 의하여 각종 금속단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제외>
·1차 형태의 단공철강재 생산(24199)

25921

금속 열처리업

기계부분품 및 일반철물 등 금속가공제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금속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
는 도장·법랑처리·충전·착색·기타 피막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
는 비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가공하여
특정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금속
또는 비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제외>
·소재상태의 절단 강재 생산(2419)
·가압방법에 의한 금속압형제품 제조(2591)
·연마방법에 의한 금속표면 처리(25929)
·철골용접공사 활동(42131)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서 금속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착색·연마 및 기타 금속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수동식 톱 및 톱날, 기계용 톱날제조를 포함하여 기계용 또는
수공구용 호환성공구, 공구용의 판, 봉, 팁 및 유사제품을 제
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계용 칼 및 칼날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예시>
·톱 및 톱날 제조(수동식)
·호환성공구 제조
<제외>
·수지식 전동톱 제조(29195)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110

2612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예시>
·기억소자 제조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조
·전자집적회로 제조 ·초소형 조립회로 제조
광전자를 포함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
한 반도체소자,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수정진동자 제조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제조
·광전도 셀 제조 ·다이리스터, 다이액과 트라이액 제조
·게르마늄다이오드 제조 ·실리콘트랜지스터 제조
각종 형상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
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26211

26219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예시>
·액정디바이스 제조 ·액정 크리스탈 표시단위제조
<제외>
·특정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 해당제품의 특성에 따
라 분류
·액정액 제조(20499)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액정디스플레
이 이외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
동으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예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
·OLED 제조
<제외>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회로기판 제조 ·인쇄배선기판 제조
<제외>
·전자초소형 집적회로 제조(26110)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전자부품을 실장(26222)
표면실장기술 등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예시>
·표면실장기술(SMT)에 의한 전자부품 실장
·인쇄회로조립품 제조
<제외>
·인쇄회로기판에 전자부품을 실장한 후 추가 조립공정을 거쳐
특정 기기의 전용 구성품화 된 경우 기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
전자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92

전자축전기제조업

<예시>
·전자축전기 부분품 제조 ·전자축전기 제조
·전기축전기 제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제외>
·축전지 제조(28202)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자주파수 및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95

전자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예시>
·전자 변성기 제조 ·전자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제조
·전자 유도자 제조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제조
<제외>
·전기 기기용 전압조정기 제조(28112)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
·디플렉션코일 제조 ·새도우마스크 제조
·전자총 제조 ·리드프레임 제조
·전자접속자 제조 ·전자감지장치(센서) 제조
·감광 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제조
<제외>
·전자 변성기, 전자코일 및 유도자 제조(26295)
컴퓨터용 기억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예시>
·CD드라이브 제조 ·광디스크드라이브 제조
·보조기억장치 제조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조
·USB 제조 ·주기억장치(RAM 및 ROM) 제조
각종 컴퓨터용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323

컴퓨터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주변기기 제조업

<예시>
·레이저 프린터 제조 ·잉크제트 프린터 제조
컴퓨터용 모니터 및 프린터를 제외한 컴퓨터용 입출력장치(입
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억장치의 내장여부를 불문한다.
<예시>
·스캐너 제조 ·마우스 제조
·컴퓨터용 자판 제조 ·자료전사기 제조
·스마트카드 리더 제조 ·바코드 리더 제조
<제외>
·컴퓨터용 모뎀 제조(26296)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
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전화기세트 제조(유선) ·유선전신장치 제조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팩시밀리 제조(유선)
·텔레프린터 제조 ·광섬유전송시스템 제조
·반송통신기 제조 ·신호변환기 제조(반송통신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사진 전신기 제조(유선)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 경보시스템 제조(유선)
이동전화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무선전화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이동전화단말기 제조활동도 포함된다.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예시>
·휴대폰 제조
<제외>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26410)

26429

26511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무선호출기, 무선전신기 등 기타 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선 전신기 제조 ·무선전신용 송신기 제조
·무전기 제조 ·무선 팩시밀리 제조
<제외>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26410)
·통신위성 제조(31310)
각종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LCD TV 제조 ·플라즈마 텔레비전 제조
·브라운관 TV 제조 ·휴대용 텔레비전 제조
<제외>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2621)
·전자관 제조(26291)
비디오 등 각종 기타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예시>
·가정용 비디오 제조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
·DVD 제조
<제외>
·방송용 카메라 제조(26421)
·CCTV용 카메라 제조(26421)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

로서 촬영용, 진단용, 치료용의 것도 포함된다.
<예시>
·X선 장치 제조 ·CT 제조
·자동단층촬영기 제조 ·혈관조영촬영장치 제조
공업용 방사선장치 제조 ·실험검사용 방사선장치 제조
<제외>
·레이저 발생기 제조(27329)
·레이저 공작기기 제조(29221)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기능 검
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예시>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측정기 제조 ·청력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보육기 제조
<제외>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2719)
·진단용 방사선장치 제조(27111)
치과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의 치과 전용기계 및 기구
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예시>
·치과용 드릴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바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27112)
·치과용 시멘트 제조(213)
·주사기, 주사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27199)
·인조치아 제조(27192)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외
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된다.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예시>
·인공장기 제조 ·골절치료구 제조
·치과 기공소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보정기 제조
·인체부분 제조(인조) ·의치 제조
<제외>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1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예시>
·기계적 요법기구 제조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시력측정기 제조 ·임신 진단기 제조
·안과용 기기 제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주사기 및 주사바늘 제조 ·수혈세트 및 수액세트 제조

·기계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산소흡입기 제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제조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검사램프 제조(의료용)
·내시경 제조(광학식) ·살균기 제조(의료용, 이화학용)
·에어로졸치료기 제조 ·가스마스크 제조
·마사지용 기기 제조(의료용)
<제외>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27112)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장비 제조(27111)
·전기안마기 제조, 비의료용(28519)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
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
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
사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예시>
·부력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제품역량계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의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검사기 제조
·충격검사기 제조 ·제품부조화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시험기 제조
<제외>
·전기적 량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27212)
난방용 기기 및 공기조절장치, 냉동기 등과 같은 각종 가정
또는 상업환경용 기기의 작동에 관련되는 기체 및 액체의 유
량, 압력, 온도, 밀도 등의 각종 관련 변수를 자동조정하는 장
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는 측정장치,
조정장치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
적 량이나 비전기적 량을 전기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예시>
·온도자동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수위 자동조정제어장치 제조
·안전판 제조(기기용) ·가스버너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습도조절장치 제조(기기용) ·매노우스타트 제조(기기용)
·공기유입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제외>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27216)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실리콘수지, 플라스틱물질 및 기타 재료로 광섬유, 편광재료제
의 판 및 기타 재료를 광학적으로 연마 및 가공하여 각종 광

학요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광섬유 제조 ·프리즘 제조
·광학용품 제조 ·반사경 제조
·편광재료제의 판 제조 ·콘텍트렌즈 제조
·렌즈 제조 ·안경렌즈 제조
<제외>
·광학적 연마가공을 하지 않은 유리생지 제조(23121)
·광섬유 케이블 제조(28301)
·카메라, 영사기, 사진실기기용 대물렌즈 제조(27322)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예시>·쌍안 확대경 제조 ·천체관측용 기기 제조(광학)
·망원경 제조(광학) ·현미경 제조(광학)
·화기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보정용 인조눈 제조 ·레이저기 제조(레이저다이오드 제외)
<제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27219)
·레이저이용 공작기기 및 의료기기 등은 그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26211)
전기모터, 발전기세트, 회전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예시>
·전동기 제조 ·발전세트 제조
·직류발전기 제조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제조
·태양광 발전세트 제조
<제외>
·자동차 또는 내연기관용 발전기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30392)
·유압식 모터 제조(29120)
교류전류를 전압 및 기타 전기적 특성이 다른 교류로 변환시
키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력용 변압기, 특수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8112

변압기 제조업

<예시>
·전압조정기 제조 ·변압기 및 그 부분품 제조
<제외>
·전자기기용의 전자변성기 제조(26295)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28113)
·방사선 기기용 고주파발생기(변압기) 제조(27111)
·산업처리용 전압 자동조정기 제조(27216)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예시>
·건전지
·콘버터
·인버터
·무정전

충전장치 제조 ·밧데리 충전기 제조
제조 ·파워팩 제조
제조 ·아답터 제조
전원장치 제조 ·전기 유도자 제조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를 제
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위치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전기커넥터 제조 ·서지억제기 제조
·전기터미널 제조 ·플러그와 잭 제조
·계전기 제조 ·전력차단기 제조
·소켓 및 콘센트 제조 ·램프홀더 제조
·퓨즈 제조 ·전기 접속자 제조(기기용)
·피뢰기 제조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의 기기용 배전반 및 전기제어
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2721)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된다.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예시>
·AC 및 DC드라이브 제조 ·모터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
·전기제어기 부분품 제조 ·배전기 부분품 제조
·수치제어반 제조 ·PLC(프로그램내장 컨트롤러) 제조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기타의 기반 제조
<제외>
·산업용 컴퓨터 제조(2631)
·산업처리공정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27216)
·상업 및 주거환경용 기기 자동조정장비 제조(27215)
·시계구동부 제조(27401)
·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28121)
·전자기기용 튜너 및 전자 접속장치 제조(2629)
·내연기관용 모터 시동기 제조(30392)
리튬이차전지 등 각종 규모와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축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
성을 가진다.

28202

축전지 제조업

<예시>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제조
·리튬폴리머 전지 제조 ·니켈카드뮴 전지 제조
·연축 전지 제조 ·니켈수소 전지 제조
·격리판 제조(축전지용)
비철금속 등에 절연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의 절연피
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또는 절연케이블 및 절연동
축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8302

2842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예시>
·절연금속선 제조 ·절연금속케이블 제조
<제외>
·비절연 비철금속선 제조(242)
·비절연 금속케이블 또는 전기도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
복케이블 제조(25943)
·광섬유케이블 제조(28301)
·절연선 및 케이블 절단가공하여 코드세트를 제조(28303)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
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

치 제조는 제외된다.
<예시>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제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28423)
·교통신호장치 제조(28903)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28421)
·의료검사용 조명등 제조(2719)
일반산업용, 공업용 또는 계량용 공기펌프 및 기타 가스 펌프
장비와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예시>
·공기펌프 제조 ·가스펌프 제조
·기체압축기 제조 ·진공펌프 제조
·왕복펌프 제조(공기용적형) ·회전펌프 제조(공기용적형)
<제외>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29120)
·액체펌프 제조(29131)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
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밸브 및 온
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된다.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예시>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
<제외>
·유압(공기압) 밸브 제조(29120)
·내연기관용 밸브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제조와 동일하게
분류
·비경화고무제, 유리제, 도자제의 탭, 콕, 밸브 및 유사장치 제
조는 그 재료에 따라 2219, 231, 2321에 각각 분류

가스발생기, 열교환 장치, 기체 또는 공기액화용 기기,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의 증류기, 건류기·정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29176

29271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예시>
·가스발생기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기체액화용 기기 제조
·정류기 제조 ·건류기 제조
·액체 정류기 제조 ·공기액화용 기기 제조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쇄회로
기판 제조관련 장비 및 반도체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제조는 제외된다.
<예시>
·반도체 조립용 장비 제조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제조
·포토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제조

<제외>·반도체 시험 검사기 제조(2721)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패널(FDP)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FDP, 구동회로, 백라이트유닛 등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평판디
스플레이를 조립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평
판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제조용 기계, 백라이트유닛 제조용
기계 등 평판디스플레이 구성요소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
업활동은 제외된다.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
는 장비제조도 제외된다.
<예시>
·FDP 제조용 기계 제조 ·평판디스플레이 조립용 기계 제조
<제외>·평판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제조용 기계 제조(29299)
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압형, 성형용 주형을 제조하거나 주
형 제조용 모형 및 산업용 모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예시>
·다이 및 펀치 제조 ·주형틀 제조
·금형 제조(각종 물질용) ·주형베이스 제조
·산업용 모형 제조 ·콘크리트 제품용 주형 제조
<제외>
·지그 및 관련장치 제조(29229)
·잉곳용 주형 제조(2923)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
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예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제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
(31920)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3340)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 산업 및 상업
등의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35120

송전 및 배전업
<예시>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전기영업소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게
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시>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게임 S/W 개발
·PDA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제외>
·PC 패키지게임 S/W 개발(58219)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 S/W 개발(58219)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유
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시>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 S/W 개발
·DBMS 개발 ·보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밍 언어 개발 ·임베디드용 시스템 S/W 개발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5821)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
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시>
·통계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5821)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통
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61210

유선통신업

<예시>
·유선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인터넷 서비스 ·유선통신회선설비 임대
<제외>
·임차한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1291)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1220

무선통신업

<예시>
·무선전화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TRS 사업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예시>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제외>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582)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시
스템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개발, 판매, 시스템설치, 시스템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시스템통합설계 자문
·근거리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설계 ·정보관리 컴퓨
터시스템 통합설계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
로서 컴퓨터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컴퓨터 장애 복구 ·소프트웨어 설치
<제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111

자료 처리업

<예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 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제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
(63991)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상품소매(47911)
·온라인상의 증권중개서비스(66121)
·온라인상의 부동산중개서비스(68221)
·온라인상의 인력알선서비스(7511)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
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
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
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예시>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학습정보 온라인 서
비스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제외>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

86101

종합 병원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
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