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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창업제한 업종
ㅇ 창업제한 업종 중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관련 전공 여부 판단, 학과명에 해당 업종명이 명시된 경우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 단,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전공자여도 창업 인정 불가할 수 있음(병원, 약국 등)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단, 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 인정)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은행 및 저축기관

64110 중앙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64911 금융 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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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

보험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65200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3 부동산 감정 평가업

병원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86103 치과병원
86104 한방병원
86105 요양병원

의원

86201 일반의원
86202 치과의원
86203 한의원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스포츠 서비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