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PCB, 플랜트, 섬유, 패션, 제지, 탄소, 나노

철강, 비철금속, 세라믹, 시멘트, 유리, 일반기계, 장비, 로봇, 항공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ㆍ해양플랜트, 전자ㆍ전기, 조명,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석유화학, 타이어
전자상거래, 대형할인마트, 가맹사업, 포장산업, 무역 전시회 참가 관련기업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무역상사
외투기업(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의 지분투자 및 법인설립을 위한 방문 등)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중견기업, 생활소비재, 디자인,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LNG, LPG, 오일협약 관련기업

정유사(현대,SK,GS,S-OIL),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기업 및 적용사업 관련
기업

해외원전협력(원전기자재, 원전건설 등), 광물자원개발 관련기업
해외석유가스개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2  중소기업

1. 중소기업 및 중기부 업무관련 기업·단체,

2. 스타트업(벤처, 창업), 자영업·소상공인(전통시장)

3  문화･체육
1. 문화·예술(한국어, 전통문화, 국제문화, 문학, 공연, 전통예술, 국악, 시각예술,
공예 등)

2. 박물관, 도서관(단, 학교 도서관은 교육부), 종교
3. 정부홍보, 신문 및 정기간행물(관련 협회·단체에 한함)
4. 문화산업(영화제, 캐릭터, 게임, 음악, 만화,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노래연습장 등)
5. 저작권
6. 광고·광고관련 단체(단, 옥외광고(샤이니지)는 행안부, 온라인광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7. 출판·인쇄(출판유통, 독서 등)
8. 스포츠(경륜, 경정, 전통무예,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 용품, 프로경기,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등)

9. 관광(축제, 템플스테이, 여행길, 시티투어, 관광숙박업, 휴양업, 야영장, 유원시설 등)

4  IT･정보통신･기초과학

1. 우주과학, 우주기술, 우주산업, 우주탐사, 우주발사체, 우주핵심기술사업

2. 관측시스템, 지구해양극지, 위성기술개발, 달탐사

3.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방사선 이용, 비파괴검사

4. 과학기술분야, 과학영재, 과학기술인재, 과학의 날 행사, 과학기술단체

5. 정보통신, 우정(우편)사업, 국가정보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6. 인터넷, 전자거래, 소프트웨어

7. 모바일콘텐츠, 디지털콘텐츠

8. GPS, 정보보호, 전자서명, 전기통신사업, 무선인터넷, 이동통신

9. 방송사업, 유선방송, 지상파방송



5  보건･의료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2.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의료재활, 직업재활, 활동 등)
3. 노인복지, 치매지원

4. 보육, 어린이집, 보육시설
5.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보장

6. 의료인, 의료기술, 의료기관
7. 암검진, 건강보험

8. 정신건강, 자살예방
9. 의료서비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산업,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10. 보건의료 연구개발, 재생의료

6  산학협력

1. 유치원,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기타 교육청 소관 사항

2. 한국어의 해외보급(한국어능력시험, 한글학교 등)

3. 재외동포 교육

4. 대학입시

5. 대학진로교육, 대학생 취업, 대학창업지원

6. 산학협력, 중등직업교육, 고교직업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7. 학교법인, 교원정책, 교과서, 학교도서관

8. 유아교육, 방과후 학교, 다문화가정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특수교육

9. 학생건강, 평생학습, 이러닝
 

7  금융

1. 은행업

2. 대부업, 여신업

3. 금융투자사, 증권사

4. 회계관련(기업회계, 공인회계사)

5. 신용평가, 신용정보, 신용보증

6. 외국환업

7. 보험업, 공제사업, 공영보험

8. 가상통화, 전자금융, 금융전산, 금융데이터
 

8  건설･교통

건설(플랜트제외)분야, 철도 분야, 항공운항 분야, 항행안전무선시설 분야

인천공항공사 건설사업 분야, 교통정책 학술대회 국제행사 등

물류정책 학술대회 국제행사 등, 자동차정책 학술대회 국제행사 등



9  수산･해운

1. 해상물류·여객, 선박 매매·검사 등(선박 신조 업무 제외)
2.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시설

3. 해양과학기술, 해양광물자원,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4. 독도, 해양관측

5. 해역관리, 해양오염, 해양폐기물, 해양생물, 해양보호구역, 갯벌
6. 해양수산생명자원, 어업협정, 원양어업, 수산물

7. 어업, 어선, 어촌, 어항, 선원, 도선사
8. 바다목장, 바다숲, 낚시, 어장

9. 수산물 수출·가공, 양식
10. 항만, 항만물류

 

10  농림･축산･식품
1. 검역(동물, 축산, 식물), 가축방역, 수의사 관련 등

2. 낙농업, 축산, 우유제품, 유가공 산업, 사료 등
3. 식품산업, 가공식품, 전통발효식품, 전통주 산업

4. 농산물유통, 농산물직거래, 원예산업
5. 종자, 곤충, 동물보호법(동물복지), 농업기계, 비료(퇴비)  

11  식품안전･의료기기･의약품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2. 수입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안전관리

3. 의약품(바이오), 마약류,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12  방위산업

1. 방산물자 수출 관련 (방산물자 수출 금융ㆍ보험, 방산 전시회 등)
2. 대외군사판매제도(FMS) 관련

3. 무기체계 관련(인증, 통합, 상호운영, 주파수, 표준화 등)

4.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방산 중소기업

5. 군용 총포, 도검, 화학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관리
6. 방산자산관리, 방산업체 수출 관련

7. 국방과학기술, 국방연구개발

8. 방위산업기술보호

9. 민군기술협력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