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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
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 ·
스포
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녹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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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 · 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
출판 ·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 ·
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 ·
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