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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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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

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업종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근‘4차 산업혁명시대’에 떠오르는 융합기

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 분류

체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분야

로 로 구분하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Ⅰ. 서론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대학을 중

심으로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기존기업의 성장지원에서 

창업기업 육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

으로 수행되는 비영리 국제연구프로젝트인 GEM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는 창업 목적에 따라 생계

형 창업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hip)과 기회추구형 창

업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hip)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저개발 경제에서는 생계형 창업이 일반적인 현상이

며, 경제가 점차 발전하면서 생산적인 산업부문의 성장과 

더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은 점차 

감소하고, 부(富)와 국가 기반시설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회추구형 창업의 증가 및 전반적인 창업 활동이 질적으

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강조하였다(GEM Global Report, 
2016-2017).

국내 창업환경 또한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증가는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산업별 경쟁을 발생시킨다(안승구, 2017).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

장을 위해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며,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정경희·성창수, 
2017). ICT와 다른 기술이 융합되면서 관련 산업을 비롯하

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형태의 다양한 변화와 성과가 창

출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종현, 2012). 4차 산업혁명을 견인

하는 ICT 산업의 중요성 및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이러한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이장

균, 2017).
이러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

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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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 진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7). 창업 활

성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창업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의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크게 기술기반업종과 이외 업종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창업기

업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가 아닌 산업 전반의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기술기반과 

이외의 업종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ICT 산업 환경의 

역동성 증대에 대응하고, 산업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여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

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정현

준 외, 2015). 
ICT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CT 산

업분류를 별도 기준화하였으며, 이 또한 ICT 실태조사의 

분류와 ICT 수출입통계 분류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외 대

부분의 세부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

고 있다. 또한, 미래부 ICT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

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통계와의 연계분석이 어려운 실정

이다(정현준 외, 2016). 또한, 각 정부 기관별 업종 분류기

준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의 창업 생태계 및 정

책 방향, 실질적 창업기업 투자현황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의 업종을 분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다.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기술의 융복합으로 인해 산업간 경

계를 넘어 제조 및 서비스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위상과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 중요성도 강조되어 

진다(이은민, 2016). 따라서 산업군에 따른 업종 분류의 혼

재된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창업기업의 신규 

업종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현재 산업군에 따른 별도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며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의 확대와 이에 따른 

창업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급변하

는 기술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에 대한 

업종 분류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과 지원

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창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CT 융합기술의 발전으

로 창업 생태계 동향을 살펴보고 창업업종분류의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하여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업종 분류체

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

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기업 업종 분류
 
업종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에 따라 다

양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중 전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 기술기반 창업업종 및 이외 업종

으로 분류되어 있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7).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창업 활

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창업기업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

르면 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인 기술기반 창업업종 

현황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기술기반창업은 크게 제조

업과 지식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 지원 정책

의 주요 대상은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창업(제조업, 
지식서비스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되어 진다. 기술창업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술기반으로 창

업한다는 의미로 일반 창업기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다. 일반창업은 기술창업을 제외한 모든 창업기업으로 분

류된다(김춘근 외, 2014; 정경희, 2018).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의미하

며,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

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

업 활동을 의미한다(황보윤 외, 2015).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조업은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

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그 제품을 자기명의

로 제조,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하는 경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하

고 있다. 지식서비스업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

반화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EU는 지식집약비즈니스 

서비스로 지식을 중간재로 투입하여 해당 기업의 내부 서

비스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생산의 품질과 효

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하고 

OECD는 지식기반산업을 R&D 활동이 활발하거나, 지식기

반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기술인 정보통신기술

(ICT) 및 관련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높거나, 기술혁신의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숙련 인력의 투입 비중이 높은 산

업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어느 업종이든 생산 활동에 있어 

일정한 지식투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식기반

산업을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본의 투입이 다른 산업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식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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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즉, OECD
의 경우 연구개발(R&D)활동, 정보통신기술(ICT) 투입, 고

급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

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ETRI의 기술전략연구본부(2012)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서비스업 중, 지식이 내재된 무형자산을 

생산 활동의 중간재로 투입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EU의 지

식집약비즈니스 서비스의 정의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비즈

니스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중 지식을 집약적으로 사용

하는 업종이라는 점이다(김방룡, 2012). 즉, 지식기반산업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히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식을 집약적

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써 금

융, 통신, 사업서비스(디자인, 컨설팅, R&D 등), 교육, 의료

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7). 중

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의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

사에 따른 창업업종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창업업종 분류(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p22-23.

2.2. 창업 생태계 동향
 
정부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소기업이 혁

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

하게 지원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이에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4
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6개 과제, 창업과 혁신성장 관련 3
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묶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를 4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7개 

과제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와 같이 정부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화 촉진으로 경제, 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확산되었으며, 데이터 활용기술의 발

전을 통해 초지능·초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전체 산업 생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술
기반
업종

C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외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J
58)출판업, 59)영상,오디어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M
70)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r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75)사업지원 서비스업

Q 86)보건업, 87)사회복지 서비스업

R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P 85)교육서비스업

이외
업종

B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F 41) 종합 건설업, 42)전문직별 공사업

H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수상 운송업, 51)항공 운송업,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N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A 01)농업, 02)임업, 03)어업

D 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수도사업

G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도매 및 상품중개업, 47)소매업

I 55)숙박업, 56)음식업 및 주점업

K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R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E
37)하수, 페수 및 분뇨 처리업, 38)페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S 95)수리업,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L 68)부동산업, 69)임대업

국정과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1)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2)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3)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4)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5)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6)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3)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복합·혁신과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1)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신설
2) 과학·기술혁신으로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
3)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4)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 혁신
6)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교육 혁신
7)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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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미 ICT 기반 플랫

폼 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경계를 

넘어전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서비

스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백동명, 2017). 이와 같이 세계

적으로 ICT 흐름 및 이슈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 산업군을 대상

으로 ICT 정책과 전략이 포함된 창업육성정책이 수반되어

야 한다(변화성, 2017).
국내외 ICT 기술과 투자 및 마케팅 관련 보고서를 제공

하는 플래텀은 한국벤처투자협회가 표준산업분류에서 채

택한 중분류를 적용하여 업종분류체계를 ICT 서비스, ICT 
제조, 게임, 문화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유통 서비스, 일

반제조, 기타 총 8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7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플래

텀, 2017).

출처 : 플랫텀(2017), 2017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

<그림 1> 2017년 스타트업 투자 업종별 분포

ICT 서비스 5,260.5억원(52%), 바이오/헬스케어 1,084억원

(12%), 유통/서비스 1,038(11%) 순으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 투자 과반수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투자 규모 업종별 피투자수는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전 분

야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ICT 서비스, 바이오/헬스

케어, ICT 제조, 게임, 일반제조 분야에서 업종별 투자유치

금액이 증가하였다. 반면 유통/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의 

투자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벤처캐피탈 

산업과 관련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벤처캐피

탈협회는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중심으로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 기계 〮 장비, 화학〮 소재, 바이오〮 의료,  
영상〮 공연〮 음반, 게임, 유통〮 서비스, 기타 총 9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기존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스타트업 

성공의 기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지표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인 유니콘(Unicom)1) 기업이 대두되

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86
개이며, 전체 기업가치는 6,4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김보

경, 2017). 
유니콘 투자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이 주도하는 가

운데 구글, 페이스북 등 IT 플랫폼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투자자가 다양화되고 있다. 186개의 유

니콘 기업은 순수 IT기업,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한 융합

기업, 기타 기업 등으로 분석한 결과 융합기업 비중이 

59%(110개)로 가장 높으며, 순수 IT 보다 전자상거래(도소

매업, IT), 핀테크(금융, IT), 차량공유(운송, IT) 등 산업간 

융합이 창업기업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김
보경, 2017). 유니콘에서 하드웨어 기업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하드웨어 기반으로 시작한 기업도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과 접목하는 형태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2.3 창업업종 분류체계 연구 동향

미국 내 표준산업분류체계인 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미국에서 기업들의 산업분류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류체계이다. 1939년대 미 정부기관인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의해 개발된 SIC 표준

산업분류체계는 그 이후 약 10년 간격으로 수정 및 보완

됐으며, 1997년에 동 기관에서 SIC 분류체계를 대폭 수정

한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산업분류체계가 현재의 민간경제주체들과 공공기관에 의

해 활용 및 대체되고 있다(Bhojraj et al., 2003). 
또한, 미국의 SIC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자

들의 공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특정한 피분류기업이 특정 

SIC 코드가 부여되는 이유는 미국의 SIC 코드가 해당 창

업 기업의 경제적 이윤 활동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이

다(Bhojraj, Lee, & Oler, 2002; Clarke, 1989; Krishnan & 
Press, 2003). 또한, Standard & Poor's와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이 공동 개발한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산업분류시스템은 금융 실

무자와 주로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된다. 이러한 결과

로 S&P Compustat와 같은 주요 경제 데이터 공급업체는 3
가지의 산업분류 코드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서 금융 경제 

관련 연구자들은 산업분류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

하여 자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Bhojraj et al., 

1)  미국 벤처캐피탈 ‘카우보이 벤처스’ 창업자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비상장기업임에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순식간에 10억 달러 이상
의 기업가치를 달성하는 이례적 현상을 상상의 동물 유니콘에 비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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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와 같이 미국의 사례는 산업간 분류체계가 파생, 
개발 및 전파되어 기존 산업분류체계가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종태․박경민(2006)는 어떤 분류체계란 인간에 의해 만들

어진 사회적 산물이고,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결국 그 분류체계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

은 제도의 불완전성이 사회구성원이나 조직은 수동적이지 

않게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화에 대응하게 된다(DiMaggio, 1988). 불완전한 SIC 분류체

계는 피분류기업를 가장 적절하게 대표할 만한 SIC 코드

(primary SIC code)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존재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급변하는 창업 동향을 반영한 업

종별 분류체계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존 제조업은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기술 및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

임과 결합하여, 제조공정 측면의 혁신과 소비자 접점이 제

품에서 IoT 제품기반의 서비스로 변화하는 혁신적인 패러

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은민, 2016). 이에 산업별 영역

이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강조되어, 산업별 업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현준 외(2016)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산업의 현

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응하고자 ICT 
부문의 종합적 점검과 체계화를 위한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ICT 통합 산업분류 기

준을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ICT 통합 산업분류

출처 : 정현준 외(2016),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존 표준산업분류는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각 콘텐츠산업별 가치사슬 구조 파악이 쉽지 

않은 체계로 구성되어, 일부 업종을 분류체계 내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2010년 한국콘텐츠진흥

원은 산업 동향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산업의 분

류체계를 OECD(콘텐츠미디어산업분류)와 UNESCO(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가 작성한 국제

기준을 참조하고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12개 대분

류(출판, 만화,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로 구분하고 중분류 51개, 
소분류 131개로 세분화하였다(이현우, 2014).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넘어 혁신

적인 ICT 기술과 전 산업에서의 디지털융합을 통해 신시

장 및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기술을 바탕

으로 전 산업 범위로 확장되어 산업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외 콘텐츠산업 분류체

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범수, 2018).
김효영·박진완(2013)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

한 문화기술 분류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기술 분류체

계를 대분류 5개(디지털콘텐츠, 기초원천, 창작·공연·전시, 
저작권, 문화서비스), 중분류 19개로 구분하였다.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의 분류는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

텐츠 산업 통계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대분류 12개 영역

으로 다음 <표 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4> 문화콘텐츠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CT
제조업

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26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2631),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2632)

통신 및 
방송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2641),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
업(2642)

영상과 
음향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
업(26519),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

정보통신응용
기반 기기 
제조업

의료, (271) 측정, 제어(272), 일차전지 및 축전지(282),
절연선　및 케이블(283), 전구 및 조명장치(284), 가정용 
기기(285),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

ICT
서비스
업

통신서비스업
유선통신업(6121), 무선통신업(6122), 위성통신업(6123),
통신　재판매업(6129)

방송서비스업
라디오방송업(601), 지상파방송업(6021), 유선방송업
(60222),　 위성방송업(60229), 프로그램공급업
(PP)(60221),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정보서비스업

정보인프라서비스업: 자료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정보매개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
업(6312)
정보제공서비스업: 인터넷 정보제공서비스업(63991), 기
타 정보제공서비스업(63991)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제공업

시스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
비스업(6201),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대분류 중분류

출판산업 출판업, 인쇄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 출판유통업, 출판임대업

만화산업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악산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
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게임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유통업, 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영화산업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애니메이
션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
통업

방송산업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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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동길 외(2016), 문화콘텐츠산업 기성성과 요인분석을 통한 사업 다각화 창업전
략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1(3), 26-44

바이오헬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

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홍정은, 2017). 한

국의 바이오헬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기반 바이오산업, 제

약 산업, 의료기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 바이

오산업에서 가장 큰 분야는 바이오의약산업(49.4%)과 바이

오식품 산업(19.8%)으로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물기

술, 산업제품의 표준화 기반구축’ 제2세부과제로 ‘생물산

업/생물공학 기술 표준산업분류체계의 구축 및 생물산업 

구조분석’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08년 기술표준원에서 

바이오산업 분류를 8개(바이오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식

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전자, 바이오 공정 및 기기, 바이

오 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 검정·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로 분류하여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Ⅲ. 창업업종분류체계 개선

3.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창업 생태계 동향 분

석 및 창업업종분류체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업종별 

분류체계 기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 창업업

종 분류를 위하여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패널에 의존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의존적 

예측방법으로 창업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반

복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패널 수는 적게는 4명에서 11명으

로도 가능하며, 작은 그룹일수록 효과적인 연구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기

도 한다(안진성, 2010). 
본 연구는 업종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 13명으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창업 

생태계 내 주요 이해관계자인 창업가, 창업학·경영학·이공

학계 교수진, 정부 및 민간 관련기관 전담자, 액셀러레이

터, 벤처캐피탈 대표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기준 및 구성인원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델파이 전문가 자격기준 및 구성인원

구 분 유 형 자격기준 인원

시장성
평가
전문가

창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MD, 파워셀러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 선배 벤처기업 대표

3

투자자 •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2

교수 • 교수(기업경영 경험보유자, 전공관계 없음) 2

기술성
평가
전문가

교수 • 이공계 분야 교수 2

연구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2

기타

•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컨설턴트 등)

• 창업지원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상)

2

합 계 13

델파이 조사는 대개 3~4회 걸쳐 시행되며, 정확도가 3차 

델파이까지 증가하다가 4차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2~3차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Brockhoff, 1975, 
Rowe & Wright,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차 개방형 설문과 분류

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2-3차까지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절차

상물제작업,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 
단체

광고산업 광고(종합)대행업, 광고 제작업,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업, 기타업

캐릭터산
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상품유통업, 캐릭터 놀이시설운영업, 캐릭터 상품 
온라인 유통업

지식정보
산업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
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콘텐츠솔
루션 산업

콘텐츠솔루션업, 컴퓨터그래픽스(CG)제작업

공연산업 공연업, 공연관련 서비스업

단계 절차 내용

1 선행연구 고찰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
창업업종분류체계 연구 동향

2
델 파 이 
설문조사 

1차 업종분류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1차 구분의 의견수렴

2차 기존 분류체계 기준으로 대분류, 중분류 도출

3차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업종분류체계 도출

3 결론도출 피드백 창업업종분류체계 개선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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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결과

1차 델파이 조사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직

접 대면, 전화, email을 통해 전문가 13명에게 개방형 설문

으로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업종분류체

계 연구 동향을 제공하여, 이를 통한 창업업종분류 기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회수율 100%). 
설문조사 결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 융합기술의 발

전에 따라 창업기업의 업종분류체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

과 창업업종분류는 1차적으로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폐쇄형 설문으로 2018년 5월 20일부 

터 5월 30일까지 직접 대면, 조사, email을 통해 전문가 13
명에게 배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광의의 개념에 따른 창업유형 분류(2차 델파이 조사)

창업업종의 대분류(기술창업, 일반창업)에 따른 중분류 

업종은 OECD 분류기준에 따라 추출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회수율 100%). 설문조사 결

과, 기술창업은 제조업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업종, 비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고, 일반창업은 

도소매, 서비스, 프랜차이즈로 구분하였다. 
3차는 2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거쳐 검토, 수

정, 보완 후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직접 대면, 
전화, email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도출된 분류체계의 최종 

전문가 합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술창

업은 ICT 서비스(5개 업종), ICT 제조(5개 업종), 일반제조

(5개 업종), 문화콘텐츠(12개 업종), 바이오(9개 업종), 일반

창업은 유통 및 서비스(3개 업종)로 재분류 되었고, 현재

의 패러다임과 상황에 맞게 최종 도출된 분류체계의 조정 

및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표 8> 신규 창업업종 분류(최종분류)

구분

기술
창업

ICT 서비스(5)
통신서비스업, 방송서비스업,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제공업

ICT 제조(5)
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통신 및 방송기
기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정보통신응용기반기
기 제조업

일반제조(5)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
비 제조업

문화콘텐츠(12)
출판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산업, 에니메
이션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 산업, 공연산업

바이오(9)
바이오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
오 전자, 바이오 공정 및 기기, 바이오 에너지 자원, 바이
오 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
창업

유통/서비스(3) 도소매업, 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

Ⅳ. 결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ICT 융합기술

의 발전으로 산업간 영역이 사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

의 창업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창업환경

에서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수립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

립을 위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

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분류

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업종 분류 체계의 기준을 제시하였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정책 동향과 ICT 산업 현황 고찰을 통해 융

합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이는 산업 경계를 넘어 

산업전반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에,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 트렌드가 반영된 창업지원육성정책

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변

화하고 있는 산업별 창업업종분류 체계를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업종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구분 해당 업종

기
술
창
업

제조
업

첨단
기술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

고기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

중기술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
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저기술
식료품, 음료, 담배, 석유제품,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제품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출판, 영상,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일
반
창
업

생계형 창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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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창

업업종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

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5개로 구분하

였으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ICT 기술의 확산에 따른 산업간 융합되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기술창업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분류에서 

벗어나 창업 생태계와 창업 투자환경을 반영한 분류체계

이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각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통

합된 창업기업의 업종분류체계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

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체 산업군을 포함한 포괄적인 창업

기업의 업종분류체계로 업종별 정교한 분류의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향후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보다 정교한 분

류체계 기준 마련과 산업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

산업분류체계와의 연계성 검증을 통한 개선된 창업업종분

류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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