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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지정상품(업무)
제 35 류
스티커 도매업, 스티커 소매업, 스티커 중개업, 스티커 판매대행업, 스티커 판매알선업, 인쇄물 도매업, 인쇄
물 소매업, 인쇄물 중개업, 인쇄물 판매대행업, 인쇄물 판매알선업, 식품/음료용 단열용기 도매업, 식품/음료
용 단열용기 소매업, 식품/음료용 단열용기 중개업, 식품/음료용 단열용기 판매대행업, 식품/음료용 단열용기
판매알선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도매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소매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중
개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판매대행업,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판매알선업, 비전기식 조리기구 도매업,
비전기식 조리기구 소매업, 비전기식 조리기구 중개업, 비전기식 조리기구 판매대행업, 비전기식 조리기구 판
매알선업, 음료용 용기 도매업, 음료용 용기 소매업, 음료용 용기 중개업, 음료용 용기 판매대행업, 음료용
용기 판매알선업, 주방용기 도매업, 주방용기 소매업, 주방용기 중개업, 주방용기 판매대행업, 주방용기 판매
알선업, 머그컵 도매업, 머그컵 소매업, 머그컵 중개업, 머그컵 판매대행업, 머그컵 판매알선업, 벽지 및 카펫
도매업, 벽지 및 카펫 소매업, 벽지 및 카펫 중개업, 벽지 및 카펫 판매대행업, 벽지 및 카펫 판매알선업, 가
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도매업,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소매
업,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중개업,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판매대행업,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판매알선업, 수프 도매업, 수프 소매업, 수프 중
개업, 수프 판매대행업, 수프 판매알선업, 젤리 도매업, 젤리 소매업, 젤리 중개업, 젤리 판매대행업, 젤리
판매알선업,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도매업,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소매업,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중개업, 곡분 및
곡물 조제품 판매알선업, 곡분 및 곡물 조제품 판매대행업, 조미료 도매업, 조미료 소매업, 조미료 중개업,
조미료 판매대행업, 조미료 판매알선업,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도매업,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소매업,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중개업,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판매대행업,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판매알선
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도매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소매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중개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판매대행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판매알선업, 광천수 및 탄산수 도매업, 광천수 및 탄산수 소매업, 광
천수 및 탄산수 중개업, 광천수 및 탄산수 판매대행업, 광천수 및 탄산수 판매알선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도매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소매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중개업, 알코올성 음료(맥주
는 제외) 판매대행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판매알선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 육류가공식품 판매알선업, 유제품 도매업, 유제품 소매업,
유제품 중개업, 유제품 판매대행업, 유제품 판매알선업, 쿠션 도매업, 쿠션 소매업, 쿠션 중개업, 쿠션 판매
대행업, 쿠션 판매알선업, 이불 도매업, 이불 소매업, 이불 중개업, 이불 판매대행업, 이불 판매알선업, 커피
도매업, 커피 소매업, 커피중개업, 커피 판매대행업, 커피 판매알선업, 코코아 도매업, 코코아 소매업, 코코아
중개업, 코코아 판매대행업, 코코아 판매알선업, 볶은 커피콩 도매업, 볶은 커피콩 소매업, 볶은 커피콩 중개
업, 볶은 커피콩 판매대행업, 볶은 커피콩 판매알선업, 분말 커피콩 도매업, 분말 커피콩 소매업, 분말 커피
콩 중개업, 분말 커피콩 판매대행업, 분말 커피콩 판매알선업, 우유함유 초코렛음료 도매업, 우유함유 초코렛
음료 소매업, 우유함유 초코렛음료 중개업, 우유함유 초코렛음료 판매알선업, 우유함유 초코렛음료 판매대행
업, 천연커피원두 도매업, 천연커피원두 소매업, 천연커피원두 중개업, 천연커피원두 판매대행업, 천연커피
원두 판매알선업, 차음료 도매업, 차음료 소매업, 차음료 중개업, 차음료 판매대행업, 차음료 판매알선업, 빵
도매업, 빵 소매업, 빵 중개업, 빵 판매대행업, 빵 판매알선업, 과자 도매업, 과자 소매업, 과자 중개업, 과
자 판매알선업, 과자 판매대행업, 쿠키 도매업, 쿠키 소매업, 쿠키 중개업, 쿠키 판매알선업, 쿠키
판매대행업, 케익 도매업, 케익 소매업, 케익 중개업, 케익 판매대행업, 케익 판매알선업, 초콜릿 도매업, 초
콜릿 소매업, 초콜릿 중개업, 초콜릿 판매대행업, 초콜릿 판매알선업, 아이스크림 도매업, 아이스크림 소매업,
아이스크림 중개업, 아이스크림 판매알선업, 아이스크림 판매대행업, 와플 도매업, 와플 소매업, 와플
중개업, 와플 판매대행업, 와플 판매알선업, 샌드위치 도매업, 샌드위치 소매업, 샌드위치 중개업, 샌드위치
판매대행업, 샌드위치 판매알선업, 직물류도매업, 직물류소매업, 직물류중개업, 직물류판매대행업, 직물류판매
알선업, 주방용 기구 도매업, 주방용 기구 소매업, 주방용 기구 중개업, 주방용 기구 판매대행업, 주방용 기
구 판매알선업, 문방구 도매업, 문방구 소매업, 문방구 중개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문방구 판매알선업, 보석
도매업, 보석 소매업, 보석 중개업, 보석 판매대행업, 보석 판매알선업, 서적 도매업, 서적 소매업, 서적 중
개업, 서적 판매대행업, 서적 판매알선업, 선글라스 도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선글라스 중개업, 선글라스
판매대행업, 선글라스 판매알선업, 직물제 손수건 도매업, 직물제 손수건 소매업, 직물제 손수건 중개업, 직
물제 손수건 판매대행업, 직물제 손수건 판매알선업, 시계 도매업, 시계 소매업, 손목시계 중개업, 시계 판매
대행업, 시계 판매알선업, 비종이제 식탁보 도매업, 비종이제 식탁보 소매업, 비종이제 식탁보 중개업, 비종
이제 식탁보 판매대행업, 비종이제 식탁보 판매알선업,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도매업, 식탁용 기
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소매업,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중개업,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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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푼) 판매대행업,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판매알선업, 가방용 가죽제 액세서리 도매업, 가방용
가죽제 액세서리 소매업, 가방용 가죽제 액세서리 중개업, 가방용 가죽제 액세서리 판매대행업, 가방용 가죽
제 액세서리 판매알선업, 안경 도매업, 안경 소매업, 안경 중개업, 안경 판매대행업, 안경 판매알선업, 의류
액세서리용 브로치 도매업, 의류액세서리용 브로치 소매업, 의류액세서리용 브로치 중개업, 의류액세서리용
브로치 판매대행업, 의류액세서리용 브로치 판매알선업, 맥주 도매업, 맥주 소매업, 맥주 중개업, 맥주 판매
대행업, 맥주 판매알선업, 캔디 도매업, 캔디 소매업, 캔디 중개업, 캔디 판매대행업, 캔디 판매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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