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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벤처기업은 정보처리 및 
S/W 분야 비중이 높아

인포그래픽스

I  인포그래픽스

서울 벤처기업은 정보처리 및 S/W 분야 비중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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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벤처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9월 기준 7,317개로 전국 32,468개의 22.5%

• 서울의 벤처기업은 2012년 6,022개에서 2016년 9월 7,317개로 연평균 5.0%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국(연평균 3.6%)보다 빠르게 증가 

서울의 벤처기업 사업체 수는 7,317개로 전국의 22.5%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 벤처기업 업종별 사업체 수는 정보처리 및 S/W가 3,212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제조업

   (2,286개), 기타(1,214개), 도소매업(341개), 건설 및 운수업(136개), 연구개발서비스(128개) 순

• 전국 대비 서울의 업종별 벤처기업 비중은 정보처리 및 S/W(60.7%), 도소매업(53.4%), 연구개발

   서비스업(36.3%)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

• 제조업 부문 벤처기업 수는 서울의 업종 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서울의 벤처기업 중 정보처리 및 S/W 부문의 사업체 수가 3,212개로 가장 많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도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 벤처기업 사업체 수는 전국(3.6%)에 비해 빠른(5.0%) 속도로 증가

정보처리 및 S/W 부문의 사업체 수가 3,212개로 가장 많고 전국 대비 

서울의 비중도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 벤처기업은 정보처리 및 S/W 분야 비중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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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 벤처기업 사업체 수 및 전국 대비 비중

I  인포그래픽스

[단위: 개, %]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협회(각 연도 12월 기준, 2016년은 9월 기준)자료

서울 전국
전국 대비 

서울 비중

2012년 12월 6,022 28,193 21.4 

2013년 12월 6,340 29,135 21.8 

2014년 12월 6,633 29,910 22.2 

2015년 12월 7,000 31,260 22.4 

2016년 9월 7,317 32,468 22.5 

연평균 증가율 5.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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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 업종별 벤처기업 사업체 수 및 전국 대비 비중

서울 벤처기업은 정보처리 및 S/W 분야 비중이 높아

[단위: 개, %]

구분 서울 전국
전국 대비 

서울 비중

정보처리 및 S/W 3,212 5,292 60.7 

제조업 2,286 22,872 10.0 

기타 1,214 2,813 43.2 

도소매업 341 639 53.4 

건설운수 136 499 27.3 

연구개발서비스 128 353 36.3 

합계 7,317 32,468 22.5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협회(2016년은 9월 기준)자료

기타는 농·어·임·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금융 및 보험
업, 전문 기술 및 서비스업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