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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농업 활동 

1. 수산 양식

2. 양봉

II. 농업 생산물의 가공

1. 커피

2. 차

3. 과일

4. 야채 

5. 허브 또는 향신료 

6.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7. 코프라(copra) 및 미가공 코코넛유를 제외한 코코넛 

제품 

8. 전분 및 전분 제품 

9. 곡물 제품

10. 설탕 및 제과류 

11. 식물 추출물 

12. 양봉 제품  

13. 동물 사료 성분 

III. 임업 제품

1. 등나무(rattan) 제품(등나무대, 껍질과 토막 제외) 

2. 대나무 제품 

3. 기타 임업 제품

IV. 고무 제품의 제조

1. 고무 몰딩 제품 

2. 사출성형 고무 제품 

3. 일반 고무 제품 

V. 오일 팜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팜오일 가공 제품

2. 팜 바이오매스/폐기물/부산물 가공 제품 

VI. 화학제품과 의약품의 제조 

1. 안료 제재, 분산제 및 특수 코팅제 

2. 건조제

3. 바이오 수지(생체 고분자)

4. 잉크젯 잉크

VII. 목재 및 목제품의 제조

1. 장식용 패널 보드(일반 합판 제외) 

2. 목재 몰딩

3. 건축용 목공품 및 목공업(joinery) 

4. 목재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예컨대, 활성

탄, 숯, 나무섬유) 

5. 가정용 및 사무용 목재용품 

VIII. 종이 및 판지 제품의 제조

1. 성형 종이 제품

IX.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제조

1. 바틱(batik) 또는 송켓(songket) 또는 푸아(pua)

2. 섬유산업용 액세서리

X. 점토 기반 및 모래 기반 제품과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의 제조

1. 세라믹 또는 유리의 공예품, 장식품 및 장신구

2. 연삭, 광택 및 뾰족하게 만들기 위한 연마제

XI. 철강 제품, 비철금속 및 그 제품의 제조

1. 와이어 및 와이어 제품 

2. 조립 제품

XII. 지원 제품 및 서비스

1. 금속 스탬핑 

2. 산업용 씰링 자재(seal) 또는 씰링 재료

XIII. 수송 구성품, 부품 및 부속자재의 제조

1. 수송 구성품, 부품 및 부속자재

XIV. 기계류와 장비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

1. 기계류와 장비 부품 및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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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V. 전기전자 제품, 구성품 및 그 부품의   

 제조

1. 소비자 전기 제품, 부품 및 구성품

2. 전자 제품, 부품 및 구성품

3. 산업용 전기 제품, 부품 및 구성품 

4. 산업용 전자 제품, 부품 및 구성품

XVI. 가구,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

1. 가구, 부품 및 구성품

XVII. 게임 및 부속자재의 제조 

1. 게임 및 부속자재

XVIII. 기념품의 제조 

1. 기념품, 선물용품 및 장식용품

XIX.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장식 패널 및 장식품

2. 에폭시 캡슐 성형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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