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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6-3 (02)2637-1234

2 (주)산업공해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
라자빌딩 10층

(02)2026-1274

3
(주)한국종합공해시험
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금석빌딩
411호

(02)2614-7875

4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02)2150-0294

5 코웨이(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
대학교연구공원내코웨이알앤디센터 1층)

(02)870-5005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031)481-2741

7 부천시 맑은물청소사업소
정수과(까치울정수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60-8 (032)320-3568

8 (주)랩프런티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0
(호계동, 영린빌딩 3층) (031)460-9125

9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하광교동 416-1)

(031)228-4871

10 ㈜수앤수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

하늘타워빌딩 8층
031-772-4538

11 한국건설생활한경시험
연구원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92

12 (주)워트랩생활환경
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1588-7377

13 중앙생명연구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50
031-844-1720

14 ㈜한국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6-2
NKBIO빌딩 5층 1566-1120

15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3-1
(안성시 중앙로 327) (031)670-5637

16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고양시티타운 1층) (031)8075-4542

17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9동 산56-1) (02)880-4967

18 성남시 맑은물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
번길 22 (031)729-4145

19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152
(고촌읍 풍곡리 221) (031)98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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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107번지

(031)324-4257

21
사단법인 KOTITI 시험
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7
(02)3451-7452
~3

22 (주)청명기연환경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청명빌딩

(02)424-2007

23 (주)청룡환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209호 (02)851-3811~5

24 (주)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
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310호

(031)8013-4570

25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02)6210-1400

26 혜성환경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031)473-3413

27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1 (031)659-1386

28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1204호 (031)68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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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동진생명연구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B (055)293-5440

30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24번길 18 (055)268-7115

31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경남함안군칠서면삼칠로1010(칠서정수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3번길 30
(석동정수장)

(055)225-6351
(055)225-6561

32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055)330-6691

33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055)392-5431

34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부산부산진구양지로 54 산학협력관 5층 (051)860-3448

3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055)751-3545

36 (주)그린환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055)264-8494

37 (주)상록엔바이로 경남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696 (055)744-2550

38 울산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204호 (052)279-3200

39 (주)엔텍분석연구원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정촌산업단지내) (055)75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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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연구센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629-2041

41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지북동)

(043)201-4582

42 ㈜신성생명환경연구원

(사)충남 당진시 서해로 6163-36
(실)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대학교 벤처창조융합관
101-103호

(041)541-5745

43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
곡동) (041)521-3180

44 (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다락리
369-6

(043)237-7824

45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63 (042)934-9410

46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71
(성화동)

(043)230-4285

47 한울생명과학(주)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
월드 2차 B동 511호 (042)826-4033

48 ㈜우솔환경연구원 충남 공주시 송선동 637-4 (041)855-0061

49 ㈜한국산업공해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702 (043)267-0250

50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
분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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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대흘리 2778-30) (064)710-6758

52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전남 순천시 양률길 192 (061)749-3528

53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064)754-2139

54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중앙로
78번로 4 (062)370-1281

55 동신대학교친환경농식품산업
화센터환경분석과학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대로 584-10
동신대학교 생물자원산업화센터 (061)330-2824

56 ㈜이산친환경연구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서원길 8 (061)381-7981

57 ㈜바른환경연구소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52-11 (061)383-8817

58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 (061)75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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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수원길 41 (033)737-4281

60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충북 충주시 단월동 34-1번지 (043)850-3761

61
제천시
수도사업소

충북 제천시 고암동 124-4 (043)641-3685

62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 1184-1번지 (033)760-2537

대
구
지
방
환
경
청
(6)

63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송평구길 138-5 (054)450-4292

64 우석생명과학원(주) 경북 경산시 경산로 219 (053)817-2399

65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054)270-5454

66 (주)제일랩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5 (053)325-7377

67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그린센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영진전문대학 글로벌캠퍼스) (054)970-9461

68 ㈜ 그린환경연구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74 2층 (054)976-5300

새
만
금
지
방
환
경
청
(4)

69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063)260-4388

70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063)281-6981

71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063)270-2442

72 전주대학교
농·식품안전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063)220-2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