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기 관 명 지정일자 검사항목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연락처

‘05.3.11 복합악취+지정22종

‘15.2.9 복합악취+지정12종

‘17.12.29 복합악취+지정17종

제3호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05.3.11 복합악취+지정17종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성가리 55) 063-290-5342

제4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05.3.14 복합악취+지정22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7번길 34(가좌동) 032-440-5636

제5호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05.3.18 복합악취+지정17종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031-8030-5946

제6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05.3.22 복합악취+지정22종 경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95(파장동) 031-250-2622

제7호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05.3.28 복합악취+지정22종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옥동) 052-229-6185

제8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05.3.28 복합악취+지정22종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20(만덕동 945-5) 051-309-2954

‘05.3.30 복합악취+지정12종

‘13.8.19 복합악취+지정22종

제10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05.4.02 복합악취+지정22종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 02-570-3369

제12호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05.4.08 복합악취+지정12종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 054-339-8292

‘05.4.09 복합악취+지정10종

14.5.30 복합악취+지정22종

제14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4.13 복합악취+지정12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구로동) 02-860-1698

제15호 서해 환경연구소 ‘05.5.07 복합악취+지정22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 9(호성동) 063-221-6420

‘05.5.07 복합악취+지정12종

'14.3.18 복합악취+지정18종

'15.2.13 복합악취+지정22종

‘05.5.19 복합악취+지정17종

'14.4.17 복합악취+지정22종

제19호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05.8.10 복합악취+지정17종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공원로 8 041-635-6903

제21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5.9.30 복합악취+지정12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41(연동) 064-710-7537

제23호 한국환경공단 ‘05.10.5 복합악취+지정22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042-939-2407

제24호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05.10.13 복합악취+지정22종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054-478-6917

‘05.11.9 복합악취+지정12종

‘07.7.20 지정취소

‘10.7.5
복합악취+지정12종 재

지정

‘11.9.27 복합악취+지정22종

제26호 충북보건환경연구원 ‘05.12.22 복합악취+지정12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4(연제리) 043-220-5951

‘06.2.10 복합악취+지정12종

15.8.25 복합악취+지정7종

제28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1 복합악취+지정6종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033-248-6400

제30호 우송대학교 ‘06.3.27 복합악취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042-629-6703

‘06.4.3 복합악취+지정12종

'07.7.20 지정취소

‘11.12.29 복합악취+지정22종

제32호 성균관대학교 ‘06.5.24 복합악취+지정22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031-299-6691

제35호 (주)태성환경연구소 ‘06.7.24 복합악취+지정22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052-247-8691

‘06.11.23 복합악취+지정17종

‘13.12.12 복합악취+지정22종

제40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12.2 복합악취+지정17종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032-560-9630

제42호 인천대학교 ‘12.01.27 복합악취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길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032-835-4923

‘13.08.12 복합악취+지정17종

‘17.12.27 복합악취+지정22종

제45호 (주)청룡환경 ‘14.10.2 복합악취+지정22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번길 20 에이스테크노타워 209호 02-851-3811

제44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신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602호
031-8041-0931

<< 악취검사기관 지정 현황 >>
□ 악취검사기관 지정현황(2018년 1월 2일 현재) : 총 32개 기관

- 38호(한국환경자원공사) → 제23호(한국환경공단)로 기관 통합

제1호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055-254-2340

제13호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지산동) 053-760-1274

제9호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 042-270-6855

제17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화정동 898번지) 062-613-7591

제16호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 061-240-5324

제27호 (재)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사업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실험실: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당동 14-1)

02-3415-8700

031-389-9103

제25호 (주)산업공해연구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플라자10층(가산동) 02-2026-1250

제36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092-3816

제31호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52 금석빌딩 411호(개봉동) 02-2060-7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