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연번

관할청

기관명

소재지

1

서울청

(사)대한산업안전본부 서울지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4길 6 예일빌딩 3층

2

서울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지회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II
202호

3

서울청

대한재해예방기술㈜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8길 22 C동 304호

02)458-2013~4

4

서울청

(주)서울산업안전컨설팅

서울 동작구 알마타길 28 현성빌딩 303호

02) 825-6874

5

서울청

한국기술안전㈜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20 영서빌딩

02)453-6461

6

서울청

산업안전연구원(주)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8 로얄오피스텔 509호

02) 487-1091

7

서울청

(주)경신산업안전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02) 335-3072

8

중부청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빌딩
817호
안산 단원구 고잔동 726-1 대우타운 401
안양 동안구 관양동 1605-2 평촌프라자 201
수원 팔달구 고등동 4-1
평택 이충동 611-3 이충프라자 4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시콕스타워 909
의정부 의정부2동 486 제일퍼스트빌 4층
부천 원미구 심곡3동 360 KT부천지사사옥3층
(출장소) 강릉 교동 711-4 근로자종합복지관 1
층(강릉출장소)
원주 우산동 405-29 중소

032-363-3300
031-402-3998
031-382-9988
031-241-2206
031-665-2416
031-777-9170
031-876-0281
032-611-1018
033-644-4605
033-735-6203
033-255-6176

9

중부청

㈜세이프티컨설팅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346 301호

032-427-0305

10

중부청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6 태형빌딩 4층
(부평동)

032-512-0485

11

중부청

㈜케이아이안전보건기술원

인천시 서구 승학로 482 네오프라자 404호

032-574-4471

12

중부청

티에스산업안전컨설팅㈜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80-1 203호

032-818-7268

13

중부청

한국종합안전㈜

14

중부청

㈜경인산업안전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75

032-438-5511

15

중부청

㈜한국안전관리기술원

인천 남동구 남촌로 67(남촌동,2층)

032-715-4300

16

중부청

㈜에프엔씨안전환경

부천 원미구 옥산로 81(205호)

032-612-3435

17

중부청

㈜한국안전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6 다복빌딩 4
층

032-678-9100

18

중부청

㈜산업안전컨설팅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95 평화빌딩 4층

031-876-8782

19

중부청

종합안전기술㈜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50

031-618-5631

20

중부청

대한산업안전기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2번길 24

031-296-4200

21

중부청

㈜대한안전경영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7, 301호
(파장동,광이빌딩)

031-241-5259

22

중부청

에스이코리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디
031-303-5320
지털엠파이어 A-1308

23

중부청

㈜한국안전환경연구원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77 2층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96,402(주안동)

전화번호

02) 471-0784
02-869-7873

032-439-8787

031-237-2115

24

중부청

㈜한국산업안전기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31번길 9

031-247-6551

25

중부청

㈜한국산업안전기술단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37-1(서둔동)

031-223-1920

26

중부청

㈜한국산업안전컨설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705호 (선부동, 서울프라자)

27

중부청

㈜한국안전경영연구원

안산 단원구 초지동 726-2 골드프라자 405호

031-403-4115

28

중부청

㈜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95 602호(궁전
타워)

031-411-8410

29

중부청

대한산업안전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고잔동 윈
윈프라자)302호

031-483-9221

30

중부청

한국산업안전관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고잔동,한
양빌딩 402호)

031-414-0723

31

중부청

한국재해예방관리원㈜

경기 안산 단원 원포공원 1로 30,205(초지동,서
해프라자)

031-405-7833

32

중부청

한국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4(하대원동,4
031-751-0042
층)

33

중부청

강원재해예방㈜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156 3층

033-642-8410

34

중부청

노무안전법인 예지레이버컨
설팅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1 (의정부동) 서부타워
1203호

031-877-5455

35

중부청

(주)한국안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7(남촌동 306
호)

070-4652-0993

36

중부청

한국산업안전연구원(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12(도촌동,도촌대덕
프라자301호)

031-753-4900

37

중부청

산업안전환경기술원(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62번길 46, 3층
301호

031-258-3225

38

중부청

한국산업안전기술원(주)

강원 원주 판부 서곡 1996-9번지 1층

033-734-8413

39

중부청

(주)경기산업안전기술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9

031-8050-2095

40

중부청

청담산업안전컨설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32, 206호

032-471-7787

41

중부청

중부재해예방(주)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서로49번길 61, 2층(주안
동)

032-429-7421

42

중부청

㈜재해예방컨설팅

43

부산청

㈜한국안전공사

44

부산청

45

부산청

한국산업안전본부㈜

부산시 북구 남동북로 665-1

051-866-3655

46

부산청

㈜한국산업안전기술원

울산시 남구 돋질로 81번길 6

052-273-4755

47

부산청

㈜글로벌안전공사

48

부산청

㈜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59

051-553-6177

49

부산청

㈜경남안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6-36 3층

055-277-5000

50

부산청

㈜경남산업안전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5
경상남도지방행정동우회회관 3층(용호동)

055-237-4865

51

부산청

산업안전관리㈜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3(신정3동
581-3)

052-267-7437

52

부산청

한국재해방지㈜

김해시 분성로 501번길 17 8609호

055-339-4311

53

부산청

㈜코리아베스트세이프티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60번길 13 3층

055-606-312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
지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8 조광빌딩 3층

031-413-4717

031-851-8877

부산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관리동 3층
3-4호

051-317-3606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9번길 15
현대타워 O/T 8층

051-804-5454

울산시 북구 진장동 명촌구획지구
58B2-1N(2층)

052-289-9504

54

부산청

㈜한국안전기술지원단

55

부산청

㈜한국산업안전연구원

56

부산청

57

부산청

58

안전법인더원㈜

부산시 북구 시랑로 51-1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11 영주빌딩 5층

051-332-2114
051-504-9142

울산시 남구 번영로 181

052-256-8771

㈜한국산업안전검사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72번길 2

055-276-3722

부산청

제일안전기술㈜

김해시 전하로 208번길 66 3층

055-313-1185

59

부산청

㈜한국신산업안전공사

부산 남구 남구청 1길 27 대원회관 4층

051-556-9141

60

부산청

㈜경동안전기술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6
산업용재백화점 314호(봉암)

055-297-8821

61

부산청

㈜한국산업안전컨설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34 정우
파티마빌딩 404호(팔용동 33-7)

070-8924-9722

62

부산청

(주)미래안전기술원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5번길
9-1(온천동, 미도빌딩) 제비동 401호

051-916-0114

63

부산청

(주)대한안전기술원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부산티플렉스
112동 213호)

051-796-3855

64

부산청

(주)부경안전컨설팅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910(감전동, 마트월드
에이-303)

051-714-6171

65

대구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대구지
회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31-1번지 동원빌딩 4층

053-710-3101

66

대구청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053-586-9300

67

대구청

가톨릭산업안전(주)

대구 중구 중앙대로 77길 40

053-255-7343

68

대구청

한국산업안전컨설팅㈜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1길 19-8 (101호)

69

대구청

한국안전관리(주)

대구 달서구 상화로 9길 27

053-633-7464

70

대구청

한국안전기술공사㈜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67-1

053-629-9972

71

대구청

영남산업안전관리(주)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76길 6

053-582-7730

72

대구청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주)

대구 달서구 월곡로28길 10 (상인동)

053-635-8660

73

광주청

㈜호남산업안전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41

063-252-4243

74

광주청

㈜산업안전관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 6 202호

063-236-2811

75

광주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8 농수산물유통공사 3층(우산동)
062-943-0156

76

광주청

㈜현대산업안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로7, 3층

063-244-2690

77

광주청

안전경영컨설팅㈜

광주 북구 하남대로 821 일호빌딩2층(운암동)

062-525-0071

78

광주청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전남 순천시 비봉길 15 2층

061-742-1107

79

광주청

(주)한국산업안전본부

전북 익산시 무왕로 25길 14 204호(부송동 제일아파트
063-831-8004
상가 2층)

80

광주청

(주)산업안전교육연구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현대삼호중공업 내 061-460-3303
안전체험관

81

대전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
남지회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99, 308호(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042-628-2160

82

대전청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수로 19-1 (2층)

043-212-4611

83

대전청

㈜대한산업안전보건본부

대전 중구 보문로 310, 404호(대제빌딩)

042-223-8500

053-614-9504
(054-253-3632
)

84

대전청

㈜한국산업안전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1 201호

042-586-6121

85

대전청

㈜산업안전기술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556 자연빌딩 2층

041-576-8032

86

대전청

㈜휴먼산업안전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4길 29 씨제이프라자
041-592-3600
502호

87

대전청

세이프코리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4 청담빌딩 302
(구성동 469-5)

041-552-9944

88

대전청

한강산업안전㈜

충북 충주시 대가미 6길 11 2층

043-856-0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