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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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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현재

연구기관명

소 재 지(신주소)

전화

국가기상위성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 - 18 (국가기상위성센터 ,광혜원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30 - 0 (양청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우진산전기술연구소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95

매그나칩반도체(유)시스템IC제품개발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07번길 1 - 0 (하이닉스반도체 ,향정동)

매그나칩반도체(유)IC공정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07번길 1 - 0 (하이닉스반도체 ,향정동)

정식품중앙연구소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070-7850-5713
043-240-5021
042-860-4029
043-820-4122
043-718-3909
043-718-3909
043-270-8946
043-883-0012
043-849-0511
043-710-1150
043-879-5174
043-280-3114
043-713-7000
043-261-6543
043-279-3161
070-7435-3746
043-210-7777
043-218-6600
043-882-3501
043-217-1555
043-214-3656
031-646-4421

하이텍팜중앙연구소
오성엘에스티충주기업부설연구소

미래나노텍종합연구소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상우기술연구소

SK하이닉스반도체 반도체연구소

청주시
음성군
충주시
청원군
음성군
청주시
청원군

흥덕구 산단로 124
대소면 신내로 280
대소원면 첨단산업7로 7
옥산면 과학산업1로 16
감곡면 상우안길 73 - 0 (감곡면)
흥덕구 대신로 215
오창읍 연구단지로 232

썬텔 기술연구소
엘에스산전전력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01번길 68 - 0 ( ,봉명동)
엘지전자청주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971번길 93 (향정동)
지디 부설디스플레이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46번길 174
바이오톡스텍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53 - 0 ( ,오창읍)
에스에프씨R&D Center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2 - 0 ( ,오창읍)
파마킹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행군이길 지하 87 - 17
메디톡스부설 미생물독소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8 - 0 ( ,오창읍)
마크로케어 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32 - 0 ( ,오창읍)
메카로닉스기업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1길 261

배정인원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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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등 취업관련 서류를 지정업체 팩스를 통해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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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중소
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
중소
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
벤처
지역혁신
지역혁신
지역혁신

14.1.1. 현재

연구기관명

소 재 지(신주소)

신일제약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복상골길 28번지 신일제약(주)
세화에너지산업 기업부설연구소

그린광학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옥수길 1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50 그린광학 1층

국보싸이언스국보송정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49 - 0 ((주)국보제약 ,송정동)

코이즈 기업부설연구소 충청북도
네추럴에프앤피중앙연구소 충청북도
나노테크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에코프로 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에버다임부설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로 146
청원군 오창읍 양청송대길 39 - 0 ( ,오창읍)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836-18
청원군 오창읍 양청송대길 116
진천군 진천읍 부영길 49 (주)에버다임

아이티켐부설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4길 오창제2산업단지 D-3블럭
하나에이엠티 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5
나노카보나 생명공학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04

글로텍 복합시트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산내로107번길 81-11
케이피티 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1로 16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건국대)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117번지
한국교통대 친환경에너지 부품소재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의료연구개발 오송첨단위료산업진흥재단(실험동물센터) 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료168 오송프라자602호
의료연구개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료연구개발

중견
중소
중소
벤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약개발지원센터)

일진 산업기술연구소

충북청원군오송읍연제리 636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에스메디칼 연구시설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로123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14-2 K동2층, I동2층, J동1,2층

녹스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546-2

네이처텍 중앙연구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네이쳐텍 3층 중앙연구소

에프엔지리서치 중앙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544-4

전화
043-722-3420
043-224-1171
043-218-2183
043-264-7766
070-8255-6400
043-211-1056
043-217-6390
043-240-7705
043-530-3315
043-217-7028
043-211-0046
043-857-8123
070-7545-7033
043-215-7725
043-840-3871
043-653-6300
043-841-5801
043-249-2813
043-249-2813
043-200-9213
02-707-9693
043-845-9293
043-530-7983
043-237-8110

배정인원
(현역)

1
0
0
1
1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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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규모
벤처
벤처

14.1.1. 현재

연구기관명

소 재 지(신주소)

이연에프엔씨 기술연구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723
농업회사법인반석엘티씨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24-2

전화
02-555-9081
043-535-6426

배정인원
(현역)

-

이력서 등 취업관련 서류를 지정업체 팩스를 통해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