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체 명 : 삼화페인트공업(주) 접수일자 : 2022-01-20 계산서구분 : 청구

접수번호 품 명 발급일자 발급방법 신청업체명

접 수 증

TAK-2022-012989 에포코트엠보스 2022-02-21 직접 삼화페인트공업(주)

위 사항을 접수함.

2022-01-2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총 1 페이지 중 1 페이지

※ 참고사항(본 접수증은 시험성적서의 안정적인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구원 방문시 꼭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가 3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시료 및 신청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2. 반환시료를 인수하지 않으시면 성적서 발급 3주 후 자동 폐기됩니다.
3. 신용카드 수납 시 취소/환불은 해당카드로만 가능합니다.
4. 시험성적서 등본신청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내이며, 시험성적서 발급 후 변경(시료명, 업체명, 대표자, 주소 포함),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전 취소는 비용의 80%만 환불합니다. - 시험진행비용 차감)

5. 시험성적서는 원본(등본 포함)만 인정하며, 사본 및 전자인쇄본/파일본은 불인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6. 시험성적서 진행 및 위변조 확인 - http://www.ktr.or.kr, 메인화면 [고객서비스 > 성적서확인 > 성적서조회] 참조

■ 시험성적서 결과 문의 ■
● 전화 문의

본원 ☎ (02)2164-0011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인천청사 ☎ (032)570-9700
인천시 서구 가재울로 68

용인청사 ☎ (031)679-9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17번길 42-27

울산1청사 ☎ (052)220-3000,3111~2
울산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2청사 ☎ (052)279-0400
울산시 남구 테크노산업로29번길 8

화순청사(헬스케어연구소) ☎ (061)370-77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순천청사(광양만지원) ☎ (061)750-8700~6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4로 14

경기서부지원(김포) ☎ (031)987-9134~6
경기도 김포시 황금로 109번길 47

경기서부지원(부천) ☎ (032)328-2791,2793~4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3호

경기남부지원(안산) ☎ (031)499-5390~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성곡동 672번지)
시화아파트형공장 관리동 119호

경기남부지원(화성) ☎ (031)8059-017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화성상공회의소 1층

경기북부지원(의정부) ☎ (031)853-8072~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68 (민락동 697) KT민락빌딩 4층

중부지원센터(청주) ☎ (043)211-614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5 화장품임상지원센터 1층

중부지원센터(원주) ☎ (033)744-8100~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30-2 (동화리 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 2동 103호

대전지원(대전) ☎ (042)931-8511~3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637 (평촌동 539-3) 태영빌딩 1층 (舊
대림자동차빌딩)

충남지원(천안) ☎ (041)589-00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삼은리 506번지)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1층 1202호

대구경북지원(대구) ☎ (053)384-1910~4
대구 북구 검단로 71-18 (산격2동 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부산경남지원(부산) ☎ (051)464-0771~4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 (명지동 3230-1)

부산경남지원(창원) ☎ (055)285-7595~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2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부산경남지원(양산) ☎ (055)389-1124~7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광주전남지원(광주) ☎ (062)956-7071~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621-15)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북지원(전주) ☎ (063)214-296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저희 연구원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