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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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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우수생산시설 여부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1

주식회사 코아텍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21

031-611-8221

2

㈜나라바이오텍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71

031-654-3085

3

㈜디비엘 음성지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277

043-881-6161~5

4

연암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13

041-580-1289

5

우정바이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차세대융합기술원 B동 3층

031-888-9369

6

㈜샘타코 BIO KOREA

경기도 오산시 서랑로105

031-372-3636

7

하나상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20 102-2702

010-3593-9893

8

하나바이오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1길 11 태산아파트상가동-9호

010-3736-0545

9

㈜오리엔트바이오 가평센터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699-13번지

031-581-2221

10

다물사이언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81 상가 103호

042-825-1005

11

주식회사 두열바이오텍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7길 14

02-575-6598

12

유진토끼농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 430

041-557-3544

13

효창사이언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1길 48

053-592-0455

14

오리엔트바이오 영남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795-13

051-305-5856

15

오리엔트바이오 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339-21

063-841-9734

16

지바이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13-54번지 1층

02-504-8680

17

㈜한림실험동물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313

18

오산한일토끼농장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636번길 135-38

010-2786-5524

19

중앙실험동물㈜

서울특별시 소초구 바우뫼로7길, 5층

02-3461-5255

20

주식회사 폴라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을길 23, 1층

02-3426-9165

21

㈜엠에스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1번길 51

031-323-5837

22

아퓨어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산단로93번길 35

031-683-0643

23

국제실험동물쎈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선정비로 26

031-531-3680

24

다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6226-11

031-673-3521

25

신양토끼농장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94

010-6282-9096

26

주식회사 월드쿠리어 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29 우리벤처타운2차 1205,1206호

02-6335-8538

27

브릿지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92-30 B1호

070-4900-2374

28

주식회사 코사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분당테크노파크 A동 506-1

031-702-6997

29

오리엔트바이오 정읍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천촌길 72

063-571-7770

30

라온바이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타워 2201호

031-283-4197

31

새론바이오㈜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51

031-425-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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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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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옵티팜메디피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870-25

043-249-7571

33

벧엘바이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흰돌산길 107

011-746-7943

34

㈜제이엔에이치과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1-1

070-8721-2227

35

오리엔트바이오 음성지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213-27

043-879-7069

36

주식회사 지바이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62, 302호

062-268-0851

37

크로넥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110

043-716-2300

38

에이티에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토진2길 24

010-5051-3396

39

㈜엠에스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1-3

031-333-5827

40

㈜하나바이오테크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1길 11 상가동 지하층 9호

070-4046-7095

41

알앤에스코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로 40

1522-4313

42

준바이오텍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4번길 36, 203호

031-307-2792

43

또도바이오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333번길 24-9 1층

010-5032-5670

44

에이디바이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511호

043-241-3349

45

㈜바이오브릿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90 매그놀리아2 지하 101호

070-4900-2374

46

젬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124호 충북대학교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043-267-0717

47

마크로젠㈜

서울특별서 강서구 강서로 466, 301호

02-2113-7094

48

영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812호

031-759-9931

49

㈜컬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경춘로725번길 98

031-528-0066

50

민정축산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 173

055-343-9973

51

주식회사 자바이오(JA BIO Inc.)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91 에이스광교타워 2차 1403호

031-212-8048

52

㈜엑스피바이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길 147-34

031-674-2299

53

㈜바이오톡스텍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53

043-210-7706

54

셀라이프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11번길 34 1층

070-8625-6598

55

㈜양성그린바이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263번길 259

56

㈜이알엠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0층

070-4222-4746

57

㈜오리엔트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124번길 8

031-580-8264

58

㈜한국비임상기술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14, 812호

031-759-9934

59

주식회사 에코엔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27

032-325-6166

60

주식회사 씨엔바이오로직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425호

031-8067-8881

61

에스제이(SJ)바이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229번길 36-5, 1층

031-918-2362

62

유한회사 나루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사갑1길 251-31, 나동

02-6461-0086

63

㈜엠제이엘티디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05

02-2026-0077

031-283-6944~5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