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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담당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인천 인천시교관  인천교통공사  중구 월미로 482 -

부산

중구교행  부산중구청  중구 망양로 358 051-600-4583

동구교행  부산동구청  동구 초량동 994-213번지 -

영도구교통  세운철강(주)  영도구 절영로 355일원 -

해운대구교행  해운대블루라인(주)  해운대구 세실로 69번길 15 051-701-5548

세종 세종시교통  세종에머슨(주)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510 044-862-4004

울산
남구관광  장생포모노레일(주)  남구 장생포고래로 248 -

울주군교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울주군 상북면 청수골길 175 시설변경중

경기

포천시교행  포천모노레일(주)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031-531-2622

광주시교정
 ㈜에스앤아이코러페이션  광주시 도척면 얼음골길 36-34 -

 (재)엘지상록재단  광주시 도척면 얼음골길 36-34 -

연천군일경  ㈜알멕스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218번길 61 -

남양주시자관  한강홍수통제소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산118-5 외 3필지 -

강원

삼척시관정

 삼척시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대이동굴관리소) 033-570-3256

 삼척모노레일(주)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603-8 033-541-2621

 ㈜하이원추추파크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99 033-550-7813

철원군민봉  철원군  철원군 동송읍 두루미로 1658 033-452-9955

화천군지경  화천군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휴지중

평창군문관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20 033-330-4664

정선군문관
 정선군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5-10 070-8839-920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화암동굴 -

홍천군도시  한강홍수통제소  홍천군 화촌면 아시대로 38번길 137 -

충남
금산군지경

 금강홍수통제소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산46-1 041-753-8172

 서대산약용식물원  금산군 추부면 홍골1길 132 시설변경중

당진시교통  현대제철(주)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0 현대제철주식회사 041-680-5702

충북

제천시교통
 제천시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114 043-642-3326

 탄지영농조합법인  제천시 한수면 월악로7길 94 시설변경중

충주시교통  충주시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69 휴지중

영동군건교  영동군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산21-3 휴지중

보은군민원  보은군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5 -

단양군민원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

전남

해남군환교  ㈜땅끝모노레일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60-28 061-533-4404

순천시교통  순천시  순천시 강변로 435 061-740-0630

화순군도시  영산강홍수통제소  화순군 남면 유마리 산269-1 061-374-5483

나주시교행  나주시  나주시 호수로 77 061-333-1503

곡성군민원  곡성군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 -

구례군환교  구례군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완도군지개  완도모노레일(주)  완도군 개포로 145번길 44-4 -

전북 무주군산경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063-320-0033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6 -

경남

진해구경교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4 055-712-0441

거창군경교  고견사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1049 -

창원시교물  ㈜창원컨트리클럽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137 055-288-4112

통영시교통  통영관광개발공사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향리 일원 055-650-0532

합천군경교  합천영상테마파크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산 18번지 일원 -

함양군건교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2번지 일원 -

거제시교행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

경북

문경시교행  문경시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08-4 054-572-1234

울릉군일경교  울릉군  울릉군 서면 태하길 236 -

영천시교행  영천시  영천시 하북면 입성리 산49 -

군위군경제
 석산생태공원  군위군 고로면 석산길 211 054-383-0468

 군위군청  군위군 고로면 석산길 193 휴지중

영양군건안  영양군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192-1 휴지중

구미시대교  구미시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 -

예천군건교  예천군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시설변경중

계 54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