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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원가입 및 시험신청방법

1. 기업지원플러스 ( http://www.g4b.go.kr)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2. 가입구분 -> ① 기업회원 ⇨ 개인기업/법인기업/외국기업(사업자등록번호) 항

목을 선택 후 회원가입 

               ②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http://www.g4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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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시험‧인증‧실적 ⇨ ②시험‧검사‧교정 ⇨ ③시험검사신청 ⇨ ④기관명 :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검색

4. 신청 클릭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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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 성적서구분 : KOLAS 성적서, 일반서식 중 선택

                  (대부분 KOLAS 성적서 선택, 유속계검정, 아스팔트, 수질분야

는 일반서식 선택)

   ② 필요성적서 : 국문 또는 영문 (둘다 선택가능 : 차후 추가 시험성적 발급

이 원활치 않으니 신청시 선택)

  ③ 성적서용도, 제출처명 : 직접 입력

  ④ 수신방법 : 온라인발급(우편발송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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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 시료(장비)명, 용도 입력

  ② 시험후 시료처리 선택 (반환, 보관, 폐기 중 선택)

  ③ 항목추가 클릭

7. 부서/품목/시험‧검사항목 선택(각각의 메뉴로 선택가능)

   품목선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선택

   시험 검사항목을 선택했으면(작은 네모칸 클릭), 하단의 선택완료 클릭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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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담당자정보
(지역번호:031)

건설및건자재

기밀성,기밀성(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창세트 에너지효율 
등급제),기밀성능(현장시험 및 평가),수밀성,내풍압

최현중(910-0691), 
조선호(910-0427)

자연환기 설비 환기량 
측정,기밀성능평가(압력차법),환기성능평가(가스추적법)

김기철(995-0820)

강판,구조부재,창호자재, 문세트 종합성능시험 전찬수(910-0412)
창호시험,창호 부가시험 최현중(910-0691)
아스팔트 콘크리트,유화 아스팔트,플랜트 혼합물,플랜트 혼합물,혼합물의 
포설,도로포장용 아스팔트,컷백 아스팔트

전찬수(910-0412)

골재 및 
관련제품

폐기물시험,골재(부순골재포함),현장시험,시료채취 전찬수(910-0412)
골재(부순골재포함),석재,여과재료,에폭시수지 및 
합성수지재료,에폭시수지몰탈,금속재료,플라스틱

김방욱(910-0625),
안기홍(910-0624)

목재 및 
관련제품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규산칼슘 보온재,유리면 보온재,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목재와 목제 제품,석고보드 제품,이중 바닥재,건축용 보드와 합판

전찬수(910-0412)

수질 수질시험 박지영(910-0315)

시멘트 및 
관련제품

콘크리트용 화학 혼합제,콘크리트벽돌,속빈 콘크리트 블록,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속빈 유리블럭,연소재 벽돌,점토벽돌,타일,타일 시멘트,도자기 
석기타일,건축용 시멘트 방수제,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아스팔트 
루핑,시트방수,액체도막 방수재,유성 코킹재,건축용 
씨링재(충전재),방수제,채움재(석회석분),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벽판,바닥)

전찬수(910-0412)

실내 및 
기타환경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시험(소형챔버법-샘플(1개)7일,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시험(소형챔버법-샘플(3개)7일,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시험(소형챔버법-샘플(1개)28일),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시험(소형챔버법-샘플(3개)28일),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시험(대형챔버법(가구)),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시험(대형챔버법(전자제품)),건축자재의 오염물질(Toluene) 흡착성능 
측정,건축자재의 오염물질(Formaldehyde) 흡착성능 측정,자동차 부품 및 
소재 유해화학물질 측정,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실내공기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현장측정,1 지점)

김기철(995-0820)

온도 및 습도

열관류율,열관류율(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창세트 에너지효율 
등급제),결로방지성능 시험,열전도율,창호시물레이션기본모델, 창호 
시뮬레이션 시리즈 모델

최현중(910-0691), 
조선호(910-0427)

건축자재의 흡방습 성능 측정 김기철(995-0820)

유량측정장치 유속계 검정 엄중현(910-0669))

유리와 
유리제품

가시광선 반사율,가시광선 투과율(창유리용필름),가시광선 
투과율(판유리),내후성능,방사율,색채,적외선 투과율,태양방사 
반사율,태양방사 투과율,태양열 취득율

최현중(910-0691), 
조선호(910-0427)

음향특성 음향투과손실,천정재음향투과손실,흡음율,바닥충격음,바닥충격음(KICT표준시
험동),실간음압레벨차,바닥충격음(현장),환경소음측정 및 평가

김경우(910-0356),
신혜경(995-0822)

진동특성 동탄성계수 및 손실계수,내구성시험후 동탄성계수 및 
손실계수,투습계수,가열 후 치수변화,가열 후 동탄성계수 및 손실계수

김경우(910-0356),
신혜경(995-0822)

토양시험 토질시험 박지영(910-0315)

토질 및 
관련제품 흙의 물리시험(흙의 물리적인 성질을 확인) 전찬수(910-0412)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하수관비굴착보강관 박지영(910-0315)

화재

내화시험 (수직,보,기둥,바닥,지붕,터널,소형),보온재,부가시험,해외 
내화시험,선박용 내화시험,금속재료 가열 및 인장강도시험,콘크리트 가열 
및 압축강도

전기수(369-0631), 
안재홍(369-0632)

10MW 실물화재시험,Room Conner 시험,SBI 시험,건축재료 연소특성 평가 
시험바닥재 화염 전파성시험,일반화재실험,표면화염 확대측정 시험,복사열 
표면 인화성 시험

유용호(369-0516)

열전도율 시험(열전도계수 5~10K,1~2.5K,0.1K), 열팽창율시험, 
비열시험(열전도계수 5~10K,1~2.5K, 0.1K),

안찬솔(369-0515)

불연성시험,가스유해성,콘칼로리미터,연소가스분석,유해가스분석,연기밀도실
험,산소지수시험,재료분석,유해가스 표준측정 실험(출장가능),건축재료 
연소특성 평가 시험

이종천(369-0640), 
김도현(36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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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① 수수료 납부 정보 :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우편 주소만 입력

      (세금계산서는 자동발행되지 않음. 031-910-0721(정아라 연구원)로 전화주시면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가능. 또는 입금계좌로 입금시 세금계산서는 당일 또는 익일 발행됨)

  ② 첨부파일에 파일 첨부 : 도면, 시료정보나 사업자 등록증 파일 첨부 

  ③ 요청사항 : 시험담당자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을시 입력(생략 가능)

  ④ 시험신청 클릭

①

②

③

④



- 7 -

9. 시험‧검사‧교정진행현황

    : 접수번호 클릭

10. 견적서 인쇄 및 접수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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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시험담당자 연락처, 신청세부내역 및  입금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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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신청내역 접수증 인쇄 가능.(거래내역서 대용: 따로 거래내역서 제공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