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용품 공인 시행규칙에 의한 제품인증 현황표
바닥재(p.1)
2021.9.9.
구

분

소재명

품질지침서 구분

제품명

제품인증번호

인증기간

업체명

담당자명

회사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기타
코트빠르기 2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Ground Sky Ra

제2019-TS-007

2019.10.27~2021.10.26

아트캠

장상익 차장

031-988-7880

010-6624-7880

artc97@hanmail.net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Ground Sky Ua

제2019-TS-008

2019.10.27~2021.10.26

아트캠

장상익 차장

031-988-7880

010-6624-7880

artc97@hanmail.net

코트빠르기 2

Ground Sky Flex

제2019-TS-009

2019.10.27~2021.10.26

아트캠

장상익 차장

031-988-7880

010-6624-7880

artc97@hanma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2(복합탄성+아크릴형)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Deco Turf

제2019-TS-010

2019.11.20~2021.11.19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코트빠르기 4

인조잔디코트

P-3

KBSE20

제2019-TS-011

2019.11.24~2021.11.23

케이앤비준우㈜

이규화

053-617-2211

053-517-2211

kbjunwoo@hanmail.net

코트빠르기 4

인조잔디코트

P-3

KBEE20

제2019-TS-012

2019.11.24~2021.11.23

케이앤비준우㈜

이규화

053-617-2211

053-517-2211

kbjunwoo@hanmail.net

코트빠르기 2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Courtsol Comfort

제2019-TS-013

2019.11.24~2021.11.23

㈜신한엔터프라이즈

윤중근 차장

032-329-5800

010-7799-5733

sh5800@hanmail.net

코트빠르기 3

인조잔디코트

P-3

jms20

제2019-TS-014

2019.11.25~2021.11.24

(주)주목씨지알

박수성 대표

054-536-9905

054-536-9905

jmcr@naver.com

코트빠르기 2

인조잔디코트

P-3

NE GP 16

제2019-TS-015

2019.12.05~2021.12.04

㈜앙투카에스엘

김학성 이사

070-4607-2230

010-2898-9368

khs@etc-sl.com

코트빠르기 4

인조잔디코트

P-3

LD TG 19

제2019-TS-016

2019.12.05~2021.12.04

㈜베노

박명규 이사

031-479-7701

010-9084-2618

gmb@benoh.co.kr

코트빠르기 4

인조잔디코트

P-3

DEKS19

제2019-TS-017

2019.12.26~2021.12.25

㈜대원그린

박재형 사원

054-382-2268

054-382-2268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Ground Master

제2019-TS-018

2019.12.26~2021.12.25

㈜금강페이버

정헌수 이사

032-624-3611

010-3790-9065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Sport Master 4

제2019-TS-019

2019.12.26.~2021.12.25

가온스포츠㈜

반병우 과장

031-903-4045

인조잔디코트

P-3

RM20

제2020-TS-001

2020.2.2.~2022.2.1.

라운드원코리아㈜

전정훈 대리

02-534-4755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GreenSet Comfort

제2020-TS-002

2020.4.5~2022.4.4.

㈜후경

한영희 대표

053-561-8804

ewongreen@daewongreen.co 코트빠르기 4
gold3611@naver.com

코트빠르기 5

010-4096-0114

gaon21@gaon21.net

코트빠르기 3

010-9056-5135

round_one@naver.com

코트빠르기 3

hukyungkorea@daum.net

코트빠르기 3

인조잔디코트

P-3

Master 19

제2020-TS-003

2020.3.1.~2022.2.28.

필드마스터

이동욱 차장

055-342-9461

010-8252-4525

fm87448@hanmail.net

코트빠르기 4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노바아크릴시스템

제2020-TS-004

2020.3.30.~2022.3.29.

㈜노바

최하규 대표

031-594-7857

010-4931-3978

novakorea@hanm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노바아크릴복합시스템

제2020-TS-005

2020.3.30.~2022.3.29.

㈜노바

최하규 대표

031-594-7857

010-4931-3978

novakorea@hanm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노바패드형시스템

제2020-TS-006

2020.3.1.~2022.2.28.

㈜노바

최하규 대표

031-594-7857

010-4931-3978

novakorea@hanm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COURTSOL

제2020-TS-007

2020.2.13.~2022.2.12.

㈜신한엔터프라이즈

윤중근 차장

032-329-5800

010-7799-5733

sh5800@hanma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COURTSOL PU

제2020-TS-008

2020.2.13.~2022.2.12.

㈜신한엔터프라이즈

윤중근 차장

032-329-5800

010-7799-5733

sh5800@hanma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Super K-Pro A

제2020-TS-009

2020.1.11.~2022.1.10.

(주)금강피씨씨

정승진 상무

02-445-1614

010-3728-8806

kgpcc@naver.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Super K-Pro RPA

제2020-TS-010

2020.1.11.~2022.1.10.

(주)금강피씨씨

정승진 상무

02-445-1614

010-3728-8806

kgpcc@naver.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Super K-Pro UA

제2020-TS-011

2020.1.11.~2022.1.10.

(주)금강피씨씨

정승진 상무

02-445-1614

010-3728-8806

kgpcc@naver.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2(복합탄성+아크릴형)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Super K-Pro RUA

제2020-TS-012

2020.1.11.~2022.1.10.

(주)금강피씨씨

정혁진부장

02-445-1614

010-5322-3167

kgpcc@naver.com

코드빠르기 3

SK-RSACT

제2020-TS-013

2020.3.30.~2022.3.29.

주식회사 선경

박지훈 부장

055-338-9922

010-3572-1148

sunhg9924@hanma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SK-ACT

제2020-TS-014

2020.3.30.~2022.3.29.

주식회사 선경

박지훈 부장

055-338-9922

010-3572-1148

sunhg9924@hanmail.net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DR-SPT

제2020-TS-015

2020.2.2.~2022.2.1.

(유)대림건영

윤태호 대표

063-221-0401

010-3659-4352

daerim0401@hanmail.net

코트빠르기 4

바닥재(p.2)
2021.9.9.
구

분

소재명

품질지침서 구분

제품명

제품인증번호

인증기간

업체명

담당자명

아크릴계 하드코트
인조잔디코트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GM

제2020-TS-017

2020.3.14.~2022.3.13.

㈜케이지플렉스

P-3

OR-20

제2020-TS-018

2020.6.9.~2022.6.8.

㈜오륜스포츠

A-2(아크릴+패드형)

KM

제2020-TS-019

2020.7.29.~2022.7.28.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기타

정헌수 대표

033-761-7613

010-3790-9065

kgflex7@naver.com

코트빠르기 3

윤영원 주임

070-4607-2608

010-4127-0864

ohrun@ohrun.co.kr

코트빠르기 4

㈜케이지플렉스

정헌수 대표

033-761-7613

010-3790-9065

kgflex7@naver.com

코트빠르기 3

인조잔디코트

P-3

KM20

제2020-TS-020

2020.7.29.~2022.7.28.

주식회사 필드글로벌

김경원 과장

031-264-7107

010-4527-1865

woni1022@nate.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GreenSet Cushion

제2020-TS-021

2020.06.29.~2022.06.28

㈜후경

한창무대표

053-561-8804

010-3055-0010

hukyungkorea@hanmail.net

코트빠르기2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Dynaflex

제2020-TS-022

2020.12.11.~2022.12.10

㈜베노

정원욱

070-4659-2608

010-4712-3231

zodiac@benoh.co.kr

코트빠르기 4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Eco-Ace coating

제2020-TS-023

2020.12.11.~2022.12.10

㈜베노

정원욱

070-4659-2608

010-4712-3231

zodiac@benoh.co.kr

코트빠르기 4

클레이코트

클레이

Entoutcas MF

제2020-TS-024

2020.09.25.~2022.09.24

㈜베노

정원욱

070-4659-2608

010-4712-3231

zodiac@benoh.co.kr

코트빠르기1

인조잔디코트

P-3

Real Green 19

제2020-TS-025

2020.09.25.~2022.09.24

가온스포츠주식회사

이지선 전무

031-903-4045

010-8455-6959

gaon21@gaon21.net

코트빠르기4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Sport Master Pro

제2020-TS-026

2020.09.25.~2022.09.24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김지호 과장

033-743-5035

010-7413-0908

daegun21@daegun21.net

코트빠르기3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Sport Master 4 Plus

제2020-TS-027

2020.09.25.~2022.09.24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김지호 과장

033-743-5035

010-7413-0908

daegun21@daegun21.net

코트빠르기3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Sport Master Pro PU

제2020-TS-028

2020.09.25.~2022.09.24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김지호 과장

033-743-5035

010-7413-0908

daegun21@daegun21.net

코트빠르기4
코트빠르기3

아크릴계 하드코트 B-2(복합탄성+아크릴형)
바닥재

회사연락처

Sport Master 4 Plus PU

제2020-TS-029

2020.09.25.~2022.09.24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김지호 과장

033-743-5035

010-7413-0908

daegun21@daegun21.net

아크릴계 하드코트

P-3

Well Green 19

제2020-TS-030

2020.07.19~2022.07.18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김지호 과장

033-743-5035

010-7413-0908

daegun21@daegun21.net

코트빠르기4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Super Ground 아크릴복합시스템

제2020-TS-031

2020.12.10~2022.12.9

㈜올림피아

장기억

053-246-8168

010-3812-5598

olp4422@naver.com

코트빠르기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아크릴계 하드코트 C-기타(식물성 젤+아크릴)

SCOTEC T&P

제2021-TS-001

2021.2.19~2023.02.18

티엔피산업

문홍연

055-345-4788

010-8604-9453

tnp4788@naver.com

코트빠르기 3

Laykold Masters Gel System

제2021-TS-002

2021.04.01~2023.03.31

에이치그라운드

심성완

055-521-6665

010-4808-9399

countshim@naver.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플렉시쿠션(Plexi Cushion)

제2021-TS-003

2021.06.15.~2023.06.14.

㈜베노

정원욱

031-479-7701

010-4712-3231

zodiac@benoh.co.kr

코트빠르기4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리바운드에이스코팅(Rebound Ace Coating)

제2021-TS-004

2021.06.15.~2023.06.14.

㈜베노

정원욱

031-479-7701

010-4712-3231

zodiac@benoh.co.kr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리바운드에이스쿠션(Rebound Ace Cushion)

제2021-TS-005

2021.06.15.~2023.06.14.

㈜베노

정원욱

031-479-7701

010-4712-3231

zodiac@benoh.co.kr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C-기타(식물성 젤+아크릴)

Eco-Masters

제2021-TS-006

2021.08.12.~2023.08.11.

원팀코리아

이병규

031-941-8271

010-6758-0337

countshim@naver.com

코트빠르기 4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Gruound Sky

제2021-TS-007

2021.09.12.~2023.09.11

한서포리머

신동선

031-984-8558

010-9936-8558

aman99@naver.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B-1(우레탄+아크릴형)

Hamonice

제2021-TS-008

2021.09.12.~2023.09.11

한서포리머

신동선

031-984-8558

010-9936-8558

aman99@naver.com

코트빠르기 3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플렉시쿠션(PLEXICUSHION PRESTIGE)

제2021-TS-009

2021.08.12.~2023.08.11.

㈜앙투카에스엘

김학성

033-252-3359

010-2898-9368

khs@etc-sl.com

코느빠르기4

아크릴계 하드코트

A-2(아크릴+패드형)

Rebound Ace GS

제2021-TS-010

2021.09.12~2023.09.11

㈜앙투카에스엘

김학성 이사

070-4607-2230

010-2898-9368

khs@etc-sl.com

코트빠르기 2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Rebound Ace Pro

제2021-TS-011

2021.09.12~2023.09.11

㈜앙투카에스엘

김학성 이사

070-4607-2230

010-2898-9368

khs@etc-sl.com

코트빠르기 4

아크릴계 하드코트

A-1(아크릴 도장형)

Ground Sky Ra

제2021-TS-012

2021.10.27~2023.10.26

아트캠

장상익 차장

031-988-7880

010-6624-7880

artc97@hanmail.net

코트빠르기4

Ground Sky Flex

제2021-TS-014

2021.10.27~2023.10.26

아트캠

장상익 차장

031-988-7880

010-6624-7880

artc97@hanmail.net

코트빠르기4

아크릴계 하드코트 B-2(복합탄성+아크릴형)

경기시설/용품 공인 시행규칙에 의한 제품인증 현황표
조명제품(p.1)
2021.9.9.
구

분

조명

소재명

품질지침서 구분

제품명

제품인증번호

인증기간

업체명

담당자명

회사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LED

컷오프

RAX-C0 600

제2020-LF-001

2020.09.25.~2022.09.24

㈜라눅스

홍철호

033-261-0047

010-9076-3997

ralux1211@chol.com

LED

컷오프

SW-FPBSC-400

제2020-LF-002

2020.09.25.~2022.09.24

(주)성운

김정수과장

070-4120-1400

010-8796-4916

kjs23706@gmail.com

LED

컷오프

RAX-FL-400E

제2020-LF-003

2020.09.25.~2022.09.24

㈜라눅스

홍철호

033-261-0047

010-9076-3997

ralux1211@chol.com

LED

컷오프

RAX-FL-1000-1

제2020-LF-004

2020.09.25.~2022.09.24

㈜라눅스

홍철호

033-261-0047

010-9076-3997

ralux1211@chol.com

LED

투광등기구

RAX-FL-600E

제2020-LF-006

2020.09.25.~2022.09.24

㈜라눅스

정재형 대표

033-261-0047

033-261-0047

ralux1211@chol.com

LED

컷오프

KOL-FPBS-800

제2020-LF-005

2020.12.10~2022.12.09.

㈜한국엘이디

박형필

033-263-1430

010-3623-5606

sharfeye@naver.com

LED

투광등기구

MultiPlay 600

제2021-LF-001

2021.10.1.~2023.9.30

로지

이동호 대표

1588-6105

010-4257-8869

lozi3807@gmail.com

LED

컷오프

MultiCorss 600

제2021-LF-002

2021.10.1.~2023.9.30

로지

이동호 대표

1588-6105

010-4257-8869

lozi3807@gmail.com

기타

경기시설/용품 공인 시행규칙에 의한 제품인증 현황표
경기용품 (p.1)
2021.9.9.
구

분

소재명

품질지침서 구분

제품명

제품인증번호

인증기간

업체명

담당자명

회사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경기시설용품

펜스

제2019-SG-009

2019.12.17~2021.12.16

우림에프엔씨

홍순관 팀장

031-316-4100

031-316-4100

wrf4100@naver.com

경기시설용품

방풍망

제2019-SG-010

2019.12.17~2021.12.16

우림에프엔씨

홍순관 팀장

031-316-4100

031-316-4100

wrf4100@naver.com

경기시설용품

심판대(CK-899)

제2020-SG-001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방풍망(CK-009)

제2020-SG-002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네트(CK-007)

제2020-SG-003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네트포스트(WDB-1567)

제2020-SG-004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싱글스틱(WDB-1559)

제2020-SG-005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스코어보드(WDC-2311)

제2020-SG-006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비구방지펜스(WDB-1558)

제2020-SG-007

2020.6.9.~2022.6.8.

천기산업개발㈜

최문현 부사장

02-595-0868

010-2200-1350

chunki04@daum.net

경기시설용품

네트

제2020-SG-008

2020.07.28~2022.7.27

㈜노바

최하규 대표

031-594-7857

010-4931-3978

novakorea@hanmil.net

경기시설용품

네트포스트

제2020-SG-009

2020.07.28~2022.7.27

㈜노바

최하규 대표

031-594-7857

010-4931-3978

novakorea@hanmil.net

경기시설용품

심판대

제2020-SG-010

2020.07.28~2022.7.27

㈜노바

최하규 대표

031-594-7857

010-4931-3978

novakorea@hanmil.net

경기시설용품

방풍망(에드워드방풍망)

제2021-SG-001

2021.07.29~2023.07.28.

한신스포츠산업

한유섭 부장

070-8244-2570

010-4840-6010

ck8400@naver.com

경기시설용품

네트포스트

제2021-SG-002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경기시설용품

심판대

제2021-SG-003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경기시설용품

스코어보드

제2021-SG-004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경기시설용품

네트

제2021-SG-005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경기시설용품

비구방지펜스

제2021-SG-006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경기시설용품

싱글스틱

제2021-SG-007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경기시설용품

방풍망

제2021-SG-008

2021.09.13~2023.9.12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대표

032-818-5672

010-9166-1821

chos1821@naver.com

기타

`

경기시설/용품 공인 시행규칙에 의한 제품인증 현황표
볼(p.1)
2021.9.9.
구

분

볼

소재명

품질지침서 구분

제품명

제품인증번호

인증기간

업체명

담당자명

회사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경기용품

짜르투어

제2021-TB-001

2021.1.1.~2021.12.31.

㈜낫소

김승중 부장

1577-4580

010-9000-3393

tmdwnd88@nassau.co.kr

경기용품

스타매치포인트

제2021-TB-002

2021.1.1.~2021.12.31.

신신상사㈜

임재영 과장

031-591-1201

010-9198-9757

yagulim@naver.com

경기용품

Dunlop Australian Open

제2021-TB-003

2021.1.1.~2021.12.31.

㈜삼화기연

신윤규 이사

02-3462-5337

010-9227-5133

ykshin@sisport.co.kr

경기용품

Dunlop ATP Championship

제2021-TB-004

2021.1.1.~2021.12.31.

㈜삼화기연

신윤규 이사

02-3462-5337

010-9227-5133

ykshin@sisport.co.kr

경기용품

Babolat Championship

제2021-TB-005

2021.1.1.~2021.12.31.

유진커머스

김상만 매니저

02-2203-1931

010-8674-2202

smkim@eugeneco.com

경기용품

Wilson Championship

제2021-TB-006

2021.1.1.~2021.12.31.

(주)아머스포츠코리아

김인호 과장

02-518-0781

010-4323-2458

ian.kim@amersports.com

경기용품

Wilson US Open

제2021-TB-007

2021.1.1.~2021.12.31.

(주)아머스포츠코리아

김인호 과장

02-518-0781

010-4323-2458

ian.kim@amersports.com

경기용품

Wilson Triniti

제2021-TB-008

2021.1.1.~2021.12.31.

(주)아머스포츠코리아

김인호 과장

02-518-0781

010-4323-2458

ian.kim@amersports.com

경기용품

Head Championship

제2021-TB-009

2021.1.1.~2021.12.31.

㈜앨커미스트

이건원 과장

1577-4323

010-9395-6758

lkw@alchemist.kr

경기용품

Head TOUR

제2021-TB-010

2021.1.1.~2021.12.31.

㈜앨커미스트

이건원 과장

1577-4323

010-9395-6758

lkw@alchemist.kr

경기용품

X-ONE

제2021-TB-011

2021.1.1.~2021.12.31.

㈜티에프케이

신현수

032-812-0022

010-9613-1068

shin98@tfkltd.co.kr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