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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제품입니다.



인증번호 : KCW-2013-0265 인증기업명 : (주)노루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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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등급 또는 호칭>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혼합비 물접촉 주요재질 모델명

무용제계 주제:경화제=1:1(부피비)
- 폴리우레아 수지

- 첨가제, 경화제

프로테크 NS-200(RS)

프로테크 NP-200(RS)

프로테크 NP-300

프로테크 NP-200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2019.12.09 1. 대표자 변경
- 진명호, 김용기 → 조성국, 김용기

2019.12.09. 서류평가

2019.09.19
1. 정기검사 통과
- 대상 : '17.12.21, '18.06.21, '19.06.10 인증사항
- 다음 정기검사 신청기한 : '21.07.17 까지

2019년 제9차 인증심의위원회(2019.09.19)

2019.06.10 1. 인증범위 추가(모델명) 
- 모델명 : 프로테크 NP-300 2019.06.10 현장평가

2018.06.21 1. 인증범위 추가(모델명) 
- 모델명 : 프로테크 NP-200(RS) 2018.06.21 현장평가

2018.04.27 1. 대표자 변경
-진명호, 한영재 → 진명호, 김용기

2018.04.27

2017.12.21
1. 정기검사 통과
- 대상 : '16.01.19, '16.04.22, '17.07.10 인증사항
- 다음 정기검사 신청기한 : '19.07.17 까지

제91차 인증심의위원회(2017.12.21)

2017.12.12 1. 대표자 변경
- 김수경, 한영재 → 진명호, 한영재

2017.12.12

2017.11.08 1. 대표자 변경
- 김수경 → 김수경, 한영재

2017.11.08

2017.09.13 1. 인증업체의 경영여건 및 사업정책에 따른 인증서 일부반납
- 모델명 : 프로테크 NP-200(RS) 2017.09.13 반납완료

2017.07.10
1. 인증범위 추가(모델명) 
- 모델명 : 프로테크 NP-200(RS), 프로테크 NS-200(RS), 프로테
크 NP-200

2017.07.10 현장평가

2016.04.22
1. 인증범위 추가
- 종류, 등급 : 무용제계
- 재질 : 첨가제(가소제) 추가

제71차 인증심의위원회(2016.04.22)

2016.01.19
1. 정기검사 통과
- 대상: ‘13.7.18 인증사항
- 다음 정기검사 신청기한 : ‘17.7.17 까지

제68차 인증심의위원회(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