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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코  웨  이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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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9. 7.21 1989.12.29 1992. 4. 1 

 1992. 8.12 1994. 3.24 1994.12.30 

 1995. 3.21 1995.12.30 199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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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3.15 2005. 3.28 2006. 3.24 

 2008. 3.21 2008. 8.12 2009. 3.20 

 2010. 3.19 2012. 3.23 2012.11.27 

 2013. 3.22 2014. 3.21 2017. 3.28 

 2018. 3.23 2019. 3.21 2019. 3.29. 

 2020. 2. 7 2022.03.31 2023. 3.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당 회사는 코웨이 주식회사라고 부르며, 영문으로는 COWAY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수기 제조ㆍ판매업  
2. 가정용 기기 제조ㆍ판매업  
3.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  
4. 정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ㆍ판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  
5. 환경관련 기술연구, 대기 및 수질분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6. 수출입 및 무역업  
7. 부동산 임대ㆍ개발ㆍ관리ㆍ투자ㆍ판매업  
8. 수입ㆍ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  
9. 잡화류 판매업  
10. 배관자재 제조ㆍ판매업  
11. 의료기기 수출입ㆍ제조ㆍ판매업  
12. 방문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상거래업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  
13. 시스템 키친 및 가구 제조ㆍ판매업  
14. 위생용 도자기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ㆍ판매업  
15. 실내가향제 제조ㆍ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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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어락, 경보시스템 등 각종 보안설비 및 장치 제조ㆍ판매업  
17. 액체 여과기 제조, 판매 및 렌탈임대업  
18. 헬스기기 수출입ㆍ제조ㆍ판매업  
19. 사회교육시설 운영업  
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21.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2. 경비업  
23. 소독 및 구충, 일반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24. 커피, 식품첨가물, 일반 식품 등 수입ㆍ가공ㆍ판매업  
25.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수입ㆍ판매업  
26. 오수/폐수/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사업시설 관리업  
27. 자가측정 대행업  
28. 화장품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29. 환경산업 설비, 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업  
30. 산업환경설비 건설업 

 
31. 신용카드모집, 보험상품중개, 멤버스카드의 발급 및 이에 수반한 서비스 등 각종 

금융상품의 판매ㆍ자문업 
 

32. 판매ㆍ시공ㆍ설계한 상품 및 시설 등 또는 기타 상품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안전 
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  

33. 통신기기 등의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업  
34. 시장조사 및 광고업  
35. 실내건축공사업  
36. 피부미용기기 수출입ㆍ제조ㆍ판매업  
37. 피부미용업  
38. 전기공사업  
39.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40.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41.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업  
42.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43.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44. 화장실 설치형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이와 부수한 서비스업  
45. 수질개선 및 기능성 용수 제조기 제조 및 판매와 임대업  
46. 공기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  
47.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  
48. 침대 및 침구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렌탈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49. 집안 환경 관련 청소 서비스업  
50.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1.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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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등 전기사업  
53.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54.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당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내에 둔다.  
②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있다. 

 
제 4 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mpany.coway.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