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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자사 정수기 모델 CHP-264에 대하여
NSF-JWPA P508 인증을 취득하다

이 인증은 해당 제품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엄격한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 공중보건 및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인 NSF는 대한민국의 가전업체 코웨이가 정수기 모델인
CHP-264L에 대해 NSF-JWPA P508인증을 취득하였음을 발표 하였습니다. 

NSF-JWPA P508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탄소매체 기반 시스템을 커버하는NSF/ANSI 53 과
NSF/ANSI 401 과유사한 새로운 인증 입니다.
이 인증은 수압이 낮은 지역들의 POU 시스템들의 성능을 평가하며, 이 인증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해당 제품이
과학평가 기반의 제 3의 기관에 의해 평가 되었으며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
비자들로 하여금 식수처리 제품 구매시 고객신뢰를 제공합니다. 

코웨이 R&D 센터의 박찬정 CTO 는 “소비자 만족은 코웨이의 최우선가치 이며 NSF-JWPA P508 인증의 취
득은 CHP-264L 정수기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NSF 마크는 상수도 산업에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제조회사 그리고 중개인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증 취득을 통하여 해당 제품
들이 적절한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았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점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NSF-JWPA P508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수와 직접 접촉하는 물질들에 대한 안정성 및 오염 물질 감소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시험은 물론, 해당 인증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모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NSF의 기술 검
증을 거칩니다. 추가적으로 NSF는 해당 공장의 생산시설들이 인증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공장 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제사업개발팀 Rick Andrew 상임이사는 “ 우리는 올해 NSF-JWPA P508 인증을 출시하였으며 한국의 고
객에게 첫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NSF-JWPA P508인증을 통하여, 고객들
은 해당 인증 제품들이 적절한 기능 수행은 물론 수압이 낮은 지역들 에서의 사용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
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웨이는 친환경 가전제품의 선두 업체로서 최고의 생활 솔루션 회사를 모토로198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혁신적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매트리스 등의 제품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
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부터 집중적인 연구, 기술 개발, 고객서비스로 친환경 가전의 리더가
된 코웨이는 수상 경력을 보유한 여러 제품들과 가정 보건 전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고객 만족도 및 브랜드 인식제고를 통하여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코웨이는 한국시장에
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 하고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및 유
럽에 대한 해외 사업을 가속화 함으로서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코웨이 웹사이트를 방
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