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YOND CONTAINER



勇氣

어릴 적, 우리가 살던 동네 공터에는

버려진 드럼통이나 페인트통이 한 두 개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버려진 통들은

머나 먼 중동에서 석유를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나

형형색색의 페인트를 담고 전국을 누볐던 산업역군이었습니다.

시간을 관통해 산업에서 생활까지 

세상의 이음새가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 위에 1%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JC 모든 구성원이, 필요한 곳곳에서 

그러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 1%를 고객 여러분이 느끼고 호응해 주신다면, 

그것이 OJC의 꿈입니다.

용기에 ‘용기’를 담다



산업포장재사업부

INDUSTRIAL

PACKAGING DIVISION



	 OJC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현장	구조	개선	‘Clean’	프로젝트.

	 생산	현장의	주체는	사람이며,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환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이야말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근무 환경, 모두가 일하고 싶은 회사

에코 그린 플랜트
ECO 
GREEN 
PLANT

GREEN ZONE
청결구역

BLUE ZONE
준 청결구역

YELLOW ZONE
일반구역

ECO 

GREEN 

PLANT

ECO GREEN PLANT 구축 목적

•		 쾌적한	작업	공간,	명확한	동선	확보로	

	 생산시스템	최적화

•		 청결하고	깨끗한	공장	환경	개선으로	

	 CLEAN CAN	생산

•		 신설비	도입	및	효율적인	설비	라인	

	 구축으로	생산량	증대

산업포장재사업부

INDUSTRIAL

PACKAGING DIVISION



INNOVATIVE 
TECHNOLOGY
DRUM

INDUSTRIAL

PACKAGING DIVISION

산업포장재사업부

47%

화학 
53%

도료 

OJC의 경쟁력 - 세척 드럼

세척 드럼이란 

• 드럼 내부의 유분을 제거하고 최상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드럼 제작 후 용제를 사용하여   

 세척,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 드럼을 말합니다. 특히, 드럼 내부 세척 라인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OJC만이 갖추고 있어 포장 제품의 안전성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장점

•  드럼 내부의 유분과 이물질 제거

1%의 변화 

• 신공법의 친환경 제품으로 최고의 사용가치 제공

•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한 제품 차별화

혁신기술로 세상의 모든 산업을 이어주다

OJC는 신공정, 제품 개발, 내부 세척 등을 통해 ‘안전한 포장 기능’ 충족과 칼라강판 적용, 

띠드럼 구현 등 외형의 차별성까지 갖춰 포장재로서의 본질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36%
세척 드럼 

64%
일반 드럼 

울산공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책골길 59 (연암동)  TEL : 052-289-1346 / FAX : 052-289-1349

  • 생산 제품 : 200리터 스틸 드럼, 페일, 18리터 일반관



ECO-FRIENDLY 
PRODUCT
CAN

INDUSTRIAL

PACKAGING DIVISION

산업포장재사업부

OJC의 경쟁력 - 에코 캔

에코 캔이란  

•  OJC가 최초로 출시한 에코 캔은 압축 강도 향상을 통해 캔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자원의 사용량을 감소시킨 OJC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장점

•  자동차 강판 성형기술 적용을 통한 강도 향상 구현

•  자원 사용량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제품

1%의 변화

• Eco Green Plant를 통한 환경 개선

• 소재 개발을 통한 신제품 및 에코 시리즈 출시

친환경 제품으로 세상의 내일을 이어주다

OJC는 0.25리터 소형관에서 18리터 각캔, 20리터 페일까지 다양한 관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관사 중 최초로 자원 사용량을 줄인 ‘에코 캔 (Eco Can)’을 

출시하여 자원절감 및 친환경 공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6%
산업용

44%
식품용

전주공장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234-16  TEL : 063-261-7718 / FAX : 063-261-0133

  • 생산 제품 : 18리터 각 라인 제품 (4.5리터 각 ~ 20리터 각)

울산공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책골길 59 (연암동)  TEL : 052-289-1346 / FAX : 052-289-1349

  • 생산 제품 : 200리터 스틸 드럼, 페일, 18리터 일반관

5% 잉크 
13% 화학 
16% 장류 
28% 식용유 
38% 페인트 





文化

하루에도 몇 번씩 불에 달궈지고 물에 씻겨지는 팬.

이 험난한 과정 때문에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오늘날과 같은 고강도의 팬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기능과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여

일상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팬은 더 이상 단순한 주방기구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 가는

주방 문화의 상징이자 아이콘입니다.

새롭고 실용적인 생활의 기준을 

디자인 하겠습니다.



1 5

생활용품사업부

HOUSEWARE

DIVISION



SAFETY AND

WELL-DESIGNED

HOUSEWARE 

DIVISION

생활용품사업부

닥터하우스 프리미엄 스토브

• 자동 소화 장치로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 방지

• 휴대연료 캔에 열 전달을 최소화시키는 이중 덮개 장치

• 2중 코팅 상판으로 간편한 세척 가능

• 심플하고 모던한 유러피안 디자인

• 바람이나 이물질에 의한 소화 시 자동 재점화 기능

닥터하우스 프리미엄 휴대연료

•	RVR(Rim Vent Release) 폭발 방지 시스템

• 고화력 & 무잔량

• 전세계 50여 개국 수출로 인정받은 품질

탁월한 안전성, 현대적 디자인

스마트한 리빙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OJC의 생활용품은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닥터하우스의 프리미엄 스토브, 프리미엄 휴대연료, 가스점화기 등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안산공장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길로 97 (신길동) 반월공단 601 블록 25호  

   TEL : 031-495- 1481 / FAX : 031-491-2538   

  •생산 제품 : 휴대연료

미국 UL 인증 독일 TUV 인증 일본 JIA 형식 승인유럽 품질 인증



MEET 

THE MOST 

VALUABLE BRANDS

HOUSEWARE 

DIVISION

생활용품사업부

잠실점, 노원점, 안양점, 울산점, 광복점, 창원점                                       본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광주점                             압구정본점, 목동점, 킨텍스점, 중동점, 울산점



OJC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산실

OJC R&D센터는 기본에 충실하며, 창의적 사고를 통한 융합적인 연구로 

기업성장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연구소

CHALLENGES 

FOR THE FUTURE

제품개발팀

•		신제품	기획	및	부품	개발

•		산업재산권	관리,	출원,	등록

•		실험	및	평가를	통한	설계	성능향상

기술개발팀

•	최적의	생산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라인	합리화

•	ROI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설비	도입	연구

TI & 신사업

•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	

•		신기술,	신공법의	검토와	적용

연구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TEL : 052-277-4050 / FAX : 052-277-4053   



ojc-company.co.kr

OJC㈜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53

T. 82-2-2679-0542  F. 82-2-2678-6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