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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소 개

안녕하십니까.
저희 UJ TECH는 유니버설조인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 최상의 A/S, 신속한 응대를
실천하기위해 부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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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소 개

유니버설조인트란?
두축이 비교적 떨어진 위치에 있거나

두축의 각도가 유동적일 경우에

이 두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전달장치이다.
그러므로, 두개의 축이 완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한축이 다른축을 구동시킬수

있으며 구동축에서 각도변화가 있는

피구동축으로 효율적인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용도는 차량의 프로펠러샤프트, 
드라이브샤프트(등속조인트), 핸들조인트와
산업용의 카단샤프트등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유니버설조인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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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8219821982년년년년 5555월월월월 창업창업창업창업((((취급품목취급품목취급품목취급품목 : : :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1999199919991999년년년년 6666월월월월 산업용산업용산업용산업용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제조업으로제조업으로제조업으로제조업으로전환전환전환전환

2006200620062006년년년년 3333월월월월 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윤활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자동공급자동공급자동공급자동공급장치장치장치장치) ) ) ) 

2006200620062006년년년년 12121212월월월월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고하중용고하중용고하중용고하중용축이음축이음축이음축이음))))

2007200720072007년년년년 9999월월월월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등록등록등록등록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4444월월월월 신축신축신축신축공장공장공장공장이전이전이전이전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5555월월월월 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롤러레벨러의롤러레벨러의롤러레벨러의롤러레벨러의연결기구연결기구연결기구연결기구))))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6666월월월월 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전담부서전담부서전담부서설립설립설립설립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6666월월월월 품질경영시스템품질경영시스템품질경영시스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0ISO 9001/2000ISO 9001/2000ISO 9001/2000등록등록등록등록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7777월월월월 기술혁신형기술혁신형기술혁신형기술혁신형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INNOINNOINNOINNO----BIZBIZBIZBIZ등록등록등록등록

~2012~2012~2012~2012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POSCO POSCO POSCO POSCO 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다수의다수의다수의다수의생산라인에생산라인에생산라인에생산라인에납품납품납품납품

2012201220122012년년년년 10101010월월월월 HYUNDAIHYUNDAIHYUNDAIHYUNDAI----HYSCO HYSCO HYSCO HYSCO 제제제제2222공장공장공장공장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직접납품직접납품직접납품직접납품(524(524(524(524세트세트세트세트))))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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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UJ TECH 자가 공장 신축
대지 901m² 건물 623m² (순수자본금:4억원)

크로스핀 타입 유니버설조인트 제작

소형 유니버설조인트 제작

공장전경

대형 유니버설조인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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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항 및 지식재산

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유니버설조인트 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개발특허 3333건건건건, , , , 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 2222건건건건, ISO9001, , ISO9001, , ISO9001, , ISO9001, 상표등록상표등록상표등록상표등록,,,,

기술혁신형기술혁신형기술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 , ,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 , , 무역협회무역협회무역협회무역협회 회원등록회원등록회원등록회원등록 및및및및

외국어외국어외국어외국어 카탈로그카탈로그카탈로그카탈로그////영문웹사이트영문웹사이트영문웹사이트영문웹사이트/QR/QR/QR/QR코드를코드를코드를코드를 활용한활용한활용한활용한 영문모바일영문모바일영문모바일영문모바일 홈페이지를홈페이지를홈페이지를홈페이지를

개설하여개설하여개설하여개설하여 국내뿐만국내뿐만국내뿐만국내뿐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직접수출도직접수출도직접수출도직접수출도 하고하고하고하고 있음있음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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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생산관리팀 기술영업팀 연구개발팀해외사업팀

조직도

인원:1명

해외마케팅

회사특징

인원:4명

제작

품질관리

공정관리

인원:1명

견적

구매

외주관리

인원:1명

설계

개발

연구

주요납품처

당사의 제품은 주로 제철관련분야에 약 7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특장차,조선,제지등 산업용 기계 제작업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소량다품종 방식의 주문제작방식도 가능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포함 총인원: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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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현 황

CNC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범용선반 CO2용접기

도장실

조립

벨런스테스기

사무실(1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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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정
도면검토

소재준비

1차가공

열처리(필요시)

2차가공

표면열처리(필요시)

연마(필요시)

조립/세척/도장/포장 출고

아웃소싱

★공정마다 품질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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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외경Ø350까지 단조개발 소재UT검사 가공후 MT검사

경도체크 용접크랙검사

진동벨런스테스트 도장피막두께측정

사후점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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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이신제품이신제품이신제품이 개발되면개발되면개발되면개발되면 세계시험소세계시험소세계시험소세계시험소 인정기구인정기구인정기구인정기구 상호인정협회의상호인정협회의상호인정협회의상호인정협회의

한국기술시험원에한국기술시험원에한국기술시험원에한국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의뢰하여의뢰하여의뢰하여 토크테스트를토크테스트를토크테스트를토크테스트를 거쳐거쳐거쳐거쳐, , , , 신뢰성을신뢰성을신뢰성을신뢰성을 높이고높이고높이고높이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품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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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지하배수펌프구동용지하배수펌프구동용지하배수펌프구동용지하배수펌프구동용))))

외경외경외경외경 : : : : ØØØØ315mm315mm315mm315mm

길이길이길이길이 : 3000mm: 3000mm: 3000mm: 3000mm

수량수량수량수량 : 5set: 5set: 5set: 5set

진양스틸진양스틸진양스틸진양스틸

외경외경외경외경 : : : : 최대최대최대최대ØØØØ520mm520mm520mm520mm

길이길이길이길이 : 2510~2800mm: 2510~2800mm: 2510~2800mm: 2510~2800mm

수량수량수량수량 : 39set: 39set: 39set: 39set

포포포포스스스스코코코코

수년간수년간수년간수년간 다수의다수의다수의다수의 당사당사당사당사 제품이제품이제품이제품이

국내국내국내국내 및및및및 해외해외해외해외 약약약약 10101010개국의개국의개국의개국의 포스코라인에포스코라인에포스코라인에포스코라인에

장착되어장착되어장착되어장착되어 품질을품질을품질을품질을 인정받고인정받고인정받고인정받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현대제철현대제철현대제철현대제철

수년간수년간수년간수년간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현대제철계열의현대제철계열의현대제철계열의현대제철계열의

라인에라인에라인에라인에다수다수다수다수납품되고납품되고납품되고납품되고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UJ TECH 13

마지막으로 유니버설조인트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및 문제는 저희 UJ TECH가

해결해 드릴것을 약속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