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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GREETINGS
40년 노하우의 포장기계 BRAND 주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포장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

장기계업체들은 늘어나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며 불안정적인 기계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잘못된 포장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타리 포장기 제작에만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뜻을 같이 하여 주팩이라는 포장 기계 전문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고객에게 확실한 품질과 진정성으로 다가서겠다는 

원칙 아래에 40년 현장 경험이 어떤 포장기계로 귀하를 만족 시킬지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In a continually evolving market place our customers are always looking to 
achieve an advantage over their competitors, similarly at Jupack are doing the 
same. We are alway considering how we can assist our customers to improve 
their production processes through developing better features in the machines 
that we produce. 

Our team of like minded individuals are continually identifying features that are 
making it more convenient for your staff to operate our machines, features 
that make the machines more reliable requiring less maintenance than our 
competitors. With over 40 years of experience in the manufacture of rotary 
pouch machines, Jupack is a specialist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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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AS센터 전경

부천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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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경력의 포장 기계 브랜드
Leader of Packagaing Machinery with 40 Years Expertise
주팩은 40여년의 경험과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포장 솔루션을 최적의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주팩이 될 것입니다.

Growing with customers by providing accurate and convenient packaging solutions with more 
than 40 years experience and good teamwork

40여년의 노하우
40 years expertise

다양한 파우치 포장기 제작
Various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ing

포장 컨설팅
Packaging solution consulting

빠르고 확실한 AS 시스템
Quick service/feedback system

Bottling Line

Turn key Solution

New Challenges 
Pouch Packaging Machinery



습기, 먼지의 인입을 최소화 한 상부배치형 컨트롤 박스

Electrical cabinet located above filling and cleaning zone

터치스크린 및 핸들에 의한 손쉬운 파우치 사이즈 변경

Easy pouch size change via a touch screen or a handle 
within 5 minutes

다량의 파우치 적재 및 공급이 가능한 특수 파우치 공급장치

Special designed pouch feeding conveyor for stacking 
many pouches and no jams of pouches

스프링이 필요 없는 홈 기계캠 적용

Captured CAM driven train, No spring

청소가 쉽고 오염을 최소화 한 스프링 

인입방식 파우치 그리퍼

Sanitary cylindrical pouch grippers, no exposed 
spring

2열기계 적용 시 중간그리퍼가 아닌 독

립그리퍼 적용으로  불량률 최소

Individual four grippers design, no 
center gripper which has much errors

POUCH PACKER

급대식 1열 자동포장기 Simplex model 급대식 2열 자동포장기 Duplex model

Model JR-6S2540 JR-7D1024 JR-8S1024 JR-8S1530 JR-8D0915 JR-10S1024 JG-8S0815 JG-8S1520 JSS-8D0915 JSP-10S500

Speed
(Pouches / min)

10 ~ 30 30 ~ 80 30 ~ 50 30 ~ 50 60 ~ 100 30 ~ 50 20 ~ 30 20 ~ 30 60 ~ 80 60 ~ 80

Production speed depends on product, pouch type / size and filling volume Depends on 
Product character, 

Spout size and 
filling volume

Pouch 
size range

(mm)

Width 250 ~ 400 100 ~ 240 100 ~ 240 150 ~ 300 100 ~ 150 100 ~ 240 80 ~ 150 150 ~ 200 100 ~ 150

Length 250 ~ 470 100 ~ 400 100 ~ 400 130 ~ 470 100 ~ 400 100 ~ 400 100 ~ 400 100 ~ 400 100 ~ 400

* 제품 및 파우치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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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한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의 포장기 입니다 
High Durability design with small footprint

당사기계의 특장점 
Advantage of Jupack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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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 경험으로 제작한,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보수가 최적화된 자동포장기
Preformed pouch packer designed as easy 
operation and maintenance with 40 years 
experti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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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CH PACKER

과립, 덩어리 제품 | For Granule, Flake, Solid, Lump product 액상, 점체 및 덩어리 제품 | For Liquid, Paste, Gel, Lump product

•  소스류, 과즙류, 국, 탕류, 곤약류, 케첩, 쨈류, 주스류, 간장, 식용유,  

홍삼 액기스류 

• 액상세제, 샴푸, 린스, 세정제, 섬유유연제

• Sauces, Juices, Soup, Jelly, Ketchup, Jam, Soy-sauce, Edible oil,
     Fruit extract
• Liquid detergent, Shampoo, Rinse, Liquid soap, Softner

• Synchro 액상충전기 적용으로 포장속도에 따른 최적 충전구동 실현

• 간단한 구조로 분해 및 세척이 매우 간편

• 평파우치 ,스탠드업 파우치, 지퍼, 코너스파우트 파우치등 다양한 

    백 타입 적용

• 제품 저장-호출 기능으로 제품 세팅값 자동변경 구현

• 세니터리 구조로 세척이 간편

• Hot fill, Steam 인젝션, 탈기 등 다양한 옵션 적용가능

• Wash-down design (IP65)

• Synchro piston filler – Optimized filling performance as machine speed 
• Flat, Stand-up, Zipper, Corner Spout pouch available.
• Recipes record and recall function – Easy format changeable.
• Simply & Sanitary design – Ease cleaning & maintenance /
     assemble-disassemble design
• Hot-fill , Steam flushing, CIP and other accessries are available.
• Wash-down design (IP65)

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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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파우치, 스탠드업 파우치, 지퍼, 코너스파우트 파우치 등 다양한 백  

타입 적용

• 제품 저장-호출 기능으로 제품 세팅값 자동변경 구현

• 간단한 구조로 분해 및 세니터리 구조로 세척이 간편

• 탈산소제, 실리카겔 투입기, 금속검출기등 주변기계 설치 및 연동이 용함

• 10헤드, 14헤드, 18헤드 및 20헤드 등 다양한 계량기 적용

• Wash-down design (IP65)

• Flat, Stand-up, Zipper, Corner Spout pouch available.
• Recipes record and recall function – Easy format changeable.
•  Simply & Sanitary design – Ease cleaning & maintenance / assemble-

disassemble design
•  Easy interlocking with accessories -Oxygen absorber/ Silica-gel 

dispenser, Metal detector etc.
•  Various fillers interlocking – Multihead weigher (10, 14, 16, 20 heads), 

Linear weighers..etc
• Wash-down design (IP65)

•  시리얼, 씨앗, 커피, 너트류, 비스켓, 과자류, 초컬릿, 사탕, 파스타, 냉동

치킨, 너겟류, 애완동물 사료, 견과류, 냉동과일, 건조과일, 반찬류,  

김가루, 설탕, 소금, 고춧가루, 후추 등

• 볼트, 너트류 등 산업제품

• 정제, 캡슐 등 의약제품

• Cereal, Seeds, Coffee, Nuts,Bakery, Snacks, Dried fruits, Biscuit, 
Cookies, Chocolate, Candy, Pasta, Frozen food, Nuggets, Pet-food, 
Sugar, Sales, Pepper, Flakes

•Bolts, Nuts 
•Tablets, Capsules

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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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세니터리 구조로 분해세척이 간편한 포장기입니다.
Easy to disassemble for clean with sanitary design

다양한 형상의 빈 파우치 공급 가능 다양한 형상의 빈 파우치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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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CH PACKER

• 밀가루, 고춧가루, 분말세제, 생식, 선식류, 양념 가루류, 커피분말, 

    각종 분말류

•  Wheat flour, Detergent Powder, Ground meals, Seasoning powders, 
Ground coffee, other powders

• 고속고정밀 Auger filler 적용

• 간단한 구조로 분해 및 세척이 간편

• 2열기계 적용시 중간그리퍼가 아닌 독립그리퍼 적용으로 불량률 최소

• 평파우치, 스탠드업 파우치, 지퍼, 코너스파우트 파우치 등 다양한 

    백 타입 적용

• 제품 저장-호출 기능으로 제품 세팅값 자동변경 구현

• N2 Gas충전, 탈기 등 다양한 옵션 적용가능

• 1열 포장, 2열 포장 등 다양한 모델용

• Wash-down design (IP65)

• High speed & accuracy Auger filler interlocked  
•  Flat pouch,Shaped pouch Stand-up pouch, Zipper pouch, Corner 

Spout pouch available.
• Recipes record and recall function – Easy format changeable.
•  Simply & Sanitary design – Ease cleaning & maintenance /  

assemble-disassemble design
•  N2 gas flushing, Air suction, Dust removing and other accessories  

are available.
• Wash-down design (IP65)

• 마스크팩 (에센스, 고점도에센스, 겔) 

• Facial mask pack (Essence oil, Gel)

• 고속고정밀 저점도 / 고점도 에센스 filler 적용

• 간단한 구조로 분해 및 세척이 간편

• 2열기계 적용시 중간그리퍼가 아닌 독립그리퍼 적용으로 불량률 최소

• 제품 저장-호출 기능으로 제품 세팅값 자동변경 구현

•  마스크시트 감지, 중간배출 기능, 카운터 컨베이어 등 다양한 옵션 적

용가능

• 1열 포장, 2열 포장 등 다양한 모델

• Wash-down design (IP65)

• High speed & accuracy oil filler interlocked 
• Recipes record and recall function – Easy format changeable.
•  Simply & Sanitary design – Ease cleaning & maintenance /   

assemble-disassemble design
•  Mask sheet detection, Error pouch reject , Counting conveyor and 

other accessories are available.
• Wash-down design (I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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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고정밀, 저분진을 실현한 포장기입니다

High speed packer with good accuracy for dusty products
다양한 형상 마스크팩 적용이 가능한 고속포장기입니다

High speed packer for various shape facial mask pack

분말 제품 | For Powder, Particle product 마스크 팩 포장 | For Facial mask pack

다양한 형상의 빈 파우치 공급 가능

다양한 형상의 빈 파우치 공급 가능

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



국내 유일 M자백 전용 포장기입니다.

Flexible bottling line for various requests of customers
다양한 스파우트백 적용이 가능한 포장기 입니다. 

Flexible bottling line for various requests of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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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CH PACKER

• 소스류, 과즙류, 국, 탕류, 곤약류, 케첩, 쨈류, 주스류, 간장,

    식용유, 홍삼 액기스류

• 액상세제, 샴푸, 린스, 세정제, 섬유유연제  

• Sauces, Juices, Soup, Jelly, Ketchup, Jam, Soy-sauce, Edible oil,
     Fruit extract,
• Liquid detergent, Shampoo, Rinse, Liquid soap, Softner

• Synchro 액상충전기 적용으로 포장속도에 따른 최적 충전구동 실현

• 간단한 구조로 분해 및 세척이 매우 간편

• 평 파우치, 스파우트 스탠드업 파우치, 치어팩 등 다양한 백 타입 적용

•  스파우트 충전 - 캡핑 또는 충전 - 스파우트 접착등 다양한 공정  

적용가능

• 제품 저장 - 호출 기능으로 제품 세팅값 자동변경 구현

• 세니터리 구조로 세척이 간편

• Hot fill, Steam 인젝션, 탈기 등 다양한 옵션 적용가능

• Wash-down design (IP65)

• Synchro piston filler – Optimized filling performance as machine speed 
• Individual four grippers for Duplex machine – No Center grippers which
    caused many problem
• Flat , Spout stand-up, Cheerpack pouch available.
• Fill through Spout – Capping OR Fill pouch – Inserting Spout process 
    are available.
• Recipes record and recall function – Easy format changeable.
• Simply & Sanitary design – Ease cleaning & maintenance /assemble-
    disassemble design
• Hot-fill, Steam flushing, CIP and other accessories are available
• Wash-down design (I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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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CAM 구동으로 속도에 따른 정확한 동작 구현

• 제품 변경에 따른 Changing time 5분 구현

• 간단한 구조로 분해 및 세척이 간편

• 제품 저장-호출 기능으로 제품 세팅값 자동변경 구현

• N2 Gas충전, 탈기 등 다양한 옵션 적용가능

• Mechanical CAM driven – Exact working performance 
• 5 minute format changeover
• Special designed pouch magazine – No jams on pouch feeder (Patented)
• Easy interlocking with various fillers 
• Recipes record and recall function – Easy format changeable.
• Smply & Sanitary design – Ease cleaning & maintenance /assemble-
    disassemble  design
• N2 gas flushing , Air suction, Dust removing and other accessories 
    are available.

•  M자백 포장제품, 커피빈, 분말커피, 밀가루, 너트류, 고춧가루, 분말세제, 

생식, 선식류, 양념 가루류, 각종 분말류

•  Side gusset pouches for Coffee beans, Ground coffee, Wheat flour, 
Nuts, Detergent powder Ground meals, Seasoning powder, other 
powders

M자백 포장 | For side gusset pouch 스파우트 파우치 제품 | For Spout pouch

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

다양한 형상의 빈 파우치 공급 가능

•모델 1 - 스파우트충전 → 캡핑
•모델 2 - 파우치충전 → 스파우트 씰링

•Model 1 – Fill through a Spout → Capping
•Model 2 – Fill pouch →  Seal a spout



POUCH PACKER

• 사각, 원형, 페트병등 다양한 형태의 병 / 캡 적용가능

• 제품변경에 따른 Format change 매우용이

• 다양한 충전기와 연동하여 각종 제품 적용 가능

• Various bottle  / Cap type & size are available
• Quick format changeable
• Various filler interlocking available

• 과립,분말 및 액상제품

• Granule, Powder and Liquid

병 라인 | Bottling line
다양한 고객의 사양에 적용 가능한 포장라인입니다.

Flexible bottling line for various requests of customers

Workshop #2Workshop #1

Global

Exhibition

Design

Technology

주식회사 주팩은 차별화된 기술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갖춘 포장기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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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특징 | Features 적용 제품 | Products



본 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7-32 
Tel : 032-236-6636   Fax : 032-236-6637
E-mail : sales@jupack.co.kr

남부 AS센터 경상남도 김천시 아포대로 29
Tel : 032-236-6636   Fax : 032-236-6637

주식회사 주팩
JUPACK Co., Ltd.

USA

Canada

China

Taiwan

Vietnam
Thailand

India

Indonesia

Australia

Germany
Netherlands

Global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