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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크
GREEN TECH Co., Ltd.

도금의 선두주자
용융아연도금업체

그린이엔지
GREEN ENG Co., Ltd.

한국최고의 인산염 피막

그린테크㈜ 회장 홍성조배상

그린테크(주)는 2002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 창업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당사는 선박구성품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원자력, 도로시설물, 건축자재, 철탑, 태양광 등 여러분야에 걸쳐 
최고품질의 용융아연도금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고객의 품질요구에 대응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품질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과거와 다른, 타사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이 당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테크는 국내 최고의 용융아연도금회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정진 할 것입니다.		 	 	

CEO Message History

공사 수행 실적

2002.04   그린테크㈜ 설립 (자본금 10억)
2003.05   현대중공업 업체등록
2003.12   ISO 9001, 14001 인증서 획득 (DNV)
2006.08   ㈜그린이엔지 설립
2006.12   기업 모범 및 시정 적극참여 표창패 수여 (경주시장)
2007.07   신고리원자력 주설비공사 품질보증 자재공급 Q등급업체 인증
2008.02   산학 연구 실시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POMIA)
2008.05   혁신적인 기업경영 2008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표창 (중소기업청장)

2008.07   신한울 원자력 주설비공사 품질보증 자재공급업체로 인증
2008.08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취득 (지식경제부장관)
2009.07   KS 제품인증 획득 (KS D 8308)
2011.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3.10   “용융아연도금용 일시 방청 조성물”- 백화방지 특허 획득
2015.03   UAE 원자력 주설비공사 품질보증 자재공급업체로 인증
2016.06   현대건설 협력업체 등록
2017.01   신고리 NPP Unit 5, 6 업체등록

2002 -2017

2004.09   월생산 2,000 ton 달성
2005.05   LNG선박(SCAFFOLDING)  1,350 Ton 수행
2006.12   현대 산업기계 사우디 철골  5,000 Ton 수행 
2008.07   철탑 765KV (신고리-북경남T/L)  5,000 Ton 수행
2009.06   HHI 우수 협력 업체 인증
2009.09   NEXTEEL 원자재 PIPE 
2010.08   AJUBESTEEL 원자재 PIPE
2011.01   삼성자동차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3,000 Ton
2014.04   HHI 플랜트사업부 PIPE&TUBE AZ-ZOUR 공사증
2015.01   삼척 화력발전소 1, 2호기 공사
2009.07   KS 제품인증 획득 (KS D 8308)
2015.01   삼척 화력발전소 1, 2호기 공사

2015.01   HSPT CEC BIKE PATH RAILING&FENCE PROJECT
2015.01   POSCO건설 낙포 석탄부두 SILO 2, 4호기
2015.02   한화에너지 여수공장 TUBE PANEL PROJECT
2015.02   한국전력공사 철탑 PROJECT 6,000 Ton
2015.06   SK E&C PACO POWER PLANT PROJECT 1,000 Ton
2015.08   금강공업 원자재 PIPE 
2015.09   NOV KOREA  LA’TTICE BOOM CRANE PROJECT
2015.09   BNPP UAE PROJECT 1,876 Ton
2016.01   BNPP UAE PROJECT 1,018 Ton
2016.02   성원제강 원자재 PIPE
2016.04   HHI 해양 Badamyar Project
2016.05   HHI 해양 NASR Project

2004 -2017

www.greengalva.com



건축 building

용융아연도금(규격600g/㎡)의 수명은 보수를 하지 않고 자연환경에서는 80년 이상이고  
도시나 해안지역에서도 20-30년 이상이다.

원자재 pipe

다른 도장법으로 방식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곳 까지도 용융아연도금을 하면 완전한 방식을  
가할 수 있다. 용융아연도금의 일부가 파손되어 철강재 표면이 대기중으로 노출되어도 아연의  
희생적, 음극방식작용을 함으로써 철강재의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다.

Hot-dip Galv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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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ntrol

도금&냉각 사상&출하

Flux 처리된 피도금물을 430-460℃의 용탕에 침적시켜 합금층을 형성한다
냉각조를 이용하여 BURNING방지 및 방지예방 효과가 있으며, 
또한 표면광택효과 

도금된 제품의 이물질이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고 면을 미려하게  
다듬는 공정이다.
사상이 된 제품은 QC가 선별하여 출하될 제품을 구분

유지의 부착이 많은 피금물은 산세전에 탈지해야한다.
소둔로(L10m x B2m x D2.3m)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표면에 페인트
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황산 및 염산을 이용

소둔&냉각 산세&수세

한발 앞선 기술력! 내일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One-up on technologies  Confidence for the future

그린테크의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ing]
대부분의 철구조물의 경우 재도장을하기 매우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은 다른 도장법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보수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비가 가정 적게 소요됩니다. 경량품으로부터 1개에 10톤에 이르는 제품에까지 용융아연도금
로에 침적 가능한 제품은 모두 생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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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크

최고의
제품

도금
경제성

오랜 수명
사용기간 

대비
저렴성

GREEN TECH Co.,Ltd.도금의 내식성
경제성
견고성

도금로 SIZE

D:2,300

공장규모

대지 : 16,800㎡ (5천평)

공장 : 6,131 ㎡

생산능력    (40,000ton/년간)

도금로 규격   (12m x 2m x 2.3m)

생산시간   주 · 야 운영

GREEN ENG Co., Ltd.

www.greengal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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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선 기술력! 내일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One-up on technologies  Confidence for the future

Main Products

도로기자재 Road & 철탑 Tower

용융아연도금을 하면 철과 아연이 그 경계에서 합금을 이루면서 결합하여 일체가 되므로  
방식효과의 수명이 신뢰도가 높다.

조선 ship

용융아연도금층은 특유의 견고한 합금상태가 되므로 수송, 건설, 사용시 기계적인 충격에 매우 
강하다



Serration 비도금처리Serration 비도금처리

GREEN TECH Co., Ltd. 0706 GREEN ENG Co., Ltd.

Products 
비도금처리 원자재Pipe 원자재Pipe 

Pipe Pipe

함께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미래의 희망을
We will share! A common hope for the future.

철탑 철탑 지주

PIPE RACK PIPE RACK PIPE RACK

Duct 각관 Handrail Ladder

Checkered plate Pipe PlatePlatform

Support wire Wire mash 맨홀커버 태양광

중앙 용접부 비도금처리끝단 용접부 비도금처리

www.greengal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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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아연도금 특징
1.내식성 우수 가장적게드는 초기비용

사용기간으로 본 경제성

2.희생적 방식작용

3.밀착성 우수

4.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

5.특이형상 구조물 도금 가능

6.물성변화 없음

7.도금 후 도장 가능

대기중 또는 수중, 토양중, 콘크리트중에서 발휘된다. 도장(3회) 및 metallizing등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

도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나, 도금은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음. (희생방식)

아연은 강재보다도 전기화학적으로 표준전위가 낮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 철소지 일부가 노출되어도,  
주변의 아연이 노출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도금피막으로서는  철과 아연의 합금층이 형성되어 그 위에 아연층이 적층하여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철소지와 잘 밀착하여 있고, 통상의 취급상태에서는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연 도금로에 침적 가능한 제품은 모두 생산이 가능하다. (도금로 보다 긴 제품은 2dipping도 가능함)

구석진 곳까지 도금이 가능하다.

통상의 강재에서는 용융아연도금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사이에의 기계적 성질은 거의 변화가 없다.

페인트도장에 의한 색상표현이 가능하다.

400g/㎡ 500g/㎡ 600g/㎡
부식량 내용년수 부식량 내용년수 부식량 내용년수

(g/㎡/년) (년) (g/㎡/년) (년) (g/㎡/년) (년)
중공업지대 31.1 11.6 32.8 13.7 31.1 17.4
해안지대 12.4 29 12.5 36 12.3 43.9
교외지대 7.1 50.7 7.2 62.5 6.7 80.6
도시지대 15.7 22.9 16 28.1 15.9 34

용융아연도금의 추정 내용년수

용융아연도금 경제성

오늘의 준비!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providing for tomorrow to create a better and more affluent society!

www.greengal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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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기술혁신만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Only technical innovation can open the door to the furure

Parkerizing

철강재료에 내마모성, 내식성, 윤활성 및 도장하지 목적으로 적용되며, 산업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방위산업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는 인산염
피막업체의 선두주자 그린이엔지는 고객 여러분의 가치 창조와 더불어 친환경을 생각하는 진정한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산염 피막업체에서 진정한 세계 일류기업으로!

고객 만족하는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 공정에 걸쳐 철저한 검사와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제품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증서 획득   (인산염 피막)공장규모

Business 
Area

대지 : 2,644㎡

크레인 :
Overhead C/R  5+ 5ton 1대
Overhead C/R 2.8+2.8ton 1대

생산능력    (15,000 TON/년)

주요생산품목   (선박 기자재, PIPE(피막))

인증서 획득   (인산염 피막)

Process Control
입고검사 적재 소둔 탈지 탈청 피막 AIR DRY & 검사 제품사진

2006.08.29
(주)그린이엔지 설립

2007.04.08
현대중공업 PIPE 산세 TEF검증

피막조 SIZE

D:2,000

 L: 9,000

www.greengalva.com



#38204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제내공단길 195-15
TEL. 054-743-0155      FAX. 054-743-0156  
E-mail : greengalva@naver.com
www.greengalva.com

Directions

(당사 내 계근장 보유)

현대중공업 냉천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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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고속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