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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VCI® 글로벌서비스
한국: Polartech

호주 : X-Rust (GreenVCI AU)
중국 : China Eundong

독일 / 유럽: Safepack GreenVCI
인도네시아 : Eco GreenVCI Indonesia

말레이시아 : GreenVCI Services
멕시코 : GreenVCI Mexico
태국 : GreenVCI Thailand

미국 : Eundong (USA)



WHAT WE SPECIALIZE

100% NO 아질산염

100% NO 2차아민 없는 무독성, 친환경 기화성 방청제

※ TRGS-615 관리규격 준수 (무독성)

※ 국제규격 방청성능의 품질 보유
(TL 8135-0002; 0043, NACETM0208-2008, 등등)

WHAT WE RESEARCH

㈜조은기업은 생산 Lot별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식방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친환경 기화성 방청제와 산업용 세척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글로벌 VCI 전문 기업입
니다.



GreenVCI® 글로벌서비스네트워크

대한민국 : Polartech
호주 : X-Rust (GreenVCI AU)
중국 : China Eundong
독일 / 유럽: Safepack GreenVCI
인도네시아 : Eco GreenVCI Indonesia
말레이시아 : GreenVCI Services
멕시코 : GreenVCI Mexico
태국 : GreenVCI Thailand
미국 : Eundong (USA)

독자기술로 개발된 Green VCI의 기화성 방청제 및 부식방
지 솔루션을 해외 GreenVCI 파트너와 네트웍 서비스를 제
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구성
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 및 재능을 활
용해 보다 만족할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eenVCI® 글로벌서비스목록

VCI 제품 고객 맞춤형

VCI 2차제품 (방청필름 압출, 방청지등) 생산교육

VCI 영업 전략 수립

VCI Knock-Down (KD) 포장

VCI 세척제 재제조 (REMAN) Remanufacturing

VCI Oil & Gas 석유가스 산업 보전

VCI 중공업

VCI 세미나 & 교육

VCI 생산 품질 관리

VCI 인증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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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성방청제 “VCI”

기화성 방청제는 금속의 부식을 막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금속 표면의
기화성 방청 성분의 층이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
경적인 기화성 방청제는 방청입자가 기화하여 금속표면의 미세한 틈까지 층
을 만들어 부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표면의화학적코팅: 금속 표면의 화학적 코팅은 공기중의 산소와 수증기
가 금속 표면에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코팅(기름칠 또
는 페인트칠)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부식이 발생
하며,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기화성 방청제는 눈에 띄지 않
는 화학적 층을 형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 시켜줍니다.

전자공유결함: 금속표면의 전자는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므로 금속은 불안
전상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VCI 화합물이 금속 표면에 층을 이루어 전자 공
유 결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금속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OH, O기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방청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기압과평형상태: 기화성 방청제는 인공적으로 O, OH기의 접촉을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기화성 방청제는 물(20 mmHg)보다 낮은 증기압을
지니고 있습니다.(0.01-0.4 mmHg) 그로 인해, 기화성 방청 성분은 증발되지 않
고 O, OH기를 차단하는 인공적인 환경을 오래도록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녹

금속의 부식은, 금속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적인 현
상을 뜻합니다. 금속 표면에서 습도가 생성됨에 따라 양극과 음
극의 전기화학 작용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됩니다.

당사는 1994년 최초 국산화 이래 수많은 부식에 대하여 실험 연
구해 온 결과 부식 방지 및 방청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누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직면한 문제의 근
본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상의 솔루
션을 제안합니다.

부식의조건

- 부식은 상대습도가 70%일 때 발생합니다.

- 부식의 원인 - NO2, 염화물, 불소 등 - 에 대한 노출이 있게되면
발생합니다.

- 조건들의 휘발성 정도에 따라 녹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METAL

ANODE CATHODE

ELECTROLYTE



특허

+20여개 국내, 국외 (미국, 중국 특허/상표)

기화성 방청 파우더 특허

기화성 방청액 특허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특허

기화성 방청 필름 특허

기화성 방청지 특허

기화성 방청 흡습제 특허

BOEING D6-17487 보잉 인증된 항공기용 세척제 특허등

인증서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FTA; 한-EU, 한-아세안, 한-중국

- 독일 본사 폭스바겐 공급자 번호: VW/K-GQK-S/green-VCI S2/March/2018

- 미국 NACE TM0208-2008 - 기화성 방청제 기화력/Vapor 실험 통과 인증서

- BFSV 독일 규격 VCI (기화력/Vapor) TL 8135 0043 시험 통과 인증서
- SGS 독일 규격 VCI (기화력/Vapor) TL 8135 0043 시험 통과 인증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VCI (접촉/Contact) 시험 통과 인증서

-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VCI 물성 Certificate of Analysis 인증서

- 염수 분무 (Salt Spray) 시험 통과 인증서

- TRGS 615 아질산염과 2차 아민 (Secondary Amines) 없는 친환경 기화성방
청제 제품으로 인증서

- REACH 유럽 연합 내 가장 까다로운 제품 규격 (SVHC) 인증서

- 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 통과 인증서

- ISO 9001:2001 & ISO 14001:2004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당사는 부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에 맞는 기화성 방청 기술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순간 노력합니다.



100% 무아질산염,  100% 무아민류

TRGS-615규격 지침 무독성 제품

친환경 3세대

친환경 3세대기화성방청제기술Yr 2000 핵심원료 : 친환경, 무독성, 식품등급, 바이오 기반, 유기염, 식물 추출물, 등등

GreenVCI®는 무독성 친환경 제품이며,  방청성능 또한 고성능의 제품입니다.

아질산염 기초원료
2세대

2세대아질산염기반기화성방청제기술Yr 1970 핵심 화학 원료 :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칼륨등

세계 경제발전으로 금속산업 협장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핵심원료인 아질산염, 아민류 성분
등이 독성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산업현장에서 퇴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종 아질산
염은 배제되나 아민류는 존재합니다.)

아민류, 크롬, 인산염 등
1세대

1세대기화성방청제기술Yr 1940
핵심화학원료 : 디사이클로헥실아민, 디이소프로필아민등.

기화성 방청제 최초 개발배경 :  미국정부는 2차 세계 대전중 동남아시아에서 무기류의 심한 부
식 문제로 전쟁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핵심화
학원료인 디사이클로헥실아민, 디이소프로필아민등은 후세아 기형아를 출산할수 있는 위험물
질로 확인 되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co-friendliness

Potential Hazard to Health

3. Eco-friendly VCI 4. Food-grade VCI1. Functional VCI 2. Nitrite-based VCI

Amines, Chromates, 
Phosphates

Dicyclohexylamine Sodium Nitrite

Currently the most used VCI 
product

Does not contain heavy metals, secondary amines, and 
carcinogens (sodium nitrite, morpholine, etc.)

Type of VCI

Key Ingredients

Non-Nitrite, nitrite freeMarketed Names Dichan, Dipan Bio-based, Food-grade

Contains Sodium Nitrite

Diisopropylamine Heavy Metals (Chrome, 
Phosphate)

Food Additives (Organic Salts) Plant Extract

Animal Extract

1950s – 1970s – 2000s – Recent

Nitrite-free and non-nitrite frequently 

still contain limited nitrite content



주요고객

BMW, 폭스 바겐, 메르세데스벤츠, Claas,
현대, LG, 기아, 대우, 삼성, GM, 포스코, 두산, 체리, 등등



자동차산업

GreenVCI®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관, 운송등 완벽한 부식 방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Knock Down (KD)
- Complete Knock Down (CKD)
- Medium Knock Down (MKD)
- Semi Knock Down (SKD)
- Disassembled Knock Down (DKD)



석유화학플랜트보존처리

GreenVCI® Oil & Gas “GOG”는 석유화학 및 가스 산업 분야에서

부식방지를 위한 VCI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랜트 자재의 생산, 운송, 보존, 시공, 운전등 전 과정에서 효율
적으로 부식방지 관리가 될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재제조산업 (리맨)

"REMAN (리맨)＂은 일반적으로 ‘제재조 과정’을 의미하며 중고 제품을 새
것처럼 복구하거나 새 제품의 기능보다도 한층 더 보완한 상태로 복구하여
재사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원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
호와 비용 절감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화성방청 기술을 접목한,  VCI 제품 및 토탈 클리닝 솔루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 페인트, 콘크리트 제거제 등)

연구개발 2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최고 성능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부식문제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reen VCI 제품은 100% 2차 무아민류,

100% 무아질산염의 무독성 친환경 제품입니다.



중공업

GreenVCI®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화성 방청제품 및

부식 방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reen VCI Liquid

Green VCI Powder

Green VCI Film

Green VCI Paper

Green VCI Chip

Green VCI Boll



GreenVCI® 기화성방청파우더

GVP10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11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비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120
굳지 않는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100 Micro
분쇄된 (+300 메쉬)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200
철용 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300
보일러용 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400
폐 루프 냉각 시스템, 스케일 보호, 수력 테스트 등을위한 다용도 생분해성 VCI 기

화성 방청 파우더 (소금물 호환)

GVP500
PVA 팩용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600
VCI 기화성 방청지 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GVPP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비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파우더 팩용

GVPPG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비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과립형 파우더 팩용



GreenVCI® 기화성방청코팅페인트

GVL600    

수성탑코트 아크릴 프라이머 VCI 기화성 방청제

GVL610    

유성 방청 프라이머

GreenVCI® 기화성방청액

GVL1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액

GVL200    
정수압 (hydrostatic & leaking) 테스트용 VCI 기화성 방청액

GVL3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지 생산용 기화성 VCI 방청액

GVL4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수용성 벗길 수있는 VCI 기화성 방청 코팅제

GVL500    
방청유 대체할 수 있는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액

GVL8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수용성 VCI 기화성 농축 방청액

GVL810    
폐 루프 냉각 시스템, 스케일 보호, 수력 테스트 등을위한 다용도 생분해성 VCI 기화성 방청액 (소금물 호환)



GreenVCI® 기화성방청마스터배치

GVR10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VR200    
철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VR300    
비철금속용 기화성 방청 VCI 필름생산용 기화성 방청 VCI 마스터배치

GVR400    
은, 구리, & 놋쇠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VR500    
정전기 방지기능있는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VR6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스트레치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VR700    
100% 무 벤조트리아졸 공용 (철및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VR-SP    
폭스바겐사 Volkswagen VW 50164 인증된, 메르세데스 벤츠
Mercedes Benz DBL 6994, & BMW GS 9400 VCI 
기화성 방청 필름생산용 VCI 기화성 방청 마스터배치

GreenVCI® 기화성방청디퓨저

GVDF100    
흡습기능있는 VCI 기화성 방청 디퓨저

GVDF110    
VCI 기화성 방청 디퓨저

GVDF200    
작은 VCI 기화성 방청 디퓨저



GreenVCI® 기화성방청포그

GVLFG10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포그

GVLFG200    
철용 수용성 VCI 기화성 방청 포그

GreenVCI® 기화성방청유

GVL700    
VCI 기화성 방청 오일 생산용 VCI 기화성 농축 방청첨가제

GVL710    
터빈 오일용 VCI 기화성 방청 오일 첨가제 (윤활유)

"VL"720    
연료 첨가제용 VCI 기화성 방청제 (윤활유)

GVL730    
식물성 유성 VCI 기화성 방청제 (윤활유)

GVL740    
윤활유용 VCI 기화성 방청 오일 첨가제

GVL750    
VCI 기화성 방청겔

GVL760    
방청유

GVL770    
용제성 VCI 기화성 방청 윤활유



GreenVCI® 기화성방청필름

GVF1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F110    
정전기 방지기능있는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F120    
자외선 차단 기능있는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F200    
철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F300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F310    
인장 강도 높은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F40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열수축 필름

GVF6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스트레치 필름

GVF-SP    
폭스바겐사 Volkswagen VW 50164, 메르세데스 벤츠 Mercedes Benz DBL 6994, 
& BMW GS 9400 인증된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reenVCI® 기화성방청흡습제

GVD1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흡습제

GVD200    
철용 VCI 기화성 방청 흡습제

GVD300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흡습제 (70-200% 흡습

율)



GreenVCI® Reman EDC (제재조리맨용세척제)

EDC-100    
제재조 리맨용 초음파 세척제

EDC-200    
제재조 리맨용 콘크리트 제거제

EDC-300    
제재조 리맨용 세척제

EDC-310    
제재조 리맨용 알루미늄 세척제

EDC-320    
제재조 리맨용 세척제 (겔)

EDC-300(N)    
BOEING D6-17487 보잉 인증된 항공기용 세척제

EDC-400    
제재조 리맨용 실리콘 제거제

EDC-500    
제재조 리맨용 탈지제

EDC-600    
제재조 리맨용 3-in-1 동시에 (페인트제거제 + 탈지제 + 녹제거제) 제거 할 수있는 세정제

EDC-700    
제재조 리맨용 유기산 및 유기염을 이용하여 만든 Food Grade 녹제거제

EDC-720    
제재조 리맨용 유기산 및 유기염을 이용하여 만든 Food Grade 녹제거제 (겔)

EDC-900    
부식 방지 기능있는 전자 세척제



GreenVCI® GreenVCI® 기화성지

GVPR10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지

GVPR11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폴리에틸렌 코팅된 VCI 기화성 방청지

GVPR200    
철용 VCI 기화성 방청지

GVPR210    
철용 폴리에틸렌 코팅된 VCI 기화성 방청지

GVPR300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지

GVPR310    
비철금속용 폴리에틸렌 코팅된 VCI 기화성 방청 필름

GVPR400    
정전기 방지기능있는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지

GVPR410    
정전기 방지기능있는 공용(철 및 비철금속용) 폴리에틸렌 코팅된 VCI 
기화성 방청지

GVPR500
OPP + PE Woven + 공용 VCI Paper

GreenVCI® 기타

GreenVCI® 기화성방청에미터
GVE100

휴대 및 사용이 편리한 VCI 기화성 방청 에미터

GreenVCI® 기화성방청튜브
GVTU100    

공용 (철 및 비철금속용) VCI 기화성 방청 튜브

GreenVCI® 기화성방청칩
GVC100    

기화성 방청 성분을 합성 섬유에 함침한 제품



John & Eundong Co., Ltd. / ㈜조은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성엽자기길 50, 31216

Phone: (+82)-41-6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