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OCEAN Chemical
㈜ 그린오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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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2020년 12월 현재

4

Business-

Petrochemical

Polypropylene

사업 개요

• 그린오션 화학은 GS Caltex에서 생산되고 있는 PP(Polypropylene)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국내 PP
제품을 GS Caltex 국내 공장들에게 납품하거나(진천, 화양, 진주) GS Caltex 해외 공장들에 납품하면서 (GSC Langfang,
Czech),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PP OG (off grade)를 국내외 Customer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생산될 예정인 GS Caltex PE(Polyethylene)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DPE, LDPE,
LLDPE) 2021년부터 생산될 제품을 미리 선점하여 판매하고 그 Know-how를 축척 시켜 당사만의 강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요 제품

• PP : PP homopolymer, PP copolymer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일회용주사기, 투명용기, 위생섬유, 포장필름, 마대 제조用)
• PE : HDPE, LDPE, LLDPE (생활용기, 수도관 파이프, 포장필름, 자동차용품, 가정용품, 섬유, 전선 피복 제조用)

추진 계획

• 당사는 2021년 증설되는 PP line과 2021년 신설되는 PE line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도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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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trochemical

복합 Polypropylene
【사업 개요】
•

그린 오션 화학은 복합 PP 제품의 글로벌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GS칼텍스 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기타 국내외 화
학 기업과의 협력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적극적 해외마케팅을 통해 복합PP를 필두로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트레이더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자동차 분야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의 소형화,경량화 및 내구성 요구에 부응하는 소재 공급을 위해 수지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전 세계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timel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가전 분야
작고 가벼우면서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미함유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제품에 적용 고객의 안락함과 더불어
자원의 재순환 및 친환경에 기여합니다.

【대상고객 및 판매지역】
1) 자동차 분야

주요 고객 :

2) 가전 분야

주요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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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trochemical

복합 Polypropylene

1) 자동차 분야
구분

Toyota

Honda

Subaru

Renault*

Suzuki

Mazda

공통
승인
부품

2) 가전 분야 분야
구분

SAMSUNG

LG

TOSHIBA

Haier

Midea

공통
승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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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trochemical

Polyethylene

 폴리에틸렌은 기계적 성능, 내습, 방습성, 내한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화도 (Density)에 따라 HDPE (High Density PE), LDPE (Low Density PE), LLDPE(Liner Low
Density PE)로 구분되며 우수한 성형성과 저렴한 가격의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ex : LG LDPE FB0800 spec>

Component

Unit

Description

Flow Rate 190℃,2.16kg

g/10min

0.8

Density

g/㎠

0.921

Tensile Strength at Break

kg/㎠

210

Ultimate Elongation

%

650

Dart Impact Strength,30㎛

G

220

Haze (%), 50㎛

%

8.0

Melting Temperature

℃

110

Softening Point

℃

94

용도(Application)
PE는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각종 생활용기, 수도관 파이프,

포장필름, 자동차용품, 가정용품, 섬유, 전선 피복 등을
만드는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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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trochemical

Polycarbonate

 폴리 카보네이트는 대표적인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서 비스 페놀 A와 포스겐을 원료로 생산합니다
 투명하고 열, 기계 등 각종 특성의 균형이 잡혀 있는 점이 특징이며 Base Granule의 구조에 따라 Linear PC와
Branched PC로 구분하고 다시 Linear PC는 Viscosity Molecular Weight에 따라 구분 합니다

<ex : 삼양 Virgin PC>

용도(Application)
Component

Viscosity Molecular Weight
3LV

16000 ~ 18000

PE는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자동차용품, 오디오용 CD,가정용
전기기구, 조명기구, 포장용품, 필름 등 제조에 유용하고, 다른
수지(ABS, Polyester)와 Blending 되어서 특성을 극대화한

Linear PC

Branched PC

LLV

17500 ~ 19500

LV

20000 ~ 22000

MV

22000 ~ 29000

HV

29000 ~ 31000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4000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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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ne Chemical

2,3 - Butanediol

The Business Summary

그린오션 화학은 GS칼텍스㈜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2,3-BDO (부탄디올)의 우수성을 전세계가 향유할 수 있도록 세계
유수의 상사들과 협력해 나갈 것 입니다.
치즈, 와인, 과일 생선 등의 식품은 물론 자연 상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천연 소재인 2,3-BDO는 소량 생산 되어 의학용 원료
로서만 활용되어 왔으나, GS칼텍스(주)의 기술력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화장품 원료 및 농업 분야, 식품 분야에
이르기 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천연 소재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GS칼텍스의 기술력에 수출 전문 기업 그린오션 화학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하여
전세계 고객사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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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ne Chemical

2,3 - Butanediol

The Major Features

2,3-BDO는 카사바, Raw Sugar 등의 바이오매스 Non-GMO 원료를 사용하여(GMO Free), 미생물 발효 등 친환경 제조 과정(LMO
Free, Toxic Chemical Free)을 통해 생산되는 자연 유래 천연 소재입니다. 기존 화학 성분들과 달리 인체에 무해하고 자극이 없는
2,3-BDO는 국가 및 전문 기관으로부터 이미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부터 신기술(NET) 인증(2018) 받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
■USDA 인증 100% 바이오 유래 물질(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
■천연 소재 원료로서 기존 화학 원료들과 달리 인체에 자극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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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ne Chemical

2,3 - Butanediol

Applicable Industries

(1) 화장품 원료 분야
보습(Skin Moisturizing), 방부(Preservation), 항염(Anti-inflammation), 항산화(Anti-oxidant), 주름 개선(Anti-Wrinkle) 효과를
통해 퍼스널 케어류 제품 등 화장품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인체 무해한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천연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2,3-BDO는 향후 ‘바이오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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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ne Chemical

2,3 - Butanediol

Applicable Industries

(2) 농약 및 비료 분야
①
②
③
④

기존 항생제 기반 농약과 달리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병원성을 감소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를 방제
화학 농약과 달리 잔류 문제가 없어 수확기에 합제 처리하여 방제 가능
영양 성분만을 공급하는 기존 화학 비료와 달리 생장 촉진 및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토양 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킴.

(3) 식품 분야
인체에 무해한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각종 식품류에 첨가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 식품 첨가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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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ne Chemical

2,3 - Butanediol

The Promotion Plan

2019. 1. GS칼텍스㈜ 및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와 화장품 원료 분야 3사 MOU 체결
2019. 2. 2,3-BDO 정식 INCI NAME 등록
Sumitomo Corporation China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 조사 완료
2019. 3. 연 300MT 생산 규모의 데모 플랜트 건설 완료

2019. 4. 유럽 REACH 인증 획득
Prespers, Cosmotec 샘플 분석 진행
2019. 5. 데모 플랜트 시운전 완료 및 공장 가동 개시
2019. 6. 유럽 시장 글로벌 화장품 제조 회사 대상 마케팅 활동 개시
중국 시장 마케팅 활동 개시
2019. 7. COSMOS ECOCERT 인증 획득
2019. 8. 북미 및 남미 시장 마케팅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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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ubricant

사업 개요

그린오션 화학은 GS Caltex 로부터 약 300여가지 종류의 고품질 윤활유를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으로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멕시코 시장 확대를 위해 몬테레이 인근 멕시코 시티 등지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멕시코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북 중미 전체를 아우르는 판매 Network 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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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ubricant

윤활유 개요
Kixx 윤활유 제조
기유
▪ 분류

광 유 (Mineral Base Oil)
합성기유 (synthetic Base Oil)

▪ 주요 기능
점도 및 저온특성, 첨가제 용해성,
증발 감량, 산화안정성

첨가제
산화방지제, 내 마모제, 유동점 강하제, 거품방지제 등

Kixx 윤활유 제품
Kixx 윤활유 제품은 “승용차/상용차 엔진오일, 변속기/엑셀오일, 유압 작동유, 산업유, 그리스, 해상유” 등 약 300여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용 엔진오일

상용차용 엔진오일

변속기/엑슬 오일

유압 작동유

유압 작동유

터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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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ubricant

Certifications
 국제 자동차 회사 및 설비 업체 승인 이력
Certifications from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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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ubricant

Sales Strategy



그린오션 화학은 안정적인 멕시코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중이며, 향후 일본, 아프리카 등지로 공급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별 윤활유 판매 현황 및 향후 판매 전략

Seed Market
국가

Mexico
미국

비지니스
모델

B2B / B2C 구분
- B2B: 법인/공장

지역별
전략

전략

Potential Market
1
일본

Potential Market
2

 멕시코 윤활유 판매량
(2018~2022 전망)
(DM/월)

아프리카

Global Network을 활용하여 공동 진출 추진
- 일본계 상사의 해외 판매 Network 활용

840

B2C

420

B2B

- B2C: 대형 및
자동차수리 장

536
타겟팅

- 자동차 회사, 타이어
업체 및 자동차 수리
점

- 스미토모상사, 마루베니 일본계 상사의
Global Network 활용

356
160

61 110 184

274

39

2018 2019 2020 2021 2022

18

Business-

사업 개요

Steel

그린오션은 글로벌 철강 공급선으로 가격 & 품질 경쟁력으로 고객사에게 더나은 솔루션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린오션은 국내 유수한 철강사의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자동차 산업, 플랜트, 기계류 ,조선, 에너지
사업 관련 프로젝트 등 세계 각지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반제품, 봉형강, 열연, 후판, 냉연, 도금제품부터 에너지용 파이프, 자동차강판, 스테인레스에 이르기까지 특수화된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다변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추진 계획

•

반제품: 슬라브, 빌렛

•

봉형강류: 형강, 철근, 봉강, 선재

•

판재류: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 도금강판(아연도금/알루미늄도금),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자동차 강판

특히, 폐사는 일본계 완성차 제조사 및 중공업향 철강재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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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개요

Mechanical

• 그린오션 화학은 Partner사의 화공기기, 에너지 및 발전 설비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화공기기 (Pressure Vessel, Reactor etc.), Engineering Service, Erection Service etc.
☞ 에너지 및 발전 기기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Steam Drums etc.), Engineering Service etc.
• 또한 일본 Market에 진출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중공업 업체들과의 Business Alliance를 추진하여 Products Sales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전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는 일본계 상사와 함께 개발하고있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IPP 지원 사업도 수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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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echanical

화공기기

그린오션 화학은, Partner Company의 주요 화공기기를 국내 및 Global Market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오션 화학은 일본 대형 중공업 업체들과 Strong Relationship을 유지하며 중공업 관련 Business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고, 축적된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rvice & Product Line up

Consulting Service

Outstanding Facility

 Max. Production Capacity 60,000 Ton/Year (5,000 Ton/ Month)

- The only facility in Korea capable of fabricating products over 2,000 tons per unit
- Self-owned jetty, with berthing capacity of 12,000DWT

Service
 Detail Engineering, Strength Calculation & Manufacturing
 Site Construction & Equipment Erection, Supervision
 UT, RT, MT, Hydrostatic Test

 일본 중공업 업체와의
Business Alliance추진

고객 Lead, Help
Check



Vendor 등록

 Products Sales
Arrange
 Market 정보제공

Product Line up
 Heat Exchanger (Shell & Tube Type)
 Pressure Vessel & Drum, Reactor, Column & Tower
 Storage Tank, Silo

 IPP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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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echanical

에너지 및 발전

그린오션 화학은 Partner사의 에너지 설비 및 발전 기자재를 국내 및 Global Market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린오션 화학은 일본 대형 중공업 업체들과 Strong Relationship을 유지하며 중공업 관련 Business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고,
축적된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Outstanding Facility

발전

 Annual manufacturing capacity of 30 HRSG Units
- Two HRSG-specialized manufacturing plants (71,300m 2,

Product Line up








Seongam & Onsan) with 2 units of RT Bunkers capable of
18 HRSG modules inspection simultaneously

Service

Product Line up

 Detail Engineering, Heat Balance, Efficiency & Steam Rate
 Flue Gas Calculation, Description of Material & Specification
 Fabrication & Manufacturing, Training & Education

CTCS & Debris Filter
Surface Condenser
F.W Tanks & Deaerator
HP/LP F.W Heater
CCW Heat Exchanger
Pressure Vessel & Tanks

Product Pictures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P/IP/LP Steam Drum, Piping Spool & Fin Tube
 Heavy Wall Cylinde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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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echanical

에너지 및 발전

추진계획

• 그린오션 화학은 향후 Maker의 발굴과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Products를 개발하고 다양화를 추진하여
항상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Maker와 일본 중공업 Maker의 Business Alliance를 진행하여 고부가 기기의 국내제작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양사간 Win-win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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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사업개요

Project 개발

• 그린오션 화학에서는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의 선정부터 전력 공급까지 일본계 상사와 함께
Co-work 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을 포함,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Project Feasibility Study, 주기기 및 BOP (Balance of Project) 설비의 구매 등 Project 전반을 지원하여 고객의
Project가 Optimization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현황

IPP 개발 Procedure

(Project선정~소비자)

IPP 개발에 영향을 주는 Factors
◎: 그린오션 화학 지원

Equity + Financing
EIA, Land Acquisition
Fuel Supply & Price

◎ (Market Inform)

Power Purchase
Power Requirement
Main Equipment

◎ (주기기Inform)

EPC Price
Plant Optimization

◎ (Feasibility Study 결과)

Projec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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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추진계획

Project 개발
• 그린오션 화학은 친환경 IPP Project에 특화되어 있고, 현재 일본계 상사 및 중공업 업체와 연계한 Global Project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Project를 확보하여 고객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그린오션 화학에서는 친환경 IPP Project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Project 개발과 함께 최적의 Procurement
Network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Cost-effective한 Project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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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 Origination Chart
• 그린오션해운은 (Green Ocean Logistics Co., Ltd.) 2012년 8월 설립되었고 그린오션화학의 Logistics를 담당하고 있는
그린오션 화학의 자회사 입니다.
• 그린오션 해운의 강점은 숙련된 인재들과 뛰어난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의 소중한 해상/항공/ 내륙운송을 통하여
전세계 어느 곳이든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운송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입니다

본사

부산 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8층 (역삼동, 도원빌딩)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번길 50-1. 9층 (중앙동4가, 명지빌딩)

전화: 82 2 6713 1328
팩스: 82 2 6713 1321

전화 : 82 51 969 9900
팩스 : 82 51 969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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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Global Business Network
″그린오션 해운은 Sumisho Global Logistics와 오랜 Business Partnership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umisho Global Logistics 소개 (1983설 립)
Sumisho Global Logistics은 일본 Sumitomo Corporation of Americas 와 Sumisho Global Logistics 사의 자회사로 전세계에 30년 이상 다양하고
Special화된 Transportation Services 를 제공 하고 있음

etc.

″그린오션 해운은 최적화된 Global Network을 통해 고 품질의 Logistic Services를 제공 합니다 ″
주요 실적 Countries
China, Vietnam, U.S.A, Taiwan, Singapore, Malaysia, Philippine, India, Netherland, French, Italy, Mexico, Canada, UK, Greece,
Turkey, Thailand,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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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GlobalNetwork
Business Network
Global
“믿을 수 있는 탄탄한 Channel을 통해 고객의 화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겠습니다”

Europe

o
China

Thailand

Indonisia

Japan

North/South
Amercia

Logistics
Import & Export Services
해상과 항공 복합 운송
•

세계적으로 우수한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어떤 목적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운송 할 수 있습니다.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 Services
•

화물의 종류와 위치에 관계없이 가장 경제적인 물류 비용과 전문 서비스로 고객의 귀중한 화물을 인수에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송을 합니다.

Customs Clearance
•

그린오션해운은 국내외 지점과 협력하여 수출화물의 통관을 신속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오랜 경험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
다.

EDI Station
•
•
•
•

법률 준수
다양한 권한 지원
반환가능 세금의 환급.
관세관련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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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8층
Tel. +82- 2- 565-1328
Fax. +82- 2- 6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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