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엠케미칼은 품질 제일주의를 추구하며

표면처리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과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급 공정
세라믹 소재 공정

금속 및 장비 세정제 약품

Metal striper solution

무전해 코발트 도금 프로세서

전해/무전해 금도금 프로세서

전해/무전해 니켈 도금 프로세서

디스미어 프로세서

각종 전 후처리제 약품

생산 . 제조 시설                          연구 . 개발 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KS Q ISO 9001 / 2015
벤처기업 인증 기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11길 31-21
TEL : 031-495-1307   FAX : 031-495-1304
E-mail : cm@cmchemical.co.kr  Homepage : www.cmchemical.co.kr



  
       76  ( )  Tel:031-492-0074/Fax:031-493-7074

    

        

        
 

(Soft) (Hard)  
 /    

,       

 
          

    
    

  

 99.9%      

 (P)    



Cover Story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는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표 

면처리 기능인들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표면처리 산업의 

중요성을 정부와 산업계에 홍보하며, 표면처리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뒷받침 하기 위해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 다. 

  작은 시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본회는 회원 개인의 역 

량이 업계에 스며들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표면처리 

산업의 번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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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31일(토) 

경기테크노파크 상록한정식에서 20년 신입회원 환영식 

진행 및 봉사활동 사진. 

  



존경하는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질병과 싸우느라 모든 국가, 기업, 단체, 개인의 

삶도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힘겨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도 회원님들께서 각자 위치에서 활발한 활동과 노력 

을 하고 계시기에 저희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가 나날이 성장 

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재직자 직무 역량강화를 위 

한 뿌리기술 아카데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뿌리산업진 

흥센터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경제 현황을 슬기롭고 지혜 

롭게 이겨내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기술적 

지원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기능장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장회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졌습니다. 27기 신입 

회원들께서는 표면처리 분야 에서도 경력, 역량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는 기능장회의 소속으로 기존의 회원님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서 활발한 네트워크와 협업, 협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표면처리 기능장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펜데믹 사태도 진정되리라 생각하며 좀 더 빠른 백신 

접종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주시는 모든 운영진, 이사진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항상 용기와 희망으로 강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회장 정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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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 캠퍼스에서 기능장회 소모임 진행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는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5인에서 10인까지 소모임 진행 후

 사진과 회의록 제출하시면 

1인당 2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0년 6월 9일 

본회 사무실에서 아카데미 2년 연속 선정 축하와 대책회의 진행.

2020년 6월 9일 

본회 사무실에서 아카데미 2년 연속 선정 축하와 대책회의 진행.

 6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0년 6월 24일 

본회 사무실에서 아카데미 강사진 회의 진행.

한국기능장연합회 10개 단체장 참석으로 

(사)한국미용장협회 사무실에서 진행.

2020년 6월 21일 

(사)기능장 연합회 제 2차 이사회를 본회 정광미 회장님과 

한국기능장연합회 10개 단체장 참석으로 

(사)한국미용장협회 사무실에서 진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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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뿌리기술 아카데미사업 협약 체결.뿌리기술 아카데미사업 협약 체결.

2020년 7월 2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뿌리기술 아카데미사업 협약 체결.

2020년 7월 3일 

본회 사무실에서 

뿌리기술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진행시 사용할 뿌리기술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진행시 사용할 

서버구축 프로그램제작 사전회의 진행.서버구축 프로그램제작 사전회의 진행.

2020년 7월 3일 

본회 사무실에서 

뿌리기술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진행시 사용할 

서버구축 프로그램제작 사전회의 진행.

 8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0년 7월 3일 2020년 7월 3일 

킨텍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사)한국접착코팅협회와의 업무협약 진행.

2020년 7월 4일 

신길동에서 텃밭 봉사활동 감자캐기 진행하여 

꿈꾸는느림보장애인단체에 전달. 

9



2020년 8월 11일 ~ 12일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서 주관하고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 

2020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전시회 “개회식 및 포럼” 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하여 상장 시상.

2020년 8월 28일

2020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최종 선정에 

주식회사 현대도금 대표이며 본회 부회장 23기 윤희탁 기능장, 

유림티앤씨(주) 이사이며 본회 봉사위원장 16기 서선교 기능장,

(주)우진쿼터스 이사이며 본회 총무위원장 23기 조용진 기능장이 각각 명장과 우수숙련기술인에 선정.



2020년 8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91-8에서 

본회 정광미 회장님, 고금석 고문님, 장세도 부회장님, 서선교 봉사위원장님, 

조용진 총무위원장님, 오종수 기능장님, 고정선 기능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텃밭 봉사활동 진행.

(찬조 : 화장품 15개 - 류창환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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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5일, 19일

신길동 텃밭 가을 무우 파종 및 싹 솎아주는 등 봉사활동 진행. 

2020년 9월 5일, 19일

신길동 텃밭 가을 무우 파종 및 싹 솎아주는 등 봉사활동 진행. 

2020년 9월

아카데미 교육진행.  

2020년 9월

아카데미 교육진행.  

1 2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0년 9월 23일

2020년 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본회 1기 나상조 고문님 선정.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9월 23일

2020년 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본회 1기 나상조 고문님 선정.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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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1일, 24일, 25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 기능인의 날 제정 및 

숙련기술 장려사업 추진 방안 회의 및 농촌 생활환경개선 봉사 활동에 본회 참여.

2020년 10월 11일, 24일, 25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 기능인의 날 제정 및 

숙련기술 장려사업 추진 방안 회의 및 농촌 생활환경개선 봉사 활동에 본회 참여.

2020년 10월 16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와 노무법인 청담이 

       인사노무 컨설팅 및 교육지원 자문 협약식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

2020년 10월 16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와 노무법인 청담이 

       인사노무 컨설팅 및 교육지원 자문 협약식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

1 4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0년 10월  30일 

본회 오종수 기능장님 미추홀 명장 선정.

2020년 10월  30일 

본회 오종수 기능장님 미추홀 명장 선정.

2020년 10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 B1층 상록한정식에서 20년 신입회원 환영식 및 시상식을 진행.

2020년 10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 B1층 상록한정식에서 20년 신입회원 환영식 및 시상식을 진행.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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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6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 소재 표면기술 컨퍼런스 및 접착코팅 전시회에 

본회 회원사 (주)대도도금, 한가람화학(주), (주)우진쿼터스 참가. 

2020년 11월 5일~6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 소재 표면기술 컨퍼런스 및 접착코팅 전시회에 

본회 회원사 (주)대도도금, 한가람화학(주), (주)우진쿼터스 참가. 

2020년 11월 10일 

국회 송옥주국회의원실에서 

한노위 위원장 송옥주 의원님과 

기능장들의역할과 처우계산을 위한 간담회 진행. 

2020년 11월 10일 

국회 송옥주국회의원실에서 

한노위 위원장 송옥주 의원님과 

기능장들의역할과 처우계산을 위한 간담회 진행.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0년 11월 15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에서 진행한 

충북 청주시 비상리와 비중리의 농촌 생활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본회 오른손봉사단 참여.

2020년 11월 15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에서 진행한 

충북 청주시 비상리와 비중리의 농촌 생활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본회 오른손봉사단 참여.

2020년 11월 14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에서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배명직 기능장님 참석.

2020년 11월 14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에서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배명직 기능장님 참석.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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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표면처리 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학연 융합 특별강습회에서 

본회 장세도 부회장님, 손인준 기능장님께서 강의 진행.

2020년 12월 16일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표면처리 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학연 융합 특별강습회에서 

본회 장세도 부회장님, 손인준 기능장님께서 강의 진행.

2020년 12월 26일 

본회 우지훈 부회장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2020년 12월 26일 

본회 우지훈 부회장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1 8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0년 12월  20일 

대구경북 백년소공인에 한광바렐연마 대표님이신 본회 신주섭 기능장님  선정.

2020년 12월  20일 

대구경북 백년소공인에 한광바렐연마 대표님이신 본회 신주섭 기능장님  선정.

 곽동훈  승인2020.12.2021:30

HOME  경제  경제일반

명인안동소주,대구경북‘백년소공인’됐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백년소공인’ 2차 선정 결과, 숙련

기술과성장역량을두루갖춘우수소공인 13개사(대구 8곳, 경북 5곳)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0

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대구경북지역백년소공인은 총 30곳으로 늘었다.

한광바렐연마(대표 신주섭, 업력 33년)는 표면처리분야의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업체로, 지속

적인 연구개발및지식재산권확보 등혁신활동을하고있는기업이다. 특히기술보존을위해아들

에게표면처리기술을전수, 이는 국내 최초부자지간 표면처리기능장탄생으로 이어져업계의주

목을받고있다.

대경중기청,올해13곳추가
대구8곳·경북5곳…총30곳

2020년 12월 30일 

서선교 봉사위원장님 

2020년 12월 30일 

서선교 봉사위원장님 

한국기능장연합회 화장상 표창장 수상. 



활동상황보고 2021. 01 ~  02

2021년 1월 18일 

장세도, 우지훈 부회장님 국회위원상(표창장) 수상.

2021년 1월 18일 

장세도, 우지훈 부회장님 국회위원상(표창장) 수상.

2021년 2월 17일 

제 15차 이사회를 온라인(밴드)으로 진행.

2021년 2월 17일 

제 15차 이사회를 온라인(밴드)으로 진행.

장 세 도

20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1년 2월 16일 

기능장연합회 정기총회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

2021년 2월 16일 

기능장연합회 정기총회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

2021년 2월 26일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제 5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약식으로 진행.

2021년 2월 26일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제 5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약식으로 진행.

21



활동상황보고 2021. 03 ~ 05

2021년 3월 27일 

신길동 텃밭 감자 심기로 21년 봉사활동 시작. 

2021년 3월 27일 

신길동 텃밭 감자 심기로 21년 봉사활동 시작. 

2021년 4월 8일 

kotiti 시험연구원과 금속장신구 안전 기반 마련 협의회(기능장회 포함)발족 및 업무협약.

2021년 4월 8일 

kotiti 시험연구원과 금속장신구 안전 기반 마련 협의회(기능장회 포함)발족 및 업무협약.

 22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1년 5월 7일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공동폐수처리장 건립 준공식 축하화환 전달.

2021년 5월 7일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공동폐수처리장 건립 준공식 축하화환 전달.

2021년 5월 12일 

대도금속(주)세종콜렉션 사옥 준공식 및 창립22주년 기념식 진행.

2021년 5월 12일 

대도금속(주)세종콜렉션 사옥 준공식 및 창립22주년 기념식 진행.

2021년 5월 7일 

신임 어수봉 한국인력공단 이사장님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와의 간담회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

2021년 5월 7일 

신임 어수봉 한국인력공단 이사장님과

(사)한국기능장연합회와의 간담회에 

본회 정광미 회장님 참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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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5일 

신길동 텃밭 감자싹 솎아주고 잡초정리등 봉사활동진행.

 * 류창환 기능장님 썬크림 찬조  항상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5일 

신길동 텃밭 감자싹 솎아주고 잡초정리등 봉사활동진행.

 * 류창환 기능장님 썬크림 찬조  항상 감사합니다.^^

24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2021년 5월 25일 

민간숙련기술자단체 지원사업에 본회 김진갑 교육출판위원장님 사업계획 발표 참여.

2021년 5월 25일 

민간숙련기술자단체 지원사업에 본회 김진갑 교육출판위원장님 사업계획 발표 참여.

2021년 5월 17일 

뿌리기술아카데미 협약식에  우지훈 부회장님 참석.

2021년 5월 17일 

뿌리기술아카데미 협약식에  우지훈 부회장님 참석.

25



기양금속공업 주식회사기양금속공업 주식회사기양금속공업 주식회사
일, 학습병행 훈련 시작일, 학습병행 훈련 시작일, 학습병행 훈련 시작일, 학습병행 훈련 시작일, 학습병행 훈련 시작

26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기양금속공업 주식회사는 20 21년 6월 

일, 학습 병행 훈련 4기를 시작 하였다. 

  신입사원 청년 두 명으로 일과 학습을 병 

행하며,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함께 훈 

련하는 1년 과정을 시작 하였다.

  뿌리기업 표면처리는 위험하고 힘든 직 

업이라는 사회 일반적 관념 때문에 업계 

의 청년지원이 점차 줄어 이제는 어느 회 

사를 가든 50대가 주류이며 외국인 근로 

자가 많은 것을 대체해 작업하는 것을 보 

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당사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고 있는데 먼저 병역특례 

지정을 받아 젊은 인력을 수년간 수급해 

왔으나 이마저 2020년 지원자가 없어 

병무청으로부터 특례지정취소로 이어져 

어려운 환경에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었 

으나 다행히 이번 일, 학습 병행 프로그램 

지원자가 있어 4기 훈련을 시작하게 되 

었다. 

  기양금속공업 주식회사는 단독기업으로 

OFF-JT,  OJT 모두를 사내에서 진행하 

게 되어 숙박하며 공동훈련센터를 이용하 

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 하였다.

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고금석(5기) 기양금속공업(주) 전무

일학습 병행 개요
1. 일학습 병행제란 ?

    훈련 - 자격 - 일 - 능력 중심 통합 패키지 !!

    수요자(기업) 주도하에 NCS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현장교수 (트레이너)가 학교대신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를 국가 및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의 형태로 인정하는 훈련 - 자격 - 일 - 능력 중심 통합 패키지 !!

기업맞춤형 + 산업계 통용 인재!!

채용 평가 및
수료

자격
(학력)
부여

능력
중심
대우

학습 근로자 일반 근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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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금속(주) 우지훈 이사 
뿌리산업 발전 유공 공정 개인 부문 표창장 수상
  뿌리산업 발전 유공 부문의 표창장 포장 

목적은 국내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동력 

인 뿌리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 

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 

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 

취를 도모기 위함이다.

  이에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 

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 

국표면처리기능장회 우지훈 부회장이 수 

상하였다.        

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



제29회 한국표면처리 제29회 한국표면처리 제29회 한국표면처리 
뿌리기술경기대회 뿌리기술경기대회 뿌리기술경기대회 뿌리기술경기대회 뿌리기술경기대회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성황리 개최

28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제29회 한국표면처리 뿌리기술경기대회 

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스마트 

표면처리학과 러닝팩토리실습실에서 처 

음으로 개최되었다.

  스마트표면처리학과는 2020년 개설되 

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주관 미래성장 

동력학과로 선정된 최첨단 설비와 장비로 

러닝 팩토리 실습장을 구축한 대한민국 

유일한 2년제 학위과정 학과다.

  6대뿌리산업 중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 

된 표면처리 뿌리기술경기대회는, 업체 

부문과 업체 개인 및 학생 개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3일(21년 6월 1일~3일) 동안 

진행된다.

  

  

  표면처리 기술경기 대회 일정은 

1일차 (아연도금) , 

2일차(니켈-크롬도금), 

3일차(플라스틱도금)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참여업체는 

대도도금(주) ,  해군2함대수리창 외 26

개 업체가 참가하며,  업체 개인별 참여업 

체는 ㈜경일도금 외 27명이, 학생 개인별 

출전은 한국폴리텍대학, 경북대학 등 6개 

학교에서 82명이 참석하며 전체 142명 

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산업통산자원부주최, 

한 국 표 면처 리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평 재 ) , 한 국

폴리텍대학남인천캠퍼스 (학과장 :  황환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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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삼일금속(주)
MOU체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사)한국 표면처리 기능장 
멘토 초청 특강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과장 :  

황환일)와 아연도금전문기업 삼일금속(  

주)( 대표:임명규)는 2021년 5월 6일(  

목) 산학협력 MOU 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MOU체결을 계기로 대학과 기 

업은 현장실습, 향상훈련, 일학습병행제 

참여, 애로기술해결, 교과과정운영자문,  

러닝팩토리 실습실 운영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남인천 캠퍼스 스마트 표면처리학과는 

202 0년 한국폴리텍대학이 선정한 미래 

성장동력학과와 항공MRO스마트러닝팩 

토리 실습장을 구축한 국내 유일의 표면 

처리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국책 특수대학이다.

  삼일금속( 주)에는 우지훈 이사가 재직 

하고 있으며 아연 표면처리분야 전문기업 

이며, 표면처리 뿌리기술경기대회에서아 

연도금부분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표면처리 전문 

기업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캠퍼스(  

학과장 :  황환일)에서는 2회에 거쳐 표면 

처리기능장 멘토 행사를 진행하였다.

  1차 1학년대상으로 (주)파버나인 오종 

수 이사가 표면처리분야 전망에 대해 학 

생들을 대상으로 5월 11 일 멘토특강을 

해 주셨다.

  신입생들은 우리 업계의 전망에 대해 많 

은 관심을 나타냈고 졸업 후 ㈜파버나인 

같은 역량 있는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2학년 대상으로는 ㈜우진쿼터스 조용진 

이사가 표면처리 신기술 및 자동차 표면 

처리분야에 대한 전망에 대해 5월 26일(  

수) 특강을 해주셨다.

  (사)한국표면처리 기능장 회원이 대한 

민국 유일학과인 표면처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해줌으로써 학생들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



운영위원회별 운영위원회별 

2021년 사업계획2021년 사업계획2021년 사업계획

30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기획 위원회기획 위원회
1) 회원사 애로기술지원 멘토링(mentoring)  사업1) 회원사 애로기술지원 멘토링(mentoring)  사업1) 회원사 애로기술지원 멘토링(mentoring)  사업

    ㅇ 목적 :  타 산업에 비하여 기술적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표면처리 업계의     ㅇ 목적 :  타 산업에 비하여 기술적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표면처리 업계의     ㅇ 목적 :  타 산업에 비하여 기술적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표면처리 업계의 
기술수준 향상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술수준 향상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 

    ㅇ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개요 :  기능장회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서 지원요청 가족에       -  개요 :  기능장회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서 지원요청 가족에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애로기술 현황파악 및 해결 솔루션 제공 및 유효성 검증.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애로기술 현황파악 및 해결 솔루션 제공 및 유효성 검증.

2) 정부지원 연구 개발사업 컨설팅2) 정부지원 연구 개발사업 컨설팅

   ㅇ 목적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자금 및 행정업무에    ㅇ 목적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자금 및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면처리업계의 기술발전.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면처리업계의 기술발전.

     ㅇ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개요 :  표면처리 기술은 신기술의 개발과 수요자의 Needs에 따라서 끊임          -  개요 :  표면처리 기술은 신기술의 개발과 수요자의 Needs에 따라서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과제의 정보부재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업무 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과제의 정보부재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업무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 표면처리 업체 수 약 4,000여개 중에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 표면처리 업체 수 약 4,000여개 중에서 
약 5% 미만(200여개)의 기업체만이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함. 따라서 본 사업을 약 5% 미만(200여개)의 기업체만이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함.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하여 기능장회에서 정부지원과제의 사업설명회 및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통하여 기능장회에서 정부지원과제의 사업설명회 및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방법의 기술지원을 하고자 함.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방법의 기술지원을 하고자 함.

3) 일자리 맞춤형 지원 사업( 생산기술 연구원, 인천시 참여기관)3) 일자리 맞춤형 지원 사업( 생산기술 연구원, 인천시 참여기관)

     ㅇ 목적 :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중심형 교육, 훈련을 통한      ㅇ 목적 :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중심형 교육, 훈련을 통한 
청년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연계.청년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연계.

      ㅇ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개요 :  기능장 회원위주의 강사 선정 참여인원 30명 이상에 60%이상의           -  개요 :  기능장 회원위주의 강사 선정 참여인원 30명 이상에 60%이상의 
취업 연계진행.  3개월 3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계획 지자체와 생기원을 통한 취업 연계진행.  3개월 3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계획 지자체와 생기원을 통한 
수요조사 및 훈련생 모집 후 훈련 후 취업연계 표면처리 분야 교육, 훈련을 통한 수요조사 및 훈련생 모집 후 훈련 후 취업연계 표면처리 분야 교육, 훈련을 통한 
인천광역시 및, 안산, 시흥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인천광역시 및, 안산, 시흥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 출판 위원회교육 출판 위원회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상 기술인력 교육사업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상 기술인력 교육사업

     ㅇ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 7조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ㅇ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 7조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해당 자격인원을 채용해야 하나 사업장별 재직자를 선정하여 해당되는 사업장은 해당 자격인원을 채용해야 하나 사업장별 재직자를 선정하여 
기술 인력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시켜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는 뿌리산 기술 인력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시켜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는 뿌리산 



3 1

사업
계획

업 기업들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업 기업들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개요 :  기술인력 교육과정 신청 못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해당되는 기업         -  개요 :  기술인력 교육과정 신청 못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해당되는 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격증반 운영.  유해화학물질 인허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격증반 운영.  유해화학물질 인허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법을 준수해야 하는 뿌리산업 기업들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법을 준수해야 하는 뿌리산업 기업들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

5) 한국 표면처리 기능장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활성화5) 한국 표면처리 기능장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활성화

     ㅇ 목적 :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올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ㅇ 목적 :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올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표면처리업계의 최신 소식과 기술정보 공유하여 회원뿐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표면처리업계의 최신 소식과 기술정보 공유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표면처리업계와 관련 업계를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함.아니라 표면처리업계와 관련 업계를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개요 :  표면처리기능장회 회원 및 회원사, 표면처리업계, 표면처리최신기술          -  개요 :  표면처리기능장회 회원 및 회원사, 표면처리업계, 표면처리최신기술 
등 기고문 또는 중요 정보를 정리하고 편집하여 관련 정부기관, 협회, 학교, 상위 등 기고문 또는 중요 정보를 정리하고 편집하여 관련 정부기관, 협회, 학교, 상위 
고객에 배포하여 표면처리기능장회 및 표면처리업계의 활발한 동향 전파 등 홍보 고객에 배포하여 표면처리기능장회 및 표면처리업계의 활발한 동향 전파 등 홍보 
효과 극대화 예상됨.효과 극대화 예상됨.

총무 위원회총무 위원회
7) 정기총회 개최7) 정기총회 개최
     ㅇ 목적 :  2020년 사업보고, 2021 년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 보고 등.     ㅇ 목적 :  2020년 사업보고, 2021 년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 보고 등.

8) 단합대회 개최8) 단합대회 개최
     ㅇ 목적 :  워크샵을 실시하여 소통하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및 내용 공유.     ㅇ 목적 :  워크샵을 실시하여 소통하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및 내용 공유.

9) 신입회원 환영식 및 연수회 개최9) 신입회원 환영식 및 연수회 개최
     ㅇ 목적 :  신입회원 입회 환영 및 연수회를 통하여 소속감 강화.     ㅇ 목적 :  신입회원 입회 환영 및 연수회를 통하여 소속감 강화.

10) 금속산업대전 전시회 참가10) 금속산업대전 전시회 참가
     ㅇ 목적 :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홍보 및 회원( 사) 사업수요 창출.     ㅇ 목적 :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홍보 및 회원( 사) 사업수요 창출.

11) 운영진 워크숍 개최11) 운영진 워크숍 개최
     ㅇ 목적 :  운영진 워크샵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사업계획 공유.     ㅇ 목적 :  운영진 워크샵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사업계획 공유.     ㅇ 목적 :  운영진 워크샵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사업계획 공유.     ㅇ 목적 :  운영진 워크샵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사업계획 공유.

11) 장학사업11)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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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목적 :  정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중심의 도덕적 인성 함양 및 조직 활성화.     ㅇ 목적 :  정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중심의 도덕적 인성 함양 및 조직 활성화.     ㅇ 목적 :  정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중심의 도덕적 인성 함양 및 조직 활성화.     ㅇ 목적 :  정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중심의 도덕적 인성 함양 및 조직 활성화.



표준 도금 작업조건 
    설정 및 현장관리 방법

  표준 도금액 관리를 위한 기본은 우선 작 

업표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표준이란 규 

정된 액조성 및 관리 범위에서 규정된 온 

도범위, pH 범위, 전류밀도,  교반방법,  

범위 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액면이 규정된 높 

이에 있는지,  액 비중은 변동이 있는지(  

비중관리), pH가 동일한지(pH 관리),  

양극면적 또는 표면상태, 수세수의 수위 

등을 점검한다.

  작업 후에는 극봉(브스바) 의 접촉부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걸이를 수 

리(박리 등)하고 교반기를 점검한다. 여 

과기를 점검하고 양극주머니를 정기적으 

로 탱크로부터 꺼내어 세척해 주어야 한 

다. 찌꺼기( 슬라임)가 가득 차거나 주머 

니가 터져 있을 때가 있다. 탱크에는 액면 

표시의 표지를 해두고 수세수의 액면은 

다른 처리액의 액면보다 높게 하여 걸이 

상부에 묻은 액을 잘 수세할 수 있는 위치 

에 흘러넘치도록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온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도금탱크에 

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자동온도 

계를 설치하고 손을 대지 않고도 온도측 

정이 가능하여지도록 해두는 것이 좋고 

온도계나 보오메계는 도금액별로 준비하 

고 각각 탱크 옆에 놓아두는 곳을 마련한 

다. 이러한 조치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현 

장관리가 필요하다.

① pH :  가능하면 매일 3회 측정한다.(p 

H가 강산, 강알칼리성 도금액은 제외)

② 액온도 :  가능하면 매일 3회 측정한다.

③ 비중 :  매일 1 회 측정한다.

④ 전류밀도 :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류밀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확 

인하기 위해 수시로 전류 점검한다.

⑤ 전압 :  정상적인 도금의 경우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전류와 전압이 정상과 달라질 때 이것은 

곧 도금액이나 전기회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⑥ 광택범위 : 될 수 있으면 헐셀시험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다. 화학분석으로는 

분석이 곤란한 유기광택제의 과부족 등을 

헐셀을 사용하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장에서 많은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경우 

에 따라서는 판을 직각으로 꾸부려서 도 

금 상태를 비교해 보는 간단한 방법이다.

⑦ 액의 표면장력 :  필요에 따라 측정한 

다. 소모가 전기량에 비례함으로 흔히 적 

산전량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1.  pH 관리

  pH는 수용액 중에서 수소이온 농도[H + 

]의 크기를 나타내는 편의적인 수치로서 

수소 이온의 지수를 말한다. 순수한 물이 

나 수용액에서 물분자 H 2O는 H +와 OH - 

로 극히 소량의 이온이 된다. 순수한 물은 

20℃에서 1 L의 물중에 10 -7g(10 -7mol 

)의 H +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pH란[H + 

]  이온 농도의 지수의 숫자만을 나타낸 것 

으로 순수일 경우([H +]=10 -7mol/ L)는 

지수의 숫자가 7임으로 pH=7이 된다.

  순수한 물 즉, 중성의 수용액에서는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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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OH -이온의 농도가 다같이 10 -7mol/  

L이며, 산성에서는 H +이온이 많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순수에서의 H + 이온보다 

10배로 많아지면 (10 -7→10 -6)  pH=6

이 되며 100배로 줄어지면 (10 -7→10 -9 

)  p H=9 가 된다. pH =14일때는 H +이온 

이 없고 OH - 이온이 1mo l/ L 있을 때이 

고 pH=0 일 때는 OH - 이온이 없고 H +

이온이 1mol/L 있을 때이다.

  도금시 산처리, 알칼리탈지, 시안화구 

리, 피로인산구리, 니켈도금 등의 액에서 

는 액의 pH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처리액의 p H 관리를 잘해야 한 

다. 특히 광택니켈도금액에서는 그 영향 

이 크다. 황산구리 도금액이나 크롬도금 

액에서는 pH가 별 영향이 없으므로 측정 

할 필요가 없다. 이들 액은 아주 강산성이 

기 때문에 pH의 변동이 거의 없다.

  p H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유리전극 pH 미터기를 사용하는 방법 

② pH 시험지를 사용하는 방법 

③ 비색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나 요즘 

은 대부분 pH 미터기에 의해 측정하고 있 

다. pH 미터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수소 

이온의 농도가 다른 2개의 액을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면 농도의 농담에 의하여 

전위차가 생긴다.  따라서 한쪽 액의 pH

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양극간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다른 쪽의 pH를 아는 방법이 그 

원리이다. 실제 p H 미터 측정은 기기사 

용 매뉴얼에 따라 조작하도록 하고 여기 

서는 사용할 때 유의 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p H 미터기 조작상 유의사항은 

① 전극을 장기간 사용하면 그 표면에 스 

케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0.  

1N 염산, 크롬산혼액, 비눗물 또는 기타 

의 세정제로 잘 씻고 다시 증류수로 잘 씻 

는다. 

② 유리전극이 건조하면 측정이 늦어진 

다. 전극을 더러운 상태로 건조한 것은 한 

층 더 그 영향이 크다. 따라서 유리전극은 

쓰지 않을 때에도 맑은 물에 담가둘 필요 

가 있다. 오래 건조 상태로 있던 것은 증 

류수에 충분히 담근 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또 급히 사용하고자 할 때는 0. 1N 염 

산에 10∼20분 정도 담가둔 후 증류수로 

잘 씻고 나서 사용한다. 

③ 비교적극은 액이 닿은 부분이 더러워 

지면 측정오차, 측정속도 저하, 측정 불안 

정 등의 원인이 된다. 이 더러움을 제거하 

는 데는 염화칼리포화용액에 담가 놓으면 

필요하면 가열도 한다. (가열하는 경우는 

급속히 열을 가하지 말고, 또 뜨거운 상태 

를 찬물로 급히 식히지 않는다)  

④ 불화물을 함유하는 용액은 유리를 용 

해하므로 유리전극은 사용할 수 없다. 

⑤ 유리전극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취급에 

유의한다. 

⑥ 비교전극 중의 염화칼리 포화용액은 

사용 중 감소하므로 때때로 보충 또는 전 

량을 교환해 준다. 

⑦ 표준액을 써서 온도에 따른 pH 값의 

조정을 몇 번 하여도 소정의 pH 오차범위 

이상일 때는 그 pH 미터는 수리해야 한 

다.

  그리고 실제로 도금액의 pH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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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진한 황산이나 고형의 수산화나트 

륨을 써서는 안 된다. 그대로 도금액에 첨 

가하면 국부적으로 도금액이 과열 또는 

끓어올라 위험할 뿐 아니라 액성분 특히 

유기첨가물을 분해시킬 염려가 있다. 미 

리 이들을 10 ∼20 %의 수용액으로 만들 

어 놓고 그것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2.  액 온도관리

  습식도금액 중 온도를 올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도금액 온도가 표준에 맞게 

설정되었을 때 작업을 해야 품질에도 문 

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근래에는 도금액 

온도관리는 자동 온도 제어장치로 원하는 

온도만 설정하면 된다.

  전처리 공정의 용제탈지제,  침지탈지액, 

전해탈지액, 등은 대부분 가열해서 사용 

하고 있다. 탈지나 산세 등은 액 온도에 

의해 그 효과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적 

절한 온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도 

금에 있어서는 도금액의 온도가 제품의 

광택, 외관, 피복력, 균일성, 전류효율 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금액 

의 온도관리는 항상 규정온도 범위를 벗 

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작업 

시작 전 온도가 낮기 쉬운데 이때부터 정 

상 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 

음은 작업 중 액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 

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액온이 조금 낮을 경우는 전류밀도를 조 

금 낮추고 시간을 늘려 도금하되 가장 적 

합한 조정치를 알아둔다. 온도 측정기구 

는 유리제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압력 

식 온도계, 열전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 

등 있으나 현장에서 유리제 막대온도계가 

많이 쓰인다.

막대온도계로 온도측정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지상태의 욕은 잘 교반하여 액의 아 

래 위 및 모든 부위가 같은 온도일 때 측정 

한다.

② 깨끗한 온도계를 가능한 한 깊숙이 넣 

어 측정한다. 피도금물 중심 위치가 좋다.

③ 온도 상승이 완전히 멈춘 후 온도계와 

직각인 시선으로 시차가 없도록 눈금을 

읽는다.

3.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세기 :  A/d 

m 2  

  전류밀도가 크면 같은 시간에도 두꺼운 

도금이 된다.

4.  도금 광택제

  도금의 여러 가지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광택제나 첨가제를 이용하여 표면의 광택 

이나 질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광택도금의 경우 표면의 미세한 요 

철(凹凸)을 가능한한 평활하게 하여 경면 

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빛의 난반사를 억 

제하여 광택을 얻게 된다.

  이 원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금할 제품이 도금용액에 잠기면 표면 

에는 계면 확산층이라는 매우 얇은 층이 

생긴다.

  이 확산층을 통하여 차례로 도금용액 중 

에서 금속이온이 소재에 도달되고 또 환 

원되며 도금층이 석출한다. 이때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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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온의 양과 환원 석출되는 이온의 양 

간에 균형이 깨져 공급되는 이온의 양이 

적은 경우 확산층은 두터워진다. 이때 미 

시적으로 보면 凸부에서는 확산층의 두께 

가 상대적으로 얇게 되며 또 전류가 집중 

되기 쉬우므로 우선적으로 환원 석출된 

다. 거기다 교반을 통하여 액의 대류가 일 

어나면 이 부분에서 확산층의 두께는 더 

욱 얇아진다. 그 결과 凹凸부에서 석출량 

의 차이가 더욱 크게 되며 결국 평활한 도 

금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평활한 도금층을 얻기 위해서 레 

벨링제가 사용된다.  레벨링제는 凸부에 

우선적으로 흡착하여 금속이온의 석출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금속이온은 대신 凹

부에 석출하게 되며 평활하게 된다.

  광택도금의 경우 표면의 평활화에 의하 

여 광택을 얻게 된다. 여기서는 독특한 질 

감을 보이는 벨로아 도금에 대하여 그 기 

구를 설명한다.  벨로아의 경우 아토텍의 

상품명이 워낙 유명하여 현재는 일반 명 

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도금용액에 에멀젼이라는 특수한 첨가 

제를 첨가하면 이것이 용액 중에 균일하 

게 분포하며 도금할 제품을 집어넣으면 

니켈의 석출과 더불어 이 분자들이 표면 

에 흡착한다.

  이 분자가 붙은 면에서는 니켈이 석출되 

지 못하고 흡착이 안 된 부분에만 도금이 

된다.

  한편 흡착된 분자는 시간에 따라 점점 커 

지게 되므로 유동으로 부품이 움직이면 

용액과 마찰을 통하여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석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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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나 상대적으로 석출이 늦었으므로 

파인 상태로 표면이 남는다.

5.  평활화( level ing)  작용

  도금에 있어서 평활작용이 있는 것은 소 

지 금속의 흠을 메워 주는 작용을 말한다. 

이 평활작용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깊이가 인 홈을 소지면에 파놓고 도금을 

한 후 레벨링(level ing :  평활성)% Rt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t(레벨링 %)  = 

  공업적으로는 이러한 평활작용과 동시 

에 완전 광택도 필요하므로, 근래에 와서 

는 광택과 평활성 두 가지의 우수한 광택 

제가 많이 판매되어 도금하기에 매우 편 

리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광택제를 넣 

음으로써 도금의 색이 크롬에 가까운 것, 

불순물의 허용량이 큰 것 등이 나오고 

있다.

  레벨링이라 하면 평활화,  균일화 등의 

의미로 도금시에 표면 요철을 어느 정도 

메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레벨링 능력은 

특히 광택이 요구되는 장식도금에서 중요 

하다.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빛이 난반사 

되면서 광택이 없어 보인다. 표면이 매끄 

러우면 빛이 일정하게 반사되면서 육안으 

로 광택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도금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 

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레벨링이다. 

  그러면 도금 과정에서 어떻게 요철을 없 

앨 수 있을까? 

  비결은 도금에 사용되는 레벨러 첨가제   비결은 도금에 사용되는 레벨러 첨가제   비결은 도금에 사용되는 레벨러 첨가제 



이다. 레벨러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레벨러가 없 

는 경우에는 뾰족한 부위가 더 두껍게 도 

금이 된다( 패러데이법칙). 그러나 레벨 

러를 사용하게 되면 뾰족한 부위가 오히 

려 낮은 도금이 되어 두껍게 도금을 할 경 

우 최종적으로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도금은 특히 장식도금 중 산성 구 

리도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 도금 

외의 도금들도 레벨링 능력을 가지고 있 

으나 구리도금 만큼은 아니다.

기술칼럼기술칼럼기술칼럼기술칼럼

36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황환일(2기)황환일(2기)황환일(2기)황환일(2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남인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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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표면처리 
부품 시장의 변화

  지난해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주 

관 하에 6대 뿌리산업 현황 및 실태를 조 

사하고 육성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뿌리 

산업 워킹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대 뿌리 기업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 계 

획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Needs 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 

으며 기업의 애로점과 필요한 지원정책,  

발전방향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십여 일간의 기업 방문을 통해 역 

할 수행을 했습니다. 

  6대 뿌리산업 분야마다 공통적인 사안 

도 있고 분야에 따른 특수성도 있었지만 

표면처리 업체들을 방문했을 때는 공통적 

으로 언급되는 사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전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전기차의 보급에 따른 표면처리 

부품 시장의 변화가 궁금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금 부품들이 없어지고 어떤 부품 

들이 새로운 수요를 가져올지 또 그 변화 

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얼마나 빠르게 다 

가올지 궁금해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본 소식지를 통해 기능장회 회원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늦게 나왔을 

것 같은 전기자동차는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24년 헝 

가리의 아니오스 예들 리크(Anyos Jed 

l ik)가 발명한 4개의 바퀴가 달린 사각형 

판 위에 전선이 감긴 장치에서 동력을 일 

으켜 주행하는 자동차였습니다. 그 후 축 

전지의 발명과 고용량 축전지의 개발로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당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증기자동차,  전기자동차, 가솔 

린자동차가 각각 1/3 정도씩 차지할 정 

도로 많은 인기를 누린 전성기도 있었습 

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가 대 

량으로 발견되어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졌 

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된 반면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상승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싸지면서 자연스 

럽게 자동차 시장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부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탄 

소배출과 차량 연비 규제에 나서게 되었 

습니다. 이때부터 자취를 감췄던 친환경 

자동차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테슬라(Tesla)의 전기자동차 

개발을 시작으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들 또한 전기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기 시 

작했고 판매량은 전기자동차 개발 속도에 

비례하듯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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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년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던 전기자  

동차가 현대 사회에서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향 

방은 짧은 미래의 예측은 가능할지 모르 

나 먼 미래를 예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 

며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기술도 변화하고 

적응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친환경차 우호정책의 효과와 시장 사이 

클 효과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출시 

될 다수의 전기차 모델 등이 어우러지면 

서 향후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 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 

019 년 대비 39% 증가한 306만 대로 마 

감되었고 20 21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전망치를 기존 354만 대,  시장 침투율 

4. 3%에서 신규 399만 대,  시장 침투 율 

4. 8%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전망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자동차 부품 기업 

의 변화를 불러오며 이는 표면처리업체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입니다.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 내연기관 자동 

차와는 달리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필요하 

지 않아 6천 개의 부품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무려 70%에 달하는 엔진 관련 부 

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엔진, 변속기 등 

파워 트레인 관련 주요 부품과 엔진오일, 

연료탱크 등에 관련된 부품, 또 라디에이 

터 그릴 등을 생산하고 이를 표면 처리하 

는 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 

전기자동차 전용부품,  충전 인프라 관련 

부품기업 및 관련 표면처리 시장의 영역 

은 확대되어 긍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 

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자동차는 공통적으로 모터로 구동 

되고,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배터리 조 

절 BMS, 모터 구동용 AC를 생성하는 인 

버터, 차량 전장용 저압 DC로 전환하는 

컨버터, 전체 차량의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량 제어기 등이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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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의 표면처리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자동차 부품 

표면처리가 자동차 내. 외장재의 니켈-크 

롬 도금과 엔진 관련 부품들의 아연도금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 

의 부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기자동차로 바뀌면서 부각되 

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이 중 핫 아이템 

부품 중 하나는 자동차 1대당 12개 이상 

부착되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 카메라 형식의 주행 컨트롤 시스 

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내장부품 중 메인 P CB가 결합되는 Shie 

ld Can(SUS) 모재 상의 주석 도금의 수 

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동차 한 대당 12개 이상의 부품 수요가 

있어 양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구동 시스템에서는 

큰 전력량이 필요하며,  매우 많은 수의 배 

터리 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의 충 

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 

리 조합체인 내부 배터리 셀을 연결하거 

나 셀을 모듈화 할 때 사용되는 Busbar

의 Ni도금이나 Sn도금의 수요도 늘어나 

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반은 배터리 부이기 때문 

에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드웨 

어 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 

고, 그 노력 중의 한 가지로 방열장치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습니 

다. 이에 관련하여 인버터 쿨러(배터리 

방전 시 발생되는 열을 방열하는 장치) 부 

품에 대한 무전해 니켈 도금이(순동 소재 

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 

터리 3사는 하드웨어적으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프트웨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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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선(18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로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 

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어도 

꾸준히 생산될 스마트키류와 하이브리드

+전기 차에 사용되는 충전 포트,  다양한 

커넥터류의 수요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라지는 많은 도금 품 

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창 

출할 기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 

력과 새로운 기능성 부품의 표면처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표면처리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점점 발전하는 미래의 혁신 

산업을 통해 앞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그에 기민하 

게 대응해 나갈 표면처리 업계의 노력과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표면처리 저널- 이박사의 도금이야기 4 5 전기자동 차⓶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전망 -하나증권

산업_EV전쟁, 

다양한 주체들의 참전-하나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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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Characteristics for Enhancement of Corrosion Resistance
 and Surface Resistance of Mg (AZ91D) Material

Materials
Table2.1. Component of defective part

( )

Fig2.1. Mg(AZ91D) Die-Casting Sample

Fig2.2. Component Analysis of Surface 
Defects in the Target(SEM-XRD )

Elemen C O Na Mg Al Si S Cl K Ca

Weight%
(100%) 57.01 31.81 0.47 3.82 0.57 5.06 0.28 0.16 0.24 0.59

Fig2.1 Mg(AZ91D) Die-Casting .

Fig2.2. .

Table 2.1. Mg

. , .



43

Experiment

Procedure Solution Be’ pH
Time
(sec)

Temp
( )

1 Etching N H3OH+C2H2O4 4~6 -

2 Etching H3PO4 +HN4HF2 4~8 -

Activation KOH - 10~12

Desmut NaOH - 11~13

Non-Chromate H3 PO4+V2O5 - 2~3

Table2.2. Non-Chromate Condition Table

Fig2.3. Non-Chromate process chart

Mg 

( ) .

.

Roughness measurement

Fig3.3. Surface observation of etched samples

1 2
Fig2.3 2

.

2

.

Fig3.1.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of sample etched once Fig3.2. Surface roughness of sample etched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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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Fig3.4. Non-Chromate 

.

2

.

.

Fig3.4. Observation of film after Non-Chromate treatment (SEM)

Salt Spray Test Result

Fig3.6. Salt spray test results of chemical conversion specimens by etching conditions

1 2 3 4 5

Acceptance level

Fig3.5. Acceptance criteria of salt spray test

Fig3.7. Salt spray test results of two-etched chemically
               trea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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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Test Result

Conclusion
, .

.

2 .

2 .

.

.

AZ91D Non-Chromate . , 

.

1 Etching 2 Etching

CP < 0.67

0.67 ≤ CP ≤ 1.00

1.00 ≤ CP ≤ 1.33

1.33 ≤ CP ≤ 1.67

1.67 ≤ CP

Fig3.8. Comparison of resistance values between one etching and two etchings(A =CPK 0.5, B=CPK 7.23)

A B

Table3.1. Capability Analysis Table.

Improved Capability Analysis CPK 7.23Level 
Sampling inspection can be managed.

조용진(23기)
(주)우진쿼터스 총괄 이사



금속 및 세라믹 소재 상의 
전처리 공정  

  필자의 짧은 도금 생산 경험(안경, 시 

계, 다이캐스팅 부품 등)을 되돌아보면,  

실제 도금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금액의 

관리는 분석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행해 

지고 있기 때문에, 도금액 관리를 잘못 

하여 도금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입고 소재의 열처리,  다이 

캐스팅 공정 변화에 의한 표면 재질 및 성 

상의 변화에 의해서 종종 불량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런 경우 전처리 공정의 개선을 통하여 일 

부 수율을 향상시키거나 완전히 불량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도금 전처리 

공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어, 일본의 도금 인재 지원 기반 정비 

사업의 “전기도금 가공 전반에 관한 기술 

교과서”의 내용을 일부 번역하여 소개하 

고자 한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은 이해해 주길 바람]    

   

  도금 불량의 대부분은 전처리 불량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도금 공정 중에 

서 전처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 

며, 전처리 불량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도 

금 공정의 트러블은 전체 불량의 약 60% 

~8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 

본서적; 도금의 기초( めっきの基礎,  眞書

店)에서 발췌] 

  한편, 기술의 진보와 함께 도금 재료에 

요구하는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금 소재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금 소재로는 가장 경제적인 실용 

재료인 철강 재료에서부터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전자재료로 

서 42합금(Fe-42% Ni  합금) 이나 구리 

합금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결 합금이나 티타늄, 탄탈,  몰리브덴 등 

의 특수 금속 소재의 도금도 증가하고 있 

다. 또한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등 비전도 

성 소재의 기능성도금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구 환경 보전과 재활용 지향 

구조 재료로서 마그네슘 합금의 이용 또 

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도금하는 관점 

에서 보면 이들 소재는 대부분 도금하기 

어려운 소재이며, 도금의 밀착력 확보가 

기능 유지 및 품질 보증을 위해서 점점 중 

요해지고 있다. 도금의 밀착성 불량이 어 

떤 소재도 기본적으로는 소재 표면에 도 

금 피막이 적어도 원자 수준에서부터 전 

면 피복될 때의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 

에, 소재 표면의 전처리에 의한 청정화,  

활성화 및 도금 과정인 각종 이온의 흡착,  

촉매 작용, 결정화 과정의 제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산업적인 수준의 전처리는 "도금 제품의 

실제 사용 조건에서 밀착성의 문제를 일 

으키지 않는 수준까지 표면을 청정화 (탈 

지 및 산세) 및 활성화할 경우"이다. 습식 

공정인 도금의 전처리 공정에서는 주로 

화학적 처리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난 

(難)  도금 소재의 경우에는 블라스트나 

연마 등의 기계적 처리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먼저 도금의 밀착성 확보를 위한 소 

재의 전처리 방법, 도금 인자, 도금 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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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법 등의 공업적인 지침에 대해 기술 

하며, 도금이 어려운 소재의 밀착성 문제 

를 중심으로 밀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인 예시를 소개한다. 

(1) 산세

  산세는 스케일 제거를 위해 비교적 장시 

간 실시하는 피클링(pickl ing),  눈에 보 

이지 않는 정도의 표면 산화물 피막을 제 

거하는 딥핑(dipping ,  산 침적),  프레스 

가공이나 단조 등의 이차적 가공에 의한 

가공 변질층을 제거하는 에칭(etching) 

등이 있다. 모두 산세 용액으로 자주 사용 

되는 것은 5~1 0% 황산 (65~88 ℃)과 

5~10 % 염산 ( 40℃ 이하)이다. 산세 특 

성으로는 두꺼운 스케일 제거는 황산이 

염산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스케일에 대 

한 용해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또 

한 철의 녹인 경우, 황산보다 염산이 더 

빨리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염산 가스를 발생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화학적 산세 처리에서 스 

케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전해 산세가 

실시된다. 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계적인 방법 

으로 연마제를 분사하여 스케일을 제거하 

는 블라스트법, 소형 부품에 사용되는 배 

럴 연마법이나 버프 연마법이 있다. 이러 

한 방법은 열처리된 소재와 수소 취성이 

문제가 되는 고강도 재료의 스케일 제거 

및 요철 형상의 형성에 의한 앵커(갈고 

리) 효과 부여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빠르게 활성화와 

수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착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동 기계 공정에서는 

공정 사이클에 의해 밀착성이 문제가 되 

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특히, 탈지에서 

산세와 전처리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표 

면은 활성화되지만, 금속 표면이 청정화 

될수록 수세수의 순도 (용존 산소농도 등 

)  및 수세 시간, 수세 온도가 밀착성에 큰 

영향을 준다.

(2) 플라스틱 소재

  일반적인 전처리로는 탈지 → 에칭 (수 

지 성분의 일부를 용해하고, 표면에 미세 

한 요철을 형성시키는) → 팔라듐 촉매 부 

여를 한 후,  무전해 도금을 하고 있다. 플 

라스틱 상의 무전해 도금의 밀착성은 수 

지 표면의 요철이나 틈새에 의한 앵커 효 

과뿐만 아니라 수지 표면에 존재하는 극 

성기(관능기, funct io nal  group)도 밀 

착성 향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수지 표면을 황산처리함으로 

써 수지 표면에 양이온 교환기인 설폰기( 

SO 3
-)를 도입하여 이온 교환 반응에 의 

한 니켈 이온의 흡착 및 환원 처리 프로세 

스를 통해, 수지 표면에 무전해 도금을 하 

지 않는 “ 직접도금법”이 개발 되고 있다.

(3) 세라믹 소재

  세라믹 소재의 일반적인 전처리로는 탈 

지 → 에칭 (불화수소산에 의한 미소 구멍 

의 형성) → 캐타리스트·액셀레이터에 의 

한 팔라듐 촉매 부여 후, 무전해도금을 실 

시한다. 세라믹의 경우 초기 석출 형태의 

차이에 의해 소재 앵커 부분의 피막 침투 

차이가 밀착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47



으로 알려져 있다. 무전 해 도금 피막의 

밀착 강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수백 Å  정 

도의 초기 석출 과정에서의 피막의 석출 

형태를 치밀하고 균일하게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초기 석 

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금 직전 

의 소재의 온도 향상을 위해서 탕세나 금 

속 이온만을 뺀 도금액에 침지하는 방법 

등이 고안되고 있다.   

*  소재 별 전처리 방법

(1) 저탄소강

① 용제 탈지 → ② 침적 탈지 → ③ 수세 → ④ 전해 

탈지 (음극 또는 양극) → ⑤ 수세 → ⑥ 산세 → ⑦ 

수세 → ⑧ 전해 탈지 (양극) → ⑨ 수세 → ⑩ 산 중 

화 → ⑪ 수세 → 도금

(2) 고탄소강

① 쇼트 블라스트 등의 기계적 처리 → ② 용제 탈지 

→ ③ 침적 탈지 → ④ 수세 → ⑤ 전해 탈지 (양극) 

→ ⑥ 수세 → ⑦ 산세 → ⑧ 수세 → ⑨ 스머트 제거 

→ ⑩ 수세 → ⑪ 양극 전해 세정 → ⑫ 수세 → 도금

(3) 구리 및 구리 합금

① 침적 탈지 → ② 수세 → ③ 전해 탈지 (음극) → 

④ 수세 → ⑤ 산 침적 (황산 5~1 0% 또는 염산 10 

~20%, 3~15초) → ⑥ 수세 → 도금

(4) 아연 다이 캐스팅

① 탈지 (용제 또는 침적 탈지) → ② 수세 → ③ 전 

해 탈지 (양극) → ④ 수세 → ⑤ 산 침적 (황산 0.2 

5~0.5%, 실온 25~45초) → ⑥ 수세 → ⑦ 시안 

화동 스트라이크 → 도금

(5) 알루미늄

① 침적 탈지 → ② 수세 → ③ 산 침적 (질산 50 %, 

온도 30~60초) → ④ 수세 → ⑤ 징케이트 처리 

→ ⑥ 수세 → ⑦ 시안화동 스트라이크 → 도금

(6) 스테인레스스틸

① 침적 탈지 → ② 수세 → ③ 전해 탈지 (양극) → 

④ 수세 → ⑤ 활성화 (산성해 (음극), 예를들면 황 

산 5 ~50%, 실온 0 .5 ~2.5A/dm 2)  → ⑥ 수세 → 

⑦ 니켈 스트라이크 (염화니켈 + 염산) → 도금

(7) 티타늄

① 표면 세정 (통상의 방법에 의한 세정) → ② 산 

침적 (불화수소산 1 :  질산 2,  실온, 빨간색 발연이 

나타날 때까지) → ③ 수세 (냉수) → ④ 에칭 (중 

크롬산 나트륨 25 4g/L +  불화수소산 46ml/L,  8 

2~98℃, 20분) → ⑤ 수세 → ⑥ 전기 도금 (크롬 

도금, 황산구리도금, 니켈도금) → ⑦ 열처리 (아 

르곤 가스 중 1-5  시간, 430~650℃)

(8) 몰리브덴

① 알칼리 세정 (전해 탈지, 철강용 침적 탈지도 가 

능) → ② 활성화 (양극 에칭, 황산 885g/L +  인 

산 720g/L,  7~8A/dm 2,  실온, 2~3분) → ③ 

에칭 (페리시안화칼륨 300g/L + 수산화칼륨 98 

g/L, 10A/dm 2,  1분, 8 5℃) → ④ 크롬 스트라 

이크 (무수크롬산 500g/L +  황산 5g/L) → ⑤ 니 

켈 도금

(9) 텅스텐

① 샌드블라스트 (표면 오염 물질 제거) → ② 침적 

탈지 (열 알칼리 세정액) → ③ 양극 에칭 (수산화 

칼륨 30g/L,  4 8~60℃, 2~3 분) → ④ 수세 → 

⑤ 중화 (1 0% 황산) → ⑥ 수세 → ⑦ 크롬 스트라 

이크 (무수크롬산 250g/L + 황산 2.5g/L,  15~ 

25A/dm 2 ,  60~72 ℃, 1-3 분 통전한 상태) → 

⑧ 수세 → ⑨ 산 활성화 (20% 염산 2~5 초) → ⑩ 

수세 → ⑪ 니켈 스트라이크 (황산니켈욕, 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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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2 ,  21~3 3℃, 2 -5 분) → ⑫ 수세 → 도금

(10) 마그네슘

① 침적 탈지 (알칼리, pH 12 이상) → ② 산 침적 

(인산 1.35~1.50kg/L,  실온, 1-5분, 완만하게 

교반)

→ ③ 활성화 (산화 방지를 위해 불화물로 피복, 인 

산 260g/L +  산성 불화 암모늄 60g/L) → ④ 징 

케이트 처리 (황산아연 10g/L + 피로인산나트륨 

80g/L,  1-5분 완만하게 교반) → ⑤ 구리 스트라 

이크 (시안화 제일구리 4 1g/L +  시안화칼륨 68g 

/L + 불화칼륨 30g/L,  0.5~2 A/dm 2 ,  pH 9 .6  

~10.4,  54~60℃, 완만하게 교반, 1~2V 인가 

하면서 도금 조로.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전압 조정)

(11) 세라믹

A. 금속 세라믹

A-1 몰리브덴-망간 금속화 세라믹

① 탈지 → ② 불필요한 Mo-Mn 제거 (페리시안 

화칼륨 200g/L + 수산화칼륨 100g/L,  30~50 

초 침지) → ③ 수세 (이온교환수) → ④ 알칼리 침 

적 (수산화칼륨 10g/L,  100℃, 15분) → ⑤ 수 

세 (이온교환수) → ⑥ 산 침적 (10% 염산 2~5초 

)  → ⑦ 수세 (이온교환수) → ⑧ 활성화 (염화팔라 

듐 0.01~0.1g/L + 염산 1ml/L,  실온 30초 침 

적) → ⑨ 수세 (이온교환수) → ⑩ 무전해 Ni-B 

도금

A-2 텅스텐 금속화 세라믹

① 알칼리 탈지 (초음파) → ② 수세 (초음파) → 

③ 텅스텐 활성화 (페리시안화칼륨 20 0g/L + 수 

산화칼륨 100g/L,  4 0℃, 20~5 0 초 침적) → ④ 

수세 → ⑤ 산 침적 (아황산 수소 나트륨 6 0~90g 

/L)  → ⑥ 수세 → ⑦ 활성화 (염화팔라듐 0.01~0 

.1g/L + 염산 1ml/L,  실온 30초 침지) → ⑧ 수 

세 → ⑨ 무전해 니켈 도금

B. 금속화 되어 있지 않은 세라믹

B-1 알루미나

① 알칼리 탈지 (초음파) → ② 수세 (초음파) → 

③ 에칭 (불화물 용액) → ④ 수세 (초음파) → ⑤ 

감수성 처리 (염화제일주석 5~20g/L + 염산 1~ 

5ml/L) → ⑥ 수세 → ⑦ 활성화 (염화팔라듐 0.5 

~1g/L) → ⑧ 수세 → ⑨ 무전해 니켈 → ⑩ 수세 

→ ⑪ 전기 도금

B-2 티탄산 바륨 계

① 알칼리 탈지 → ② 수세 → ③ 에칭 (불화물 용 

액) → ④ 수세 → ⑤ 감수성 처리 (염화제일주석 5 

~20g/L,  실온 1~2 분) → ⑥ 수세 → ⑦ 활성화 

(염화팔라듐 0.5~2g/L) → ⑧ 수세 → ⑨ 무전해 

니켈 → ⑩ 수세 → ⑪ 전기 도금

  

(12) 플라스틱 (ABS 수지의 경우)

① 지 (인산나트륨 20g/L + 붕산나트륨 20g/L + 

계면활성제 2g/L,  40~60℃, 3~5분) → ② 수 

세 → ③ 에칭 (크롬산 4 00g/L +  황산 400g/L,  

65~75 ℃, 5~15 분) → ④ 수세 → ⑤ 중화 (염산 

50ml/L,  실온 0.5-2 분) → ⑥ 수세 → ⑦ 캐타리 

스트 처리 (염화팔라듐 0.2g/L + 염화제일주석 

5~20g/L + 염산 1 00~200ml/L, 실온 2-5분) 

[또는 ④ 수세 → ⑤ 감수성 처리 (염화제일주석 5 

~20g/L + 염산 1~5ml/L) → ⑥ 수세 → ⑦ 활성 

화 (염화팔라듐 0 .5 ~1g / L)]  → ⑧ 수세 → ⑨ 무 

전해 니켈 → ⑩ 수세 → ⑪ 전기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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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맞는 직원 급여, 
‘임금대장’
어떻게 구성할까?

핵심 답변

  직원의 급여를 법 기준에 맞게 책정하려면 

다섯 가지의 원칙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최저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가산수 

당’ 그리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알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대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 

다.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노무 기준이 강화되어서 임금대장을 

잘 구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너무 많이 줘도,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된다. 왜 많이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임금대장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체계를 잘 갖춘 상태에서 많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기준에 맞 

지 않게 그냥 총액 기준으로 급여를 많이 주면 

예상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문제가 없을까? 

크게 다섯 가지에 신경 써서 임금대장을 구성 

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럼 간단히 기본적 

인 임금대장을 구성해보자.

  임금 구성의 첫 단계는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다. 사업장에서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임금 계산 5단계

  예를 들어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 

무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 직원의 하 

루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이 된다.

•1단계 : 하루 근무시간 계산

    18시(퇴근시간)  9시(출근시간) - 1시간 

(점심시간) = 8시간

그리고 1주에 5일 동안(월~금)을 근무한다면

•2단계 : 주간 근무시간 계산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그럼 이 근로자는 한 주에 총 40시간 근무하 

는 것이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 아니다. 여기 

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 분을 계산해 포 

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를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주휴수당이다.

•3단계 : 주휴일 포함 시간 계산

    40시간 + 8시간(주휴일) = 48시간

  따라서 1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시간은 40

시간이 아닌 48시간이 된다. 또 통상적으로 임 

금은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즉 월급으로 지 

급한다. 한 달은 평균 4.34주 정도가 되는데, 

한 달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다.

•4단계 : 한 달 근무시간 계산

    한주 48시간 × 한 달 4.34주 = 209시간

   (반올림)

  한 달간의 총 근무시간을 구했으면, 다음은 시 

간당 얼마를 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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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할까? 사업주가 정하면 된다.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이라면 앞서 계산한 근무시간과 

곱해 직원의 월급은 209만 원이 된다.

•5단계 : 한 달 급여 계산

    209시간 × 시급 1만 원 = 209만 원

  만약 사업주가 직원에게 시간당 2만 원으로 

주겠다고 하면 직원의 월급은 418만 원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란?

  이렇게 직원의 수준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회 

사가 적정한 시급을 정하고 근무시간을 계산해 

월급이 결정된다. 이때 시급을 높게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주가 인 

건비를 줄이고자 시급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 

는데 일자리를 꼭 구해야 하는 절박한 근로자 

의 입장에서는 낮게 책정된 시급으로 근로계약 

을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 

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시급을 사업 

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으나, 너무 낮게는 주 

지 말라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시급)제를 도입 

하고 있다.

  국가는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사장은 

최저임금 고시 금액에 맞춰 임금을 주어야 한 

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8,350원(20 

19년도 기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무리 적게 임금을 주 

고 싶어도 월급 기준으로 209시간 × 8,350

원(최저시급)=1,745,150원 이상 주어야 최 

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2019년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월급 : 1,745,15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연봉 : 약 2,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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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투자? 투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이준석! 그의 나 

이는 37살이다. 어린 나이에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처음에는 설마 설마 했었지만 제1야당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 ht t ps : / / w ww . sk ye d ai ly . co m / ne 

ws/news_view.ht m?I D= 133697)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 

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은 아니지 

만 그렇게 관심있어 하지도 않는 내가 뉴 

스를 보며 작은 충격에 빠졌다. 머릿속 

한쪽에서 계속 뭔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에 

대한 답은 바로 부러움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다.

  제목처럼 투자를 잘 하고 싶다.

  투자하면 생각나는게 장기투자 단기투 

자 등을 떠올리고 연관검색어에 1 순위로 

나오는 단어는 주식 및 부동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는 인터넷이 

나 책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 다른 투자를 

말하고 싶다.

  바로 나를 위한 투자이다.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되 

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충만 

한 신혼생활을 하게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는 힘들게 2세를 가지게 

된다.

  주중에는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고 주말 

이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T V

를 벗삼아 쇼파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보 

내곤 한다. 

  이렇게 40대 중반을 바라보며 나름 열 

심히 살아왔지만 나보다 나이도 어린 저 

사람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되어있 

고 난 한 회사에 과장,  한 가정의 가장으 

로 살고 있다.

  과정은 어찌 되었든 결과로만 봤을때는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나 보 

다.

난 지금껏 어떻게 살아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앞으론 어떻게 살것인가?

 이런 삶에 대한 대 명제 앞에서 무언가 

공허함이란 것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 

였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오랜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나에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 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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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자” 였던 것 같다.

  3년전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여름날 시간 

이 많아 ‘너(Yo u)튜브’ 를 보았다. 여기 

저기 동영상을 보다가 우연하게 ‘스타강 

사 김미경’ 을 봤다 ( https:// www.yo  

u t u b e . co m / w at c h ? v = S f U rq n j P -

WBw ) 

( ht t ps : / / n ew s. na ver . co m / m ai n/  

re a d . n h n ?o i d = 0 1 5 & ai d = 0 0 0 3 5 9

124 7)

  시작은 경제위기에 투자하는 방법 이였 

지만 결론은 “그 걱정할 시간에 너에 대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먹 

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는 

내용 이었다. 

  그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넘겼던 

것 같다.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 참 3년동 

안 뭐 했나 라는 생각에 후회가 된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 

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인 

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 

신에 대한 투자가 될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경쟁자를 이길 아이디어 

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만 

드는 것이 자기에 대한 최선의 투자라 생 

각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전 

문가가 되어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 

정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최고가 된 후에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 

게 된다.

  워렌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투자의 신이란 분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다‘

( h t t p s : / / b lo g . n a ve r . co m / h o n ab 

bary/221 846558075)

  ‘나중에’ 라고 외칠 때 마다 생의 불꽃은 



기타칼럼기타칼럼기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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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25기)
일진다이아몬드(주) 대리

하나씩 꺼진다. 가장 슬픈 인생은 오류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다. _홍정욱 에세이

  이로써 자기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이 가 

장 빛나는 삶이라 생각된다.

( h t t p s : / / b lo g . n a v e r . co m / 4 6 6 5 6 

6/ 22220954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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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윤홍제(18기)
하이트론(주)대표



11월 31일

스타킹을 반쯤 내린 주황색 신호등

가을에 멈춰 섰다

어둠이 찾아오고

당신이 만져주는 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아프다

삽입되지 못한 섹스

감촉은 기억을 안고 떠난다

아침이 오기까지 활홀하다

시를 파는 여자의 온도는

밀린 사랑 더딘 사랑만큼이다

당신에게 걸음을 뗄 때마다 우울이 밟힌다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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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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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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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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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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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
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관리계획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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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기 

신입회원 소개
27기 회원은 2020년 표면처리 기능장 자격시험 합격자 4명으로 구성됐다. 

그 중 4명이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에 가입했다. 

27기 회원은 아래와 같다.

노순갑 배경민 신성원 홍성욱

회원정보



67

회원
정보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회원 분포 현황



27명

19기 강순강강 광 ㈜영인플라켐 경기

19기 박상박박 수 영신금속공업㈜ 경기

20기 김진갑 오신케미스트리 경기

20기 허도 세미인프라 경기

20기 이효일 ㈜진일써핀 경기

20기 김효성 ㈜피아트아 경기

20기 이용한 ㈜피아트아 경기

20기 강동강강 희 ㈜제이앤티씨 경기

20기 노승호 ㈜제이미크론 경기

21기 임희수 ㈜호진플라텍 경기

21기 한덕환 제일테크 경기

22기 백승룡 ㈜영인플라켐 경기

22기 조중형 이피코리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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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기 서상희 아토텍(A( TAA OTT TOO ECH) 경기

26기 이동훈동 ㈜월성금속 경기

26기 이호진 ㈜피아트아 경기

26기 정경섭 ㈜지에스켐텍 경기

26기 전희준 시누켐 경기

26기 김지범 대성하이피㈜ 경기

26기 김정민 대성하이피㈜ 경기

26기 김학영 ㈜에프이엠 경기

26기 김동춘동 ㈜금호금속 경기

26기 김준영 한국한 몰국 렉스 경기

26기 이완철 ㈜삼㈜㈜ 명캐닝 경기

27기 배경민 아토텍(A( TAA OTT TOO ECH) 경기

27기 홍성욱 LS엠트론㈜론론 경기

자문자 위원 유봉영 한양대학교 경기

기수 성명 소속 지역

2기 황환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인천

3기 오원택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인천

7기 어경훈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인천

10기 이천우 피아이 테크 인천

16기 장세도 한가람 화학㈜ 인천

18기 우상우 수 ㈜아이케이텍 인천

18기 고정선 경기과학과과 기술대학교학 화공화화 환경과 교수 인천

18기 오종수 ㈜파㈜ 버나인 인천

18기 박경수 MS TeTT ch(베트남근무) 인천

19기 서봉원 ㈜케이에이치테크놀러지 인천

19기 노순흥 ㈜MSC 인천

22기 최선경 ㈜알맥스 인천

22기 박장환 영우사우우 인천

23기 김성탁 자자자자 금자자 속 인천

기수 성명 소속 지역

23기 오인찬 ㈜티앤아이켐 인천

23기 이윤희 한가람화람람 학㈜학학 인천

23기 조용진 ㈜우진쿼터스 인천

24기44 박재박박 신 ㈜오알켐 인천

24기44 이기종 인하공하하 업전문대학 인천

25기 전영임 ㈜PMPTP 인천

25기 이영민 신풍금풍풍 속㈜ 인천

26기 최정현 신풍금풍풍 속㈜ 인천

26기 한상한한 태 상현금속 인천

26기 임기현 ㈜명진커넥터 인천

26기 천홍태 케미온/라인켐 인천

27기 노순갑 ㈜엠에스씨스스 인천

자문자자 위원 우상우우 열 지상중전기㈜ 인천



16명

14명

8명

4명

2명

2명

기수 성명 소속 지역

1기 나상나나 조 ㈜동진금속 경상

4기44 이상열 재료연구소 경상

12기 여운암 ㈜에이스월드테크 경상

12기 홍성복 삼화금화 속 경상

14기44 장용석 영진켐텍 기술연구소 경상

15기 고설현 구미금속 경상

20기 김동중 해군군수사수수 령부 정비창 경상

20기 권병현 ㈜동진금속 경상

기수 성명 소속 지역

19기 오민영 동호 STSS 대전

25기 김대영 특허청 대전

기수 성명 소속 지역

26기 정원훈 ㈜대도도금 서울

자문자 위원 서윤석 표면처리저널 서울

기수 성명 소속 지역

22기 김리경 ㈜코텍 경상

23기 윤석윤 호 윤석호 표면처리연구소 경상

24기44 공원국 해성DS 경상

24기44 노민호 ㈜경부금속금 경상

24기44 정회호 ㈜동㈜ 진금속금 경상

26기 정성수 ㈜코텍 경상

26기 임성조 ㈜코텍 경상

26기 최재성 ㈜코텍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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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성명 소속 지역

2기 심기종 신기술표면처리 대구

4기44 오세희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대구

7기 이종재 삼미산업 대구

20기 신주섭 한광바렐연마 대구

기수 성명 소속 지역

24기4 최문현 동강테크㈜ 대구

26기 손인준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대구

26기 김상진 켄스코㈜ 대구

27기 신성원 한광바렐연마 대구

기수 성명 소속 지역

12기 장배순 제82항공항 정비창 특수제작팀 충청

14기44 손환용 ㈜디엠티 충청

16기 서만석 ㈜코벤티아 코리아 충청

18기 차성차 인 제82항공항 정비창 품질보증과 충청

18기 김태훈 미래코리아 충청

19기 신석호 ㈜선일다이파스파파 충청

20기 오민수 ㈜디엠티 충청

기수 성명 소속 지역

20기 박성현 한국한 하우톤 충청

22기 경인구 Megatouch㈜ 충청

23기 이효민 ㈜진일테크 충청

23기 문유진 ㈜거산케미칼 충청

24기44 이용 ㈜코벤티아코아 리아 충청

24기44 장성문 ㈜광성금속 충청

26기 한진희 일진다이아몬아아 드㈜ 충청

기수 성명 소속 지역

18기 윤석형 ㈜써㈜㈜ 테크 부산부

23기 이윤주 ㈜에스에이치팩 부산부

기수 성명 소속 지역

18기 정광미 ㈜대도도금 서울

20기 노영태 한국한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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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풀이십자말풀이

가로열쇠

1.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1.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인 배터리.    고체 상태인 배터리.

2.  화학물질 종류 중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 2.  화학물질 종류 중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염산, 질산, 황산, 불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염산, 질산, 황산, 불산 등. 

3.  다이어트 중이거나 근육을 만들려고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다가 정해진 날짜에, 보통 1~2주 3.  다이어트 중이거나 근육을 만들려고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다가 정해진 날짜에, 보통 1~2주 

    에 한 번씩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 직역하면 ‘속이는 날’,  ‘꼼수를 부리는 날’ 이란 뜻.    에 한 번씩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 직역하면 ‘속이는 날’,  ‘꼼수를 부리는 날’ 이란 뜻.

4.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4.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자산.  비트코인.

5.  반도체 제조과정만을 전담하는 위탁생산업체 대표적회사 대만 TSMC.5.  반도체 제조과정만을 전담하는 위탁생산업체 대표적회사 대만 TSMC.

6.  원자번호 49번인 화학원소로 기호는 In  .  박막 태양전지, LED 등에 중요하게 사용됨.6.  원자번호 49번인 화학원소로 기호는 In  .  박막 태양전지, LED 등에 중요하게 사용됨.

7.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유행 또는 세계적 대유행한다는 말.7.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유행 또는 세계적 대유행한다는 말.

8.  간단한 정보조차 스스로 찾아보거나 떠올려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8.  간단한 정보조차 스스로 찾아보거나 떠올려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공주나 왕자처럼 손가락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공주나 왕자처럼 손가락만 

    까닥거리며 남에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한다는 의미로  ‘핑거 프린세스(Finger  Pr incess )’      까닥거리며 남에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한다는 의미로  ‘핑거 프린세스(Finger  Pr incess )’  

    또는 ‘핑거 프린스(Finger Prince)’를 줄인 말.    또는 ‘핑거 프린스(Finger Prince)’를 줄인 말.

9.  2차전지 구성 중 양 전극간 접촉을 막으면서 이온의 이동통로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극 사이에 9.  2차전지 구성 중 양 전극간 접촉을 막으면서 이온의 이동통로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극 사이에 

    위치함.

1 2

2 3 3

4
5 4 8

5
6

7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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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열쇠세로열쇠

1.  물 등의 용매에 녹아서 이온으로 해리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1.  물 등의 용매에 녹아서 이온으로 해리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2.  전류에 의한 화학 변화량은 전기량에 비례하고 일정 전기량에 의한 석출량은 화학당량에 비례 2.  전류에 의한 화학 변화량은 전기량에 비례하고 일정 전기량에 의한 석출량은 화학당량에 비례 

    한다는 표면처리에 적용되는 법칙을 만든 사람.    한다는 표면처리에 적용되는 법칙을 만든 사람.

3.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 의 불가피한 사유 3.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 의 불가피한 사유 

    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    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

4.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최대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주파수를 말하며 표면처리공정에도 이를 4.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최대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주파수를 말하며 표면처리공정에도 이를 

    응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응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5.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5.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을 말함.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을 말함.

6.  정보( Info rmation) 와 전염병(E pidemics) 의 합성어로,  근거 없는 각종 루머들이 I T 기기나 6.  정보( Info rmation) 와 전염병(E pidemics) 의 합성어로,  근거 없는 각종 루머들이 I T 기기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정치, 경제,  안보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정치, 경제,  안보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연마기와 연마제, 그리고 연마포를 이용하여 광을 내는 방법.7.  연마기와 연마제, 그리고 연마포를 이용하여 광을 내는 방법.

8.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8.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16년 7월 시행.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16년 7월 시행.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식지 배포 후 8월 31일까지 정답을 보내신 분들 중 소식지 배포 후 8월 31일까지 정답을 보내신 분들 중 

회원 3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여 회원 3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여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은 30만원 상당의 faf  bag 입니다.선물은 30만원 상당의 faf  bag 입니다.
(ksfmg1@naver.com)(ksfmg1@naver.com)



편집후기

72 표면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소식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7호 소 

식지를 전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시절이 길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한국표면처리기능장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한 날들이기를 바랍니 

다.

  회원들의 소소한 일상과 기술컬럼 그리고 뿌 

리기술아카데미교육사업 관련 소식을 실어 보 

냅니다.

  소식지를 통한 자그마한 소통과 협력이 회원 

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해에도 뿌리기술아카데미교육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 되기를 회원 

들의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발전 하는 소식이 가득한 지면이 되도 

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출판위원회 일동

교육출판위원회

▶ 위원장 : 김진갑

▶ 위    원 : 백승, 고정선

▶ 편    집 : 이미영

문의

▶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TEL. 031-500-4391

E-mail.master01@sfmaster.or.kr



자동제어시스템          KP프리텍(주)          031-380-8110

실링시스템
메카니컬실

실테크 031-492-4382

엘앤피테크            031-400-3735

전착도장 필텍이앤지 070-7731-0990

토브텍                  010-5288-1209
위메이크               032-246-1234

02-761-8686

02-6083-9266

032-522-4788

회장 : 김승원









성현ENG ㅣ 대표 : 김재호 l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70(학운리 448-382)
사업자등록번호 : 122-05-83719 l 홈페이지 : www.sheng1/co/kr
연락처 : 031-984-0831 ㅣ 팩스 : 031-984-0832 ㅣ 이메일 : sunflorwar@hanmail.net

취급품목

●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작 설치(스크러버,닥트,탱크,배관)

● PVC FRP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 PVC,PP,F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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