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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회장 정광미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시작한지 어느덧 세번째입
니다. 소식지 지필에 힘써 주신 여러 관계
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표면처리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
장기동안 기술력의 향상과 경제 활동에 많
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 악화와 더불어 경쟁력
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
업의 해외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사
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산
업의 도산과 해외이전이 늘어나는 것은 일
찍이 선진국도 경험 한 바 있는 산업 고도
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불안한
노사관계, 높은 인건비, 과도한 규제 등 고
비용 구조가 이어지고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 짐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점차 커지고 있
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재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
다. 안정된 산업의 정착과 임금인상의 완
화 및 자유로운 기업 활동 등 여러 가지 대
응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소식지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사)한
국표면처리기능장회와의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
해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또한 회원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지
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세세
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표면처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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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토)
환경기능사 교육 개강

7/3 (화)
운영진 회의

5/26(토)
봉사활동

7/20(금)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기 종료

5/28(월)
SF-Startup 표면처리지원사업 진행

8/11(토)
환경기능사 실기 교육

9/12(수)

8/15(수)
한국기능장회(가칭) 연합 모임

9/1(목)
KIMS TECH FAIR 참관

6/2 ~ 6/23 매주(토)
환경기능사 교육

8/18(토) ~ 19(일)
3분기 정기모임(체육대회)

뿌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

10/6(토)
정부정책과 협회전력 컨설팅 미팅

6/19(화)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강사진 회의
6/20(수) ~ 6/22(월)
전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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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황환일 교수 표면처리분야
국가뿌리산업 인적개발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위촉
6대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한국
금형 협동조합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표면처
리분야 NCS관련 수정, 보완, 일학습병행제
추진, 기타표면 처리분야 발전에 대한 포괄
적 사항에 대해 정부건의 등을 담당하고 있
는 기관이다. 위원은 매년 1년에 4회 분과
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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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황환일 교수
2018년 제26회 전국표면처리
기술경기대회 심사위원장으로 활동
금년도에도 6월 20일~22일까지 한국 폴
리 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전국대회가 진행
되었으며 기업부분, 기업 개인부분, 학생부
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으
로는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원들의 참
여가 적극적이다. 입상자 시상식은 9월 12
일 The-K 서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에서 진행 중인 2018
표면처리분야 NCS기업컨설팅
고용노동부 주관 (사)한국표면처리 공업협
동조합에서 진행중인 2018표 면처리분야
NCS기업컨설팅이 진행 되고있다. 총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황환일 교수팀
(팀장 : 황환일, 전문가 :김형성 교수, 장세
도 대표)은 조이포라이프(주), (주)대일산
업, (주)메인텍, 서광공업(주), 동원피엔피
(주) 에대해 10월말까지 최종 결과를 제출
할 예정이다. 사업목적으로는 실력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인적자원관리에 필수적인 국
가직무 능력(NCS)을 민간기업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5월 9일 춘동회

2018년 5월 9일 춘동회(회장 황환일) 가
안산 고잔동 한탄강 민물 매운탕에 서 모임
을 가졌다. 춘동회는 (사)한국표면처리기
능장회 회원 5명(황환일, 고금석, 서봉원,
윤홍제, 김영일)이 속한 동문 모임으로, 이
들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배움의 즐거움
을 일깨워준 은사 김광영 전 교수에게 마음
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김광영 전 교수
는 전 전남 순천폴리텍대학 학장을 역임하
고 화성 폴리텍 대학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춘동회는 김광영 전 교수와 장갑돈 전 중소
기업 연수원 교수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광영 전
교수 및 춘동회 회원들은 따뜻한 모임을 가
지며 표면처리 업계의 현실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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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2018년 6월 12일
서만석회원 코벤티아코리아 공동대 표이사
선입
2018년 6월 20일(수)
차성인 회원 장인상
2018년 8월 24일(금)
남부지역 기능장회원 번개팅 진행
2018년 8월 24일(금)
윤석형 회원 부친상
2018년 8월28일(화)
(주)파버나인 오종수 이사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
한국부식방식학회에서 이윤주박사
기술상 수상

한국부식방식학회 제48기 총회에서 23기
이윤주 박사가 “자동차 부품 및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면처리를 이용한 내식성
향상 기술개발”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기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군2함대 수리창장 수시근무 우수표창장
수상 류창환기능장

2018.9.19(수) Smart Facrtoy 라는 경영
이념을 추구하는 해군2함대 수리창에서 표
창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2018년 9월 16일 (일)
기능장회 자문위원 한양대 유봉영교수 장모
상
2018년 10월 20일
여운암 수석부회장 아들 결혼

해군2함대 수리창장이 수여하는 표창장 수
여식에서 류창환기능장이 수시근무 우수 표
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국방을 지키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을 하시는 우리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하
는 마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소식지는 회
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
다. 소중한 소식을 (사)한국표면처리기
능장회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E-mail : master01@sfmaster.or.kr
ksfm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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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8(토)~8월19일(일)
2018년 체육대회

이모조모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 TV,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기어S3,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마이크, 상품권 등 지급!
참석자 전원 수건&우산 세트 등 5만원 상당 기념품 증정!

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의 종목은 대형 윷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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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는 본회 회원

이, 당구, 족구 3개의 종목으로 진행됐으

및 업계 관계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며, 대회가 끝난뒤 경품추첨을 통해 참석

위해 8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일요일

자 들에게 TV, 청소기 등 12종류의 찬조

까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예금보

물품을 경품으로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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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정보

2019년
국내 전시회
전시회명
세미콘코리아
(Semicon Korea)
국제표면처리/도장/코팅전시회
(Surtech korea)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대전
(Coating Korea)
국제표면실장/인쇄회로기판 생
산기자재전
(NEPCON KOREA)
한국전자제조산업전
(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
국제전자회로/전자실장산업전
(KPCA show, KIEP show)
금속산업대전
(KOREA METAL WEEK)
국제나노기술전시회
(NANO KOREA 2019)
국제접착/코팅/소재산업전시회
(ATEM FAIR)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
(IMAC 2019)
한국전자산업대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9)
반도체대전
(SEDEX 2019)
국제신소재 및 응용기술전
(INTRA 2019)

교육체계

일자

장소

전시내용

1/23~25

서울 코엑스

3/27~29

송도 컨벤시아

표면처리, 도장, 코팅, 설비, 장비 등

3.27~29

송도 컨벤시아

코팅, 페인트, 잉크, 필름 등

5/15~17

서울 코엑스

반도체/미세부품 표면처리, 신기술 등

5/15~17

서울 코엑스

SMT, PCB, 전자재료, 검사장비 등

4/24~26

일산 킨텍스

전자회로, 반도체, 표면처리 및 관련 기자재

6/19~21

일산 킨텍스

자동차, 파이프, 3D, 뿌리산업, 레이저, 용접, 도금/도장

7/3~5

일산 킨텍스

나노소재, 나노코팅제, 전자파차폐필름 등

8월예정

일산 킨텍스

접착, 코팅, 필름산업, 도료, 케미칼, 화학관련 장비 등

미정

일산 킨텍스

화학, 세라믹, 금속, 기계, 전자/전기, 검사/계측기

10/8~11

서울 코엑스

3D, IT, Mobile, Software, 전자재료 등

10/9~11

서울 코엑스

반도체, 장비/부품, 재료, 설비, 약품 등

11/13~15

서울 코엑스

금속신소재, 세라믹, 화학, 탄소, 나노, 코팅, 도금, 측정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과정

국외 전시회
전시회명
NEPCON JAPAN
SURTECH JAPAN
ASTEC 2019
Semicon China
NEPCON CHINA
Semicon Southeast Asia
NEPCON THAILAND
JPCA SHOW
Semicon West
Semicon EUROPA
NEPCON NAGOYA
Semicon Taiwan
Hong Kong Jewellery & Gem Fair
2019
TPCA SHOW 2019
NEPCON VIETNAM
China International Gold,
Jewellery & Gem Fair Shanghai
2019
SF CHINA, CHINACOAT
Semic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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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일자
장소
1/16~18
Japan, Tokyo Big sight
1/30~2/1
Japan, Tokyo Big sight
1/30~2/1
Japan, Tokyo Big sight
3/20~22
China, Shanghai
4/24~26
China, Shanghai
5/7~9
Malaysia, Kuala Lumpur
6/19~22
Thailand, Bangkok
미정
Japan, Tokyo Big sight
7/9~11 US, San Francisco, California
7/9~11
Gremany, Munich
9/18~20
Japan, Nagoya Portmesse
9/18~20
Taiwan, Taipei
미정

Hong Kong

미정
미정

Taiwan, Taipei
Vietnam, Hochiminh

미정

China, Shanghai

11/18~20
미정

China, Guangzhou
Japan, Tokyo Big sight

전시내용
전자기술전문전시회, 반도체/미세부품 표면처리, 신기술
표면처리기술 박람회, 코팅 전시회
국제 첨단 표면기술 박람회
반도체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전자기술전문전시회, 반도체/미세부품 표면처리, 신기술
반도체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전자기술전문전시회, 반도체/미세부품 표면처리, 신기술
국제전자회로산업박람회, 프린트배선판, 반도체 부품 등
반도체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반도체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전자기술전문전시회, 반도체/미세부품 표면처리, 신기술
반도체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등

등
등

등

국제 금, 보석, 가공 박람회
PCB, 어셈블리, 표면처리약품
전자기술전문전시회, 반도체/미세부품 표면처리, 신기술 등
국제 금, 보석, 가공 박람회
표면처리기술 박람회, 코팅 전시회
반도체제조, 장비, 부품, 재료, 약품, 표면처리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 온라인 이수 (화학물질안전원)
종사자 교육
2시간/년 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규칙 제37조 제3항)
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집합교육실시 (자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6시간/2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점검원
(법 제28조 제2항)
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인력
16시간/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집합교육
(법 제28조 제2항)
년
기술인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반자
집합교육
8시간/2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집합교육
8시간/2년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법 제27조 제2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집합교육(16시간)이수
취급담당자
16시간/2 2.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또는
(영 제13조)
년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집합교육(8시간)과 온라인교육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
(8시간) 선택 이수 가능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담당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자격취득하 집합교육
32시간
(영 제12조 제2항 제5
고자 하는 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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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부기준
개정 법령

일자

목적

1.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유해 위험정보로부
2018.05.03 터 국민의 알권리 확대.
(법 예고)
2.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
호, 유해성 정보 등 허위신
고시 제재 근거 마련.

2018.05.03 1. 17.11.28개정 조항의
(시행령예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고)
정함.

1.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
2018.05.03 업체의 경우 화학물질안전
(시행규칙예 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
고)
을 이수하는 경우 기술인
력의 자격요건을 인정.
1.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
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2018.06.12 것을 금지
(법 공포)
2.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2018.09.21
도록 함.
(시행령예
2.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고)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위임.

주요 개정 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 (제9
조 등)
나.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제9조의2)
다.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제공 의무화 (제9조의3)
라.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제10조제2항,제5
항)
마.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및 변경 근거 신설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바.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신설 (제31조
제2항)
사.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및 주민고지 항목의 확대 (제41조
및 제42조)
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의 화학물질안전
원장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제22조제1항)
나. 취급정보 비공개 신청서 도는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
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 (별표2 제2
호다목의2)
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명칭 정정 (제3조제2항제3
호)
가.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주체 확대 (제25조제5항 후단)
나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인력 교육과정
신설 (제27조제23항 및 제61조제3호)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확대 (제29조제1항
2호마목)
가. 제18조의 제목 중 "취급금지"를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
의 취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누구든지 제한
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신설.
나. 제58조에 제2호의2를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
질을 취급한 자'로 신설.

공포일부
터 1년, 2
년으로 항
목마다 세
분화되어
있음 (부칙
참조)

공포일부
터.
단, 별표2
는 2018년
11월29일
부터.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 미설치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미설치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에 대비해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 설치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에는 사고 시 유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화재나 폭발 시
전소위험 과 유리파편에
의한 2차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
등의 설치로 화재 또는
폭발에 대비합니다.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배관 지지대 설치 미흡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배관의 말단부나 사용하지 않는 배관은 마감 또는 블라인드 처리

지상배관에는 외부충격, 진동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

말단부의 마감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관의 말단부에는
블라인드, 마감 캡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공포 후 3
개월이 경
과한 날부
터.
개선전

2018년11
월29일부
터.
다만, 별표
5는 2019
년6월30일
부터.

방지턱 또는 트렌치
등을 설치해 사고 시
주변으로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유출사고 시 주변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개선후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 미흡

공포일부
터.

가. 화관위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공포일부
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절차 (제6조, 별지5호
서식)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 (2-20조의3,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20조의4, 별표4의2, 별표4의3, 별표7)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강 다.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이행점검 등의 구체화 (제47조,
2018.09.21 화.
제47조의2, 별표7)
(시행규칙예 2.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사업장 출입권한 명시 (제40조, 제
고)
시 현장조사 대상 절차, 이 54조)
행점검, 미이행에 대한 행 마.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 (별표5)
정처분 등을 구체화 함.
바.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 (별표1)
사.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 (별표9)
아. 영업허가 시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별지 제43
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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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례

개선후

이송배관의 물질 및 이송방향 미표기

배관 지지대 등을 설치해 지진,
풍압,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대비합니다.

외부충격 및 진동
등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개선전

개선후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이송배관에는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한 배관 내 물질명 및 이송방향을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

밸브의 개폐방향 또는 펌프의 가동 상태등을 표기하여 작업자의 오조작 방지
작업자의 밸브 오조작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배관 유출사고 시 물질의
종류 및 이송방향을
알수 없어 초기대응이
어렵습니다.

개선전

밸브의 개폐방향 및
펌프의 가동상태를 표기해
작업자의 오조작을
방지합니다.

물질명 및 이송방향을
표기해 사고 시 누구든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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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하중이 걸리는 윤활성 도금층 실내의
사용 환경의 내식성, 납땜성의 하지에 사용.
3) SC2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사용.
건조한 상태 또는 오일이 사용되는 환경에
서 사용.
4) SC3
보통의 사용조건, 외부에 노출되고 온도가
높은 알카리성 분위기, 평균 정도의 내마모
성을 필요로 하는곳에 적용.

여운암(12기)
시드표면처리 대표이사

5) SC4
매우 가혹한 사용조건 산성분위기 , 알카
리성 분위기, 고온고압 분위기.
해수분위기, 강한 내마모성 요구의 부품에
적용.

1. 무전해 니켈의
인 함량에 대한 분류 (Type별)
Type

인함량

Ⅰ

함량의 요구사항 없음

Ⅱ

1~3

Ⅲ

2~4

Ⅳ

5~9

Ⅴ

10 이상

3. 열처리 온도에 따른 분류(Class별)

2. 두께 기준에 따른 사용 조건

CLASS

목적

1

열처리 요구조건 없음

온도(℃)

시간(Hr)

260

20

285

16

320

8

400

1

사용조건

용도

㎛

SC0

최소두께

0.1

SC1

저강도 사용 조건

5

SC2

온화한 사용조건

13

Type Ⅱ

350~380

1

360~390

1
1

Type Ⅰ

2

SC3

보통정도의 사용조건

25

Type Ⅲ

SC4

가혹한 조건

75

Type Ⅳ

365~400

Type Ⅴ

375~400

1

철소재의 밀착력 향상

180~200

2~4

120~130

1~6

1) SC0
제품의 특성과 수명의 기능을 연장 시키는
물성을 향상.
확산층, 하지코팅, 전기접점, 특정 환경의
내마모성, 내식성 목적.

3
4

침탄처리된 철소재, 시효경화된
알루미늄의 밀착력 향상

5

베릴륨과 알루미늄의 밀착력 향상

140~150

1~2

6

티탄합금의 밀착력 향상

300~320

1~4

Class 1 : 열처리 없이 사용.
2) SC1
제품의 수명 연장, 도금두께 5㎛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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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2 : 최소 경도를 얻기 위하여 260~
400℃ 범위에서 열처리 진행.

Class 3 : 철합금의 소재와 도금 층 계면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고 수소취성 제거의 목적
으로 180~200℃ 범위에서 2~4시간 동안
열처리 진행.
Class 4 : 알루미늄 합금이나 철강의 침탄
소재와 도금층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120~130℃에서 최소한 1시간이상 열처
리 진행. (단 : 시효 경화된 것)
Class 5 : 시효경화 열처리 되지않은 알루
미늄 합금 구리 및 합금 배릴륨 합금 등의 밀
착력 향상 목적으로 140~150℃에서 1시간
이상 열처리 진행.
Class 6 : Ti합금과 도금층의 밀착력 향상
의 목적으로 300~320℃에서 최소 1시간이
상 열처리 진행.
4. 소재와 제조공정
1) 소재 : 가공, 스크레치, 피트 개재 물, 크
랙, 얼룩, 용접선, Burr, 거칠음과 같은 표면
결함은 최상의 상태로 도금이 되었더라도
도금층의 외관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결함들은 도금 작업전
에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블라스트 처리 : 도금전에 전처리로 행하
는 블라스트 처리는 고경도 철강 소재의 표
면에 남아있는 압축응력을 제거하고 소재의
피로 강도를 감소시키며 도금 후 응력부식
에 대한 저항을 향상시켜 준다.
3)수소취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철강
소재의 도금 후 열처리 인장 응력이 1000
MPa 이상 되는 소재로 만든 제품과 표면을
경 화시킨 제품은 도금 후 규정된 시간안에
수소취성 제거를 위하여 Baking을 실시하
여야 한다.
4) 제품의 크기나 중량이 과도하게 큰 제품
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은 도금 후 1시간
안에 열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량물이
라 하여도 3시간 안에 수행한다.
(주:열처리는 제품의 온도가 규정된 온도까
지 도달한 시간부터 열처리 시간으로 간주
한다)

2) 전처리 : 작업전 적절한 방법으로 표면을
활성화하고 산화막과 불순물 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작업후나 작업중에 밀
착불량으로 다공성 등의 도금불량을 유발한
다.
5. 수소취성 제거
1)철강(수소취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한) 전처리 : 기계가공 그라인딩 냉간 가공
을 수행한 금속표면이 인장 응력이 1000M
Pa 이상 되는 강재의 소재에 대해서는 응력
제거를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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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태(14기)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고문

1. 개요
대부분의 습식 표면처리공정은 수용액 상
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용액은 전기, 화
학, 물리적(기계적인 도금)인 이유로 변화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흐름을 가
지고 있으며 이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
고 분석 하여 대처한다면 효율적으로 공정
을 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일정
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공정 관리 기준으
로 표준화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처리용액
이 일정한 주기(경향)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관리주기라
고 정의한다.
2. 관리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2-1. 작업자의 습관
작업장의 제한적인 여건이나 선행자 의 오
류로 인한 바르지 못한 작업태 도가 관리주
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휴먼에러(human
error)와도 연계된다. 바르지 못한 습관은
생산공정의 품질, 환경, 비용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바르게 교정하기에
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불가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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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자를 타 공정으로 이동 또는 이보
다 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
생한다. 해당 관리자를 이동 배치하고 나서
야 고질 적인 문제를 해결한 생산현장의 사
례도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빨리 빨리 한
다고 처리용액에서 빼낸 제품을 처리탱크나
회수탱크 위에서 일시 방치하여 처리용액을
떨구지 않고 이동 하는 경우나 처리용액
조정시에 한번에 과량을 투입하거나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분말을 탱크에 쏟아 붙는 행
동, 동시에 여러 공정을 수행하다가 누락시
키는 경우, 임의로 처리기준에서 벗어나게
작업을 하는 경력자 , 밸브조작을 잘못하여
부족한 용액을 물로 채우고도 숨기는 태도
등,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
거나 직위를 가진 관리자의 경우에서 나타
나는데 이는 개별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조
치와 교정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이다
바르지 못한 작업 습관은 관리주기 설정에
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
2-2. 공기 교반시 오염
도금공정에서 공기 교반을 목적으로 링브
로워(ringblower)가 쓰이고 있다. 링브로
워는 오일(oil) 오염이 없으며 제습 되어진
공기를 얻을 수 있고 설치공간이 적게 소요
되는 이점(利點)이있다. 링브로워는 설치된
장소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링브로워
가 흡입하여 방출하는 압축공기는 주변의
오염물을 그대로 처리탱크에 전달하므로 설
치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입자상의 이물이
나 용해성 물성의 용출처리 등과 같은 2

차적인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링브
로워가 설치된 주변에 석회석 채석장
이 있다면 알카리탄산염이 흡입되고,
고기굽는 가공 공장이 있으며 탄화된
유지방이 오염 된다. 아연도금 공장
이 있어도 석회석 광산과 비슷한 영향
이 나타난다.

또다른 경우인데, 도금용액으로 오
염된 공정부근에 설치된 링부로워는
누출되어 건조된 도금용액의 분진을
도금공정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구리
도금 탱크에서 주석이온이 나타나고
수세수가 알카리가 되거나 산성이 되
기도 한다.
2-3. 묻어 들어오고 묻어나감
(drag In, out)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투에 ‘빨리 빨리’가
있다.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빨리 하
는지! 바르게 하는것이 최선의 결과인데, 서
두르는 과정에서 처리용액이 과량으로 묻어
나가고 묻어 들어오게 된다. 각 처리탱크 는
묻어 들어오는 처리용액과 묻어 나가는 처
리용액의 양이 같거나 묻어 들어오는 양이
묻어나가는 양보다 적다면 용액관리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다. 간혹, 처리용액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바렐도금 공정이나
제품의 구조상 용액의 배출이 어려운 경우,
이에 해당이 된다.
2-4. 전기, 화학,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모
전기도금, 무전해 또는 화학적 침지 처리,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처리 용액중의 성
분들이 소모되게 된다. 처리용액의 구성성
분으로는 금속염, 전도염, 완충제, 산알카
리, 양극용해제, 표면조정제, 습윤제 등이며
이들 성분들은 화학적인 정량분석이나 소
규모 도금시험으로 쉽게 농도를 파악 할
수가 있다.
2-5. 처리용액의 수위
생산현장에서 관심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바로 용액의 수위관리이다. 처리용액은 항
상 기준 높이에서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
여야 하나 제품이 잠기는 정도이면 무시하

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처리용액이
가열되어 사용될 경우, 30~60분정도 경과
하면 증발량으로 인하여 용액의 농도가 농
축되어 관리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관리기준을 벗어난 뒤에 상온의 보충 수를
사용하게 되고 상온의 보충수는 적정 작업
온도까지 상승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어 공정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부가
적인 문제점으로는 히터를 사용하는 처리탱
크에서 히터의 가열부가 노출되어 히터의
단선이나 처리용액의 과열로 분해가 촉진
되기도 한다.
2-6. 외부오염
처리탱크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
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상수도의
수질이 사계절 안정 되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절기에는 미생물의 발생으로
관리주기를 짧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하
수를 사용 하는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수질
을 관리하거나 예비 처리하여 사용할 필요
가 있다. 그 외에도 사소한 사례로서 전기적
인 통전을 고려하여 구리 부스바를 청소하
게 된다. 청소시에 발생된 구리산화물이 처
리탱크에 떨어 지는 경우나 수도수를 탱크
상부에 뿌려서 이물을 유입시키는 나쁜 사
례가 목격 되기도 한다. 피복이 벗겨진 도
금 걸이도 치명적인 결함요소이다.
도금품질 수율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하는
관리요소이다. 오늘 내일 미루 거나 재처리
비용을 고려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분
야이다. 벗겨진 피복제 사이로 이전공정의
처리 용액이 오염되게 되고, 노출부위에는
과량의 금속석출로 인하여 공정 중에서 산
화물이나 미세하게 부스러져서 용액중에
유출 되기도 한다. 이는 제품이 처리탱크에
떨어져 용출되는 경우와 유사한 문제를 발
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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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주기의 설정 방법
관리주기의 설정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 진다. 계절적 요인과 같은 특이사항
은 경험으로 사전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되
기도하나 2주일 정도 연속분석으로 손쉽게
기준을 설정 할 수가 있다.

작성하다 보면 연속적으로 용액의 농도변화
경향이 나타난다. 상한 관리 농도에서 표준
관리농도에 접근 하는 농도의 변화 주기를
관리주기로 설정을 하면 된다.
기준농도 270g/Lt, 상한관리 농도 300g/ Lt, 하한관
리 240g/Lt인 처리용액의 변화 경향 보기

1) 금속
금속은 소모주기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
다. 전기도금 공정에서는 보조적인 약품보
다도 2배 이상 긴 관리주기를 가진다. 가용
성 양극과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는 경우, 불
용성 양극이 보충주기가 짧은 편이다. 가용
성 양극이라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충
하지 않으면 일정한 농도와 도금시간 유지
에 문제가 발생된다.
2) pH
pH는 관리범위가 소수점 단위이다. 가볍게
훑어 보다 보면 무심코 넘기기가 쉬운 항목
이다.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완충제가 적
용되기는 하나, 전기분해나 산화, 환원반응
으로 수소가 소모되어 pH가 변하게 된다.
전기도금, 화학처리 공정이 4시간 이내의
짧은 관리주기를 나타낸다.
3) 산, 알카리
전기도금의 경우, 양극용해나 전도염 목적
으로 이용된다. 사용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관리주기도 금속의 소모와 유사하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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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이들 성분들은 표준농도의 상태에
서 1)생산시간 2)생산에 소모된 전력량 3)
약품 보충량 4)처리면적 5)분석에 의한 농
도를 일일 단위로 판단하면 처리용액의 농
도 변화를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 공정관리
도 상의 상한관리 농도, 표준관리 농도, 하
한 관리 농도를 표시하고 2주정도 관리도를

위의 공정도에서 초기건욕 농도 297g/ Lt
에서 250g/Lt으로 소모되는 주기는 6일이며
상한관리 7일차에 상한관리 농 도로 보충후
동일한 소모주기가 6일로 연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처리용액의 관리주기는 6일이 된다.
4. 관리주기의 유지관리
생산공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관리자료는
생산현장이 그대로 보여야 한다 관리주기를
유지하는 목적 또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기반으로하며 이로 인하여 생산결과가 평가
된다. 그러나 보여 주기 위한 관리자료는 생
산 현장과는 상이한 결과물로서 벽이나 게
시판에 붙이기 위한 전시자료에 불과한 경
우가 허다하다. 전시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시간을 만들고 있는지? 생
산현장을 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마음의 자
세가 가장 중요하다.
처리용액은 대부분이 수용액 상태이므로
처리탱크에 표준관리 수위를 표시하여 늘
일정하게 용액의 수위가 유지되도록 일상화

되어야 한다. 처리용액의 수위는 처리용액
의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석결과
에 따른 약품보충은 당일 작업 종료 후 또는
다음날 작업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중에는 용액상태에서 일시에 보충량이 전체
보충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기능장
수준이면 2%이내가 되지 않을런지? 수준
높은 생산현장 일수록 보충량과 보충주기
를 짧게 유지하여 항시 일정하게 농도를 유
지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일일 소모량
을 일시에 보충하고 하루 종일 작업하는 고
수(?)도 있다. 물론 불량도 고수 수준임에는
당연하다 . 이유는 이렇다 귀찮아서! 관리주
기는 년간, 월간, 주간, 일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 연간계획
장비수리와 용액교환과 같은 관리주 기가
월
단위인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처리용액을 이송 여과할 경우에도 20 %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월간계획
연간계획에 제시되는 월간계획과 각
처리공정별로 나타나는 분석주기, 불
순물처리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 다.
- 일일계획
시간대별로 분석항목을 예측하여 계
획한다. 분석 용액의 전처리 시간이 필요한
크롬, 무전해니켈 환원제 등 은 미리 예비
처리하고 처리되는 기간 에 중화적정과
같은 단순조작을 수행 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헐셀이나 비이커
도금과 같은 소규모 도금시험은 10여분
이상의 시 간이 소요되므로 도금시간 중에
분석 공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도금은 관리기술이다. 관리주기만 유지해
도 생산공정에는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제시된 분석 주기나 관리주기는 1
일 8시간을 기준 으로 작성된 것이다. 연장
근무가 있을 경우 참조하여 수정이 필요하
다. 도금용액 분석은 가장 손쉽게 짧은 시
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초보적인 단순
기능조작이다. 초보 입문자도 3주 정도의
훈련으로 숙련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생산현장의 시료 채취와 분석공정에서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오류없이 바르게 조작이
이루 어진다 면 분석 오차는 관리범위
이내로 나타 난다.
- 분석관리를 단순화하기
표면처리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종
처리용액의 농도는 대부분이 습식 분석에
의해서 농도가 결정된다. 분 석공정에서
표준용액의 소모량을 확 인하고 계산하는
과정과 이들 결과를 공정관리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단 계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을
소모량 기록, 분석일지 작성, 공정관리도 작
성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엑셀 시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 소모량기록
분석시에 소모되는 적정용 표준용액 의 소
모량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준비한다.
- 분석일지
엑셀시트를 활용하여 탱크용량, 표 준농도,
분석환산계수, 보충량 결정, 조치사항을 엑
셀에 작성하고 소모량 기록을 대입하면 보
충량이 결정되도록 분석일지를 구성한다.
- 공정관리도
1개월 간의 처리용액의 농도 흐름이 읽혀
지도록 분석결과, 보충량, 생산량, 전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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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연속해서 기록해 나간다. 이를 통하여
처리공정의 농도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으
며 적절한 관리주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5. 의견 및 마무리
1) 작업자의 습관은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
된다. 이는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마
음가짐이 필요하며, ‘빨리 빼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다’, ‘잘 뽑아 드리겠습니다’ 와 같
은 임의적인 공정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대로 해야지 어떻
게 빠르게 한다는 것인가? 결국은 ‘퐁당퐁
당’ 처리하여 문제를 만들겠다는 얘기이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수치화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링브로워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압축공
기는 산, 알카리, 미세분진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을 처리탱크에 유입 시키게 된다. 링브
로워 설치 장소가 오염물질에서 배제되는
환경인지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처리용액의 농도나 수위가 증가된 다면,
작업방법에서 탱크 상부나 회수탱크를 이용
하여 제품표면에서 흘러내리는 용액을 떨구
어 줄 필요가 있다. 바렐 공정일 경우, 이송
중에 2-3 rpm정도의 낮은 속도로 바렐을
회전 하면 바렐 내부에 고인 용액이 쉽게 배
출된다.
4) 처리용액의 수위는 표준높이에서 ±5%
내외에서 유지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침
지탈지, 무전해니켈, 인산염 피막처리는 90
℃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증발로 인하여 처리용액의 액수위 변화가
심한 편이다. 일상적인 대책으로는 이들 공
정에서 제품을 꺼낼때 소량의 사용수로 제
품 표면을 스프레이 수세하면 유출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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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지게 되어 액수위를 관리할 수 있는 효
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
5) 사용되는 수도수나 순수는 계절적인 요
인을 고려하여 예비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밀도가 높은 공정일수록 외부오염에 대해
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처리탱크의
청소공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탱크내부
로 유입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같은 금속이
라도 탱크 안의 처리용액은 이온상태이고
유입되는 같은 금속이라도 산화물 이면 이
물질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금 걸이의 접
촉을 보완하고자 처리 용액을 부스바와 도
금걸이의 접촉부 위에 뿌려주는 습관은 근
본적으로 배제되어져야할 나쁜 작업방식이
다.
6) 도금공정에 공급되는 각종 첨가제 의 60
% 정도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 품이다. 생산
설비 또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쟁
력을 가질수 있는 관리방법은 최적화된 수
치관리이다. 교과서와 취급설명서에는 ±20
% 정도의 여유 있는 관리범위를 제시하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 ±
5%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7) 모든 일에는 계획이 필요하다. 관리자가
혼자서만 바쁘면 그 회사와 본인은 바르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을 세웠
으면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 혼자서 바쁜 이
유는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바쁠수
록 계획을 세우고, 되도록 수정하고 계획을
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이 없고 훈련을 시키
지 않으면 인재가 없다. 결국은 혼자서만 바
쁘다.

표1

사실 물질자체가 색깔을 갖는 것은 아니다.
빛이 존재하면 물질특유의 색깔 인식이 가
능하다.
즉 가시광선의 어떤 파장을 반사 또는 흡수
하냐에 의하여 물질의 색이 결정 된다. 빛을
전부 흡수하면 흑색, 전반사하면 백색으로
보인다.
이윤주(23기)
(주)에스에이치팩 기술연구소 소장
공학 박사/기술사/기능장

디자이너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당황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노란 색은 안되나요?
” “이것보다 엘레 강트한 느낌이 나을것 같
아요.” “약간 시크한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온
화 하게는 안될까요?”
감성적인 표현으로 어떤 색을 요구하는지
느낌도 안 오기도 하지만 기술적 으로 해결
하기에는 도금의 한계도 있다.
과연 도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색상 이나 느
낌은 얼마나 될까? 먼저 도금 이라는것 자체
가 금속이 피도금체에 붙는 것으로 결국 얼
마나 금속의 색상이 다양한지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금속의 경우는 각자 독특한 결정격자 를 갖
고 있고 결정격자는 이온화한 금속원자들이
모여 있으며 그 사이에 초고속으로 이동하
는 자유전자(초당 1만 km)를 서로 교환하
며 전자 가스 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빛을 금속에 조사될 때 원래는 자유 전자에
튕겨져 나가야 할 빛의 일부 파장이 격자
내부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크롬도금, 은도금, 백금 도금도 미묘하
게 차이가있어 나름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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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색상 차이가 생기는 원리

이제부터 여러가지 색상을 나타내는 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도금

예를들면 청색파장이 흡수되는 경우 그 금
속은 붉은 색상을 띄게 되고 반대로 적색파
장이 흡수되면 푸른빛을 띄게 된다.
여기서 전자가 동의 경우이고 후자가 은의
경우에 해당된다. 금의 경우에 는 청색, 적
색 여기에 녹색 파장의 일부를 흡수하여 특
유의 금색을 보인다. 청색 파장을 흡수하면
붉은 빛을 더 나타내고 반대의 경우는 약간
파란 빛을 나타내는 금색이 된다.
(그림 참조)

천연에 존재하는 60여 가지 금속 중에 자체
색상을 갖는 것은 금과 동이 유일하며 다른
금속들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금속의 색
깔인 은색과 회색 등이다.

그림 1

금도금은 금 자체가 고가이므로 장식 목적
의 경우 0.05~0.1마이크론 정도로 도금을
한다. 순금도금(보통 레몬 옐로우라 한다.)
에서도 조업 조건에 따라 그 색상에 다소 차
이가 있고 실제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사용 하지는 않는다.
다른 금속을 미량 첨가하면 경도도 높아지
지만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다. 금도금 색상
의 이름은 약 20여 가지이며 그 파생을 포함
하면 약 100종 정도가 있다고 한다.
(표1). 금도금의 색조 기준은 엄밀하게 없고
유럽에서는 주조품의 색 기준 을 편의상 사
용하여 0N, 1N, 2N, 3N, 4N, 5N으로 구별
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상에도 차이가 있다. 금에 첨가금속에
따른 색상 변화를 표2에 나타내었다.

표2 합금원소에 따른
금도금의 색상 변환
첨가금속

색상

합금비율

동

핑크색  적색

10~20%

은

녹색  백색

2~3%

니켈

담황색  백색

1% 미만

니켈/동

황색  핑크색

1% 미만

코발트

황색  담황색

1% 미만

인듐

담황색

1% 미만

금색도금
금색을 나타내는 합금도금을 일본에 서는
금색 도금이라 하고 기본이 되는 금속은 역
시 동이며 동을 베이스로 아연이나 주석을
합금화한 것이다. 앞의 금도금과 달리 두께
1~2마 이크론 정도로 두껍게 도금한다. 동아연은 보통 황동, 신주인데 야금학 적으로
만든 황동과 도금으로된 합금은 같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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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앤씨는 대성하이피㈜ , ㈜진일써핀 , ㈜정우이지텍,

품질(Q) 생산성
최적생산
원가(C)

㈜삼원알텍, ㈜MSC 등 다수의 표면처리관련 기업에 지속적인
Consulting Service 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표면처리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입니다.

비교우위

앞으로도 함께 하는 표면처리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
표면처리 기업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Total Solution

경영IT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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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 사전평가, 수준관리, 심사대응
업계특화 ISO인증관리(S.C.O.P.S) : 인증관리+경영기술 Level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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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CEO 역량 개발과 승계 (S/W+H/W)지원
맞춤형 성장 Roadmap 개발 및 성과기반 최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수 출바 우처 수 행 기관 등 록

Homepage. www.dreamenc.or.kr

E-Mail. isojoik@hanmail.net

TEL. 031-493-3838

H.P.010-678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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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표면처리과 출신의 많은 졸 업생들
이 표면처리현장 요직 곳곳에서 많은 활동
을 하며 표면처리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영래(18기)
한국폴리텍대학교 춘천캠퍼스
반도체표면처리과 교수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교 내에서는 기능조
정 혁신방안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
혁명 대비를 위한 구조개편이 이뤄지고 있
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45년여 동
안 춘천에서 표면처리기술 인력을 배출해
오던 반도체표면처리과도 지역산업과의 직
종 불일치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입학인
원 감소 등으로 춘천을 떠나 2020년에 한국
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에서 2년제 학
위과정으로 신설·이전하는 것이 확정 되었
다.
사실 한국폴리텍대학교 춘천캠퍼스의 반
도체 표면처리과는 1974년 도금과로 처음
개설된 이래 45년이라는 긴 역사만큼이나
현재 우리나라 표면처리산업과 호흡을 함께
하며 표면처리 산업인력배출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해 왔다. 45여년간 기능사양성 1년 과
정, 6개월 과정, 3년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2,000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유수표면처리 업체 및 유관업
체에 기술인력 수급을 지원해 왔다. 그런만
큼 현재 우리나라 표면처리 업계에서는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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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폴리텍대학교 춘천캠퍼 스 반
도체표면처리과는 나름대로 표면처리업계
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그 동안 계속해서 제
기되어 왔듯이 청정 지역 이미지가 강한 강
원도와 표면처리는 지역과 환경적으로 잘
맞지 않으며 표면처리 관련 업체가 강원도
에 20개 이하로 전체 업체수의 0.5%도 안
되는 등 주변 인프라가 거의 형성 되어 있지
않은점, 결정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
불어 아직도 도금이 3D직 종이라는 인식,
춘천 인근에 표면처리업체가 전무하다 보니
신입생 모집시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거리
감 있는 기술을 배우는 학과로 비춰져 모 집
에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 등 여러 방면 에서
난관에 봉착해 왔다.
그렇다고 학과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
은 아니다.
최근 3년간 학과 실적 만봐도 춘천캠퍼스
반도체표면처리 과의 평가 실적 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2017년에는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청년실업 문제의 현 세
태를 반영한 대졸 미 취업자 위주의 신입생
을 모집하여 교육 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운
영하여 전국표면처리 기술경기대회에서 장
관상을 2명 배출 하였으며 재학기간 중 기
사, 산업기사 등 국 가기술자격증 5개 이상
취득자 2명, 4개 이 상 취득자 2명 등 학생들
개별적으로 평균 2.36개의 국가기술자격증
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2

017년 2월 졸업 생(2016년재학)은 2017
학년도 한국폴리 텍대학 전체 230개 학과
중 취업률 93.8%, 취업유지율 86. 7 %로
취업 성과를 인정받아 취업우수학과로 선정
됨으로써 2018년 1월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표창을 수상 하기도 했다. 최근 3년
간 학과 평균 취업률이 88.2%로 높게
기록될 만큼 학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
해 왔다. 물론 이처럼 좋은 결과는 표면처리
기 능장회를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능조정 혁신방안에서 표면
처리과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더 적합하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인천지 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
당하다고 결론이 났으며 또한 그동안 표면
처리업계 와 표면처리 조합 및 기능장회에
서도 요구해 오던 주장이 받아들여져 춘천
에 있던 1년 과정 표면처리과가 2년 제 학위
과정으로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 캠퍼스
로 신설·이전 하게된 것이다.
비록 역사가 깊었던 춘천의 표면처리 과가
당장 내후년이면 시간을 뒤로하 고 자취를
감추게 되어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2년제 학
위과정의 표면처리과가 설립됨으로써 더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를 수급할 기회가 늘
어나게 되는 것이니 표면처리 업계로서는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5일 한국폴리텍대학교 내 에서
는 표면처리학과 혁신 TFT가 발족되었다.

과 과정 개발 등의 내용을 주축으로 학과 이
전 준비를 비롯한 2020년에 개설되는 표면
처리학과 2년제 학위과정 운영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많은 논의가 TFT를 통해 이뤄질
예 정이다.
표면처리학과 2년제 학위과정 설립이 우리
나라 표면처리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만큼 얼마 남지않은 기간 동안 꼼꼼
히 준비해서 내후년부터 차질 없이 2년 과정
이 운영될 수 있도록 TFT구성 인원 뿐만 아
니라 학과교수, 표면처리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이
입학해야 그만큼 우수한 졸업 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신입생 모집 이 잘 될 수 있도록 학
과 교수뿐 아니라 표면처리 업계에서도 발
벗고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학과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기본
으로 해서 표면처리기술을 잘 교육 시킴으
로써 업계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가 배
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다.
모쪼록 그동안 표면처리업계에서 염원하고
요구해 왔던 표면처리학과 2년제 학위과정
이 마침내 설립되는 만큼 신설되는 2년제 학
위과정 표면처 리학과가 준비과정을 잘 거
쳐 표면처리 업계의 요구에 부흥하면서 넓
게는 우리나라 표면처리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학과로 발돋움해 나가기
를 기대해 본다.

뿌리산업의 육성정책에 따른 표면처리 발
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을 위한 표면처리과 비전 및 방향 설정, 표면
처리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대비 신기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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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진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 완화, 이
직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상승,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성과 효율성이 증가 및 대기업과의 경
쟁 발판 마련 등 여러 가지들이 고려 되어
졌었다.

정광미(18기)
대도도금 대표이사
2018년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하여 표 면처
리업계에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견딜수 있는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린 반면, 중소 기업들은 선
제적으로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
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뿌리산업에 이어
지는 문제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제는 임금 지급 능
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문
을 닫거나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상공
인에 경우라면 본인이 조금더 일하고 직원
을 줄이거나, 사람을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
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나온 뒤 한국
주유소협회에는 셀프주유소 전환시 비용 지
원에 관한 문의가 전화가 쏟아졌다고 한다.
일반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바꾸려면 1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인건비 발생으로 인한
것들을 고려했을때 낫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
자는 5만여 명이다. 셀프주유소가 10%만
늘어도 5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도늘고 있으
며. 이미 글로벌 기업인 맥 도날드는 전체 매
장(440개)의 43%에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
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을 추진할 때 장점으
로 생각되어 졌던 것을 나열해 보자면 기업

이러한 경우를 뿌리산업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직원이 줄어들고 점차 수 동시스템에

▲ 일자리 양극화 가속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해 30
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연속으로 감
소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
도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300
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자)는 251만 8,000명으로 2016년
12월(252만 4,000명)보다 6,000명 감소
했다. 중소 제조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가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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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년들이 받고 싶은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에 청년들이 받고 싶
은 금액으로 1만원으로 꼽혔다. 그 뒤로는 8
,000원 (17%), 9,000원(10%) 등이었다.
이는 이번 정부가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서 반자동 크게는 자동시 스템으로 생산설
비를 구축하여 인건 비를 줄이는 현상이 벌
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
력이 감소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 간에 의견조율과 일
자리안정자금 같은 여러 정책들을 펼쳐 기
업과 노동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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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나고야
세미나(2차) : 모노즈쿠리 IoT 개요 및 IoT를
지원하는 기술
- 강사 : 나카자키 마사루

연수 1일차 10월 15일
세미나(1차) :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국
내 외 추진현황
한국인더스트리 4.0협회 한석희 부 회장이
4차산업혁명 관점으로 살펴보 는 스마트공
장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방법이라는 주
제로 강의를 했다.

김효성(20기)
(주)피아트 도금사업부 부장

<사진첨부>

생존 부등식 : 제품의 가치> 제품의 가격 >
제품의 원가
생존부등식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방법
으로 Industry 4.0 적극 이용해야 한다.

* 모노즈쿠리(Monozukuri)
- 제품개발에서부터 자재의 구매, 생 산, 판
매의 전 과정에서 낭비를 제거 하고, 경영자
원을 극한까지 효율화를 통해 부가가치 극
대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향상을 위
한 관리 기법
* 모노즈쿠리 IoT(Internet of Things)
- 현장의 정보(제품개발에서부터 자재의 구
매, 생산, 판매의 전 과정)를 디바이스를 통
해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출력하여, 그 정
보를 작업 및 업 무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

벤치마킹(첫번째) 국내 우수기업 공 장 견학
: ㈜동광사우 –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장치
제조업체
현대엘리베이터 1차 협력업체로 키오스크
8대와 공유기1대를 사용하여 문제점 파트
에 우선 적용하여 실시간 Data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2015년에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6년 부터 시행하여 그 기반을 토
대로 18년 에는 IT사업자로도 확장되었다.
이명렬대표: 너무 많은 현장 데이터의 수용
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

연수 2일차 10월 16일
일정표

<사진 첨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일산 업기술
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일본 모노즈쿠리 IoT
연수(제2차)」를 2018년 10월 15일부터 1
9일 까지 국내 및 일본 우수 제조업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활
용 현장을 체험 및 견학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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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수 3일차 10월 17일
벤치마킹(두번쨰) IoT 도입 우수기업
공장견학 : 니혼가이시(주) 치타사업소
주요생산품: 애자 등 전력관련기기 특수 금
속제품제조이다.
/ 종업원수 : 3,9 37명 (전력관련 기기 등, IoT
기술도입 을 위한 철저한 품질개선 활동)
40년된 건물 및 설비의 효과적인 이 용, 3정
5S의 정착이 돋보이는 회사이다.
설비 및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그린 현장
및 골드현장의 인증을 사용하여 설비 및 환
경관리를 실시했다.
BeCu 코일 제작현장 견학했다. 공장 온도
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이중문으로 제작하
고 외부에서 들어올때 열었던 문이 닫혀야
안쪽의 문이 닫히는 세세한 관심도 돋보였
다.

벤치마킹(세번째) IoT 도입 우수기업
공장견학 : 닛신공업(주) 다케토요공장
주요생산품: 정밀 수지성형 가공등 금형설
계제작
/ 종업원수: 256명
(전사 일괄 감시 체제 실현 및 저가 IoT 실현)
IoT 자체 개발 사용하는 회사로 일본 경제
산업성도 견학하는 회사이다.
본사와 공장에 서버가 없고, 클라우드 를 사
용하여 일괄 관리한다.
또 자체개발한 MCM을 기계에 부착 하여
실시간 Data를 이용한다. MCM은 여러 센
서의 정보를 접점을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
는 장치이다.
또 제품이동표는 QR코드를 사용하여 작업
자가 이동프린터를 착용 및 발행 한다. 또 아
이팟과 아이패드를 이용하고, 작업자들에게
음성으로 이상발생 현상시 자동 지시한다.

<사진첨부>
<사진첨부>

연수 4일차 10월 18일
벤치마킹(네번째) IoT 도입 우수기업 공장
견학 : NEC Platforms (주)가케 가와사업소

팀 토론(IoT기술의 자사적용 방안)
<사진첨부>

주요생산품: 액세스네트워크기기 기획, 개
발, 설계 자체조달, 생산,판매 등
/ 종업원수 : 1,078명
(홈게이트웨이 등, NEC 그룹의 IT, 네
트워크제품 개발, 생산기능을 집결한 공장)
NEC그룹의 IT, 네트워크제품 개발, 생산기
능을 집결한 공장이다.
IoT기술을 활용한 시장동향의 파악으로 고
품질, 적시생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스킬 수준을 사전에 파 악하여,
기계마다 스킬 수준표의 부 착, 이를 이용한
상황에 맞는 인원의 운영, 좁은 공간의 효과
적인 배치 및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는 일직
선의 작업공간 배치등 세계적인 기업이지
만,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기업이라는 느낌
을 받았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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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5일차 10월 19일
인프라체험 및 해단식
<소감>
첫째 ‘시도하자’입니다. 도전이라는 거창한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동광
사우나 일본의 닛신공업과 같이 끊임없이
시도한다면 결국엔 자기만의 색깔을 찾을
43

기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 직면했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
문제의 유효성을 어떻게 검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 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지만 단순하니까 또는 개선되었으니
까 하는 안일함으로 유효성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니혼가이시’나 NEC와 같은 업체들도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유효성 검증
에 많은 노력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
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소통하자’입니다. 제조업 패러 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조 현장에서 스
마트화의 필요성을 전사원이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야만 정착이 되고 확대될 수 있습니

다. 이번 연 수에 참여한 20여개의 대부분의
기업의 목적은 대동소이 했습니다. 창원의
삼천기업은 닛신공업과도 같다는 평가를 받
는 기업도 있었지만, 다른 모든 업체 도 한결
같이 실시간 생산현황 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정은 모두의 목표이고 바램
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실시는 했지만 어떤 디 바이스
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이
용해야 하는지, 무조건적인 디지털 우선방
식만을 신봉하지 말고, 아날로그방식과 우
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핸드폰이용, 키오스
크 이용, 서면작성들은 일본의 기업들도
현재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원하는 자료를 수집 하고
도출하는지가 4차혁명, 기술 융합의 본질이
었다고 생각됩니다.

표면처리국비지원 전문기술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
내용

▶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전기.전자 제품에 재질을 개선하고
기능을 부여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
특전

▶ 기숙사 및 식사(3식) 무상제공
▶ 교육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매월 20만원, 교통비 5만원)
▶ 실습복 및 교재, 실습재료 무상제공

요진 코아텍은 도금인의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표면처리인의 파라다이스!!!

코아텍에서 미래를 함께 할 가족을 모십니다!!!

문의. 168 8-00 53

제품 검사와 관련된 측정기기 활용법, 품질관리 및 분석/실험

교육과정 및 모집인원

교육기간

도금(33명)
반도체표면처리(33명)

2019년 3월 2일
~
2020년 2월 15일

원서접수방법

지원자격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로서 졸업 후 취업 희망자

접수기간

정시 1차 : 2018. 11. 01(목) ~ 2018. 12. 10(월)
정시 2차 : 2018. 12. 11(화) ~ 2019. 02. 11(월)

면접일자

정시 1차 : 2018. 12. 12(수)
정시 2차 : 2019. 02. 13(수)

기타문의

표면처리인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반도체도금,
귀금속도금, 전기도금, 무전해도금, 양극산화, 진공증착 등)
(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홈페이지 : http://www.kopo.ac.kr/hwaseong
주

소 :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교학처

전

화 : 031-350-3200

NAVER

화성캠퍼스

검색

기고

우지훈(19기)
삼일금속(주) 이사

내가 본 업체의 규모는 4개의 공장과 9개의
라인을 갖추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
이었다. 아마 국내에서도 방청도금만 취급
하는 곳이 이만한 규모는 없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처음 방문한 GA profiplast라는
회사는 PVC, PP, FRP등을 다루는 설비 업체
인데, 그 규모와 설비가 부러울 정도로 크고
전문성이 느껴졌다. 알다시피 표면처리공정
설비의 대부분은 PP와 PVC의 소재를 활용
한 장치산업인 만큼 여러 라인을 설치해 본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설비업체
의 존재가 부럽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 나 뿐 아니라고 생각된다.

“체코에 무슨 도금공장이 있어?”라 는 생각
과 프라하라는 중세도시로 유명 하다는 정
도만 알던 나에게 방문할 기회가 주어져, 10
월 9일 독일 프랑크 푸르트를 통해서 승용차
로 달려 체코로 왔다. 일단 프라하 도시 주변
으로 위치한 도금업체 설비제작사와 도금
업체를 방문 목적으로 했다. 프랑크 푸르트
에서는 65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국경이
없는 유로 연합을 실감 하며 (단지 네비게이
션을 통한 선만이 확인될 뿐) 국경을 넘었다.
기온은 우리와 비슷한 계절이었고, 창밖의
단풍을 보면 조금 늦가을 분위기가 느껴지
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각각의 소재별로 보관한 창고의 규모가 꽤
규모가 있었으며, 소재별, 두께별, 색상별 보
관 RACK의 상태만 보아도 이 업체의 수준
이 보인다고 생각된다. 특이한 것은 FRP소
재도 저렇게 판형으로 준비된다는 것을 처
음 보았으며, 다양한 강도와 색상이 같은 소
재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재의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정할 수 있으니, 만족감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재간의 접합도 우
리처럼 용접타입이 아닌 전기를 이용한
융착방식으로 그 내구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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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재단은 큰 규모의 3D선반을 이용하
여 Cutting, Driling, Punching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밀한 용접과 가공은 위의 작업장
에서 진행된다. 작업장은 청결하고 밝았으
며, 매우 정밀한 제품까지도 위의 사진과 같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인상 깊었다.

다음 날 차로 한시간 가량 거리에 위치한 표
면처리업체를 방문하였다. 큰 규모의 공장
이었으며, 250명 가량의 직원을 보유한 업
체이다. 주로 아연니켈 합금도금, 아연철합
금, 아연도금 라인을 보유하고 24시간 운영
체제로 가동되고 있었다. 생산량도 엄청난
규모이다.
놀라운 점은 현장 가동직원 은 40명도 안된
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이며, 한 라
인을 한명의 작업자가 운전한다는 면에서
생산의 중심이 현장이 아닌 관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체코에
공장이 있으며, 기아자동차도 슬로바키아에
위치해 있으니, 다른 유럽권 생산 메이커의
물량까지 생각한다면 가능한 CAPA운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며, 인건비도 3.5~4유
로/H R 가량이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놀라운 점은 공장 내부의 온도와 공기가 매
우 쾌적 하다는 것이다. 공장 내부의 공조 시
스템이 매우 우수했으며, 우리가 흔히 사용
하는 세정식 집진장치인 스크레버가 공장
생산라인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전
부터 유럽권 지역의 표면처리 공장을 견학
하고 나서 생각나는 것이 스크레버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것이 여기
에서 의문점이 풀렸다. 대부분 이 옥상이나
외곽이 아닌 생산시설과 같이 시설 내부에
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 왼쪽이 스크레버이며 국내 원통형
모양의 설비하고는 틀리다는 것이 놀라웠으
며 큰 배기 FAN은 왜 그리 조용한지 모르겠
다. 아마도 사진 우측의 급기시설이 공장의
쾌적성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급기시설이 되어 열교환기를 통한 공기의
유입과 배기 FAN을 통한 배출로 공장내부
의 압력이 유지되면서 소음과 먼지 및 내부
온도가 유지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든
다.
국내 표면처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교
육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 표면처리
기능장회의 일원으로써 소개해드리는 해외
의 사례와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
각과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개
하였으니, 같이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 했으면 한다.
47

기고

강순광(19기)
(주)영인플라켐 이사

13일 아침 일찍 두개의 배에 나눠타고 서해
대교 아래로 이동하여 도시어부의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힘쎈 우럭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바로 우럭
회 잔치와 많이 남은 우럭은 회무침으로 다
시 포식했다.

포만감 채우고 그래도 남은 우럭들은 손질
되어 집으로 복귀하는 직원들 손에 바리바
리 포장해 주었다.
그날 저녁, 다음날 아침 요리한 우럭 매운탕
사진으로 회사 카톡 및 밴드가 도배됐다.

㈜영인플라켐, ㈜피아트 전직원은 7월 12
일(금요일) 저녁부터 13일(토요 일) 서해대
교 근처 아산만에서 바다낚시 야유회 진행
했다.
12일 금요일 저녁 업무를 마치고 먼저 도착
한 선발대 직원들이 저녁노을에 소라무침과
소주로 야유회 전야제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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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 근로기준법 해설
INDEX
Ⅰ. 최저임금 인상
Ⅱ. 근로시간 변경
Ⅲ. 연차유급휴가 변경
Ⅳ. 기타 유의사항

●예
■ 매월 상여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최저임금 1,745,150원의 25%인 4 36,
300원을 초과하는 63,700원이최 저임금
에 산입됨.
- 시급 환산금액 : 약 304원

Ⅰ. 최저임금 인상
1. 개념 : 최저임금법에 의거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2. 2019년도 최저임금 및 년도별 최저임금
구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2017년

6,470원

51,760원

310,56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361,44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66,880원

400,800원

1,745,150원

* 일급 ; 1일 8시간 기준
* 주급 : 주휴포함 주 40시간 기준
* 월급 :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 상여금
■ 기존 : 미산입
■ 개정(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
-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도 산입
구분
미반영비율

‘19

‘20

‘21

‘22

25%

20%

15%

10%

미반영금액 44만원

‘23

‘24

5%

0%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커짐

2) 복리후생비
■ 기존 : 미산입
■ 개정(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
- 통화로 지급하는 것에 한함. 현물은 미해
당
구분
미반영비율

‘19

‘20

‘21

‘22

‘23

‘24

7%

5%

3%

2%

1%

0%

미반영금액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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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복리후생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커짐

■ 매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 최저임금 1,745,150원의 7%인 122,20
0원을 초과하는 77,80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시급 환산금액 : 약 372원
4. 최저임금 인상 및 법률 개정 대응 방안
1) 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
- 절차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절차 : 취업규칙 개정, 노사합의서 작성, 근
로계약서 재작성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지급율에 대한 혼란 가중

5)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 지급 시기 등 조
정
- 년간 지급하는 상여금 또는 복리후 생비를
매월 안분하여 지급

2) 개정 : 휴일근로와 휴일 연장 근로시 가산
수당 지급율 명문화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단, 안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상기 법
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
- 절차 : 관련 규정 신철 및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재작성
단, “지급시기”만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경
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최 저임금법 제6조의
2, 시행일2019.1. 1.)
Ⅱ. 근로시간 변경

2) 근로시간 단축
-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수 조정을
통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 당(1.5~2배)
지급 리스크 방지
- 포괄임금제에 적합하며, 정부의 정책과 궤
를 함께 하므로 명분이 있음.
- 절차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취업 규칙 개
정
3) 근무시간대 조절
- 야간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조 조정
- 생신직 근로자에 적합
- 절차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취업 규칙 개
정
4) 근로시간제 개편
- 유연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 제(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재량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1. 주 52시간제
1) 기존 : 노사합의에 의거 1주간 총 68시간
이내
- 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
2) 개정 : 노사합의에 의거 1주간 총 52시간
이내
- 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
일포함)근로시간 12시간
3) 시행일
- 300명 이상 : 2018.7.1.
- 50~299명 : 2020.1.1.
- 5~49명 : 2021.7.1.
2. 휴일근로시간의 가산수당 계산
1) 기존 : 법령상 휴일근로와 휴일연장

3) 시행일 : 2018.7.1.
3.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1) 기존 : 특정 26개 업종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거 주12시간을 초
과하는 연장근로 가능
2) 개정 : 특정 5개 업종으로 축소 및 주12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 연속휴게시
간 11시간 이상 보장
3) 시행일 : 2018.9.1.
4. 대응방안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 특정기간 동안(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근
로 시간을 평균하는 제도
-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2주 단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3개월 단위) 요
2) 포괄임금제 운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
간에 따른 임금구성항목 금액 변경
Ⅲ. 연차유급휴가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1) 기존 :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
여. 단, 이를 사용할 경우 최초 1년간 만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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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차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3) 시행일 : 2018.5.29. 이후 육아휴직 신
청 근로자부터 적용

상의하여 진행
- 해고예고의 경우 서면 통보의 의무는 없으
나 법적 분쟁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면 통보
를 권장

5. 기업의 의무교육 실시
- 최저임금주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
식 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정보보 호교육
등

2) 개정 : 차감제도 삭제. 월 만근시 1일 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하고 최초 1
년 만근 시 15일 추가 부여
3) 시행일 : 2018.5.29.
단,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4) 육아휴직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간
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 증가
- 육아휴직장려금 및 육아휴직대체고용 지
원금 활용

2) 해고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일”, “
해고 사유”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효력이 발생함

6. 정부지원금 활용
-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두루누리제도,
청 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활용

4) 연차대체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 급
하거나 매월 발생하는 1일에 대한 연 차유급
휴가 부여

Ⅳ. 기타 유의 사항

단,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
의 해고 통보 필요 없음

단, 연차대체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할 경
우 반드시 휴가를 부여(기지급 연차대체수
당 환수 가능) 하여야 하며, 임금에 포괄하
여 지급하는 것은 향후 금지될 수도 있음.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
1) 기존 : 법령상 근로자게 부여하는 휴일이
아니며, 휴무시 무급처리하거나 근 로자대
표와의 서면합의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로 대
체 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2)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야기시 회사에
절대적 으로 불리
3) 근로계약서 작성시 통상임금(기본급, 직
책 수당 등)은 반드시 최저임금 위반 되지
않도록 해야함

4) 유급휴일로 변경 시행시 임금 인상 효과
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부담 증가에 대해 대통령 지시로 기업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 예정.
3.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 가산점
1) 기존 : 1년 만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
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기간 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여
2) 변경 :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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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컨설팅 주요내용

4)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재작성 및
교부 해야 함

2) 개정 : 법령상 유급휴일
3) 시행일 : 2022.1.1.

4. 근로시간 및 제도 도입시 근로자 개별 합
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 약정된 임금 이외의 금품을 지급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될 경우 법정
제수당 및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와 상의하여 지급
3. 해고 및 예고
1) 해고 예고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근
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해고 예고 없이 해고시 1개월분의 통상임
금을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후 해고
시에도 부당 해고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소
지가 있으므로 해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주요 전문 분야

인사노무 프로그램 제공

<전문분야>
1. 연봉제. 임금체계 설계
2. 비정규직 컨설팅
3.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대책 자문
4. 고용지원금/퇴직연금 컨설팅
5. 취업규칙/사규/노사협의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6. 성과급 도입 HR 컨설팅
7. 인사노무 전문 프로그램

대표
김진구
M. 010-4746-7675/P.02-827-0297
FAX. 02-827-0298
E-mail. kjg652311@daum.net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8길 1-16 평우빌딩3층

SF-Startup
시제품 지원 사업
1. SF-Startup 시제품 지원 사업이란?
OEM, 개발자 등이 요구하는 시제품의 표면처리 사양이 개발 공정에 적합하도록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무실로 송부
- E-mail : master01@sfmaster.or.kr 또는 ksfmg1@naver.com
- Fax : 031-500-4392

3.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회원사 연계 → 신청자, 회원사 간 협의로 진행

4. 지원 분야
[일반] 전기도금 · 무전해도금 · 양극산화 · 화성피막 · 표면연마 · 건식코팅
[융합] 나노 분말 금속코팅 · 부도체 금속도금 · 부직포 금속도금 · 포토에칭

문의 :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031-500-4391)
담당 : 고문 전종태 (010-4320-6146, jtchun29@naver.com)

김진갑(20기) 55
오신케미스트리 대표이사

共同體

전종태(14기)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고문

삶의 뒤안 길에서 기회가 된다면 바로 이 시
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과 일터를 전장(戰
場)처럼 살아온 60대 초반의 장년(?)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지구상의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수고를 해온 분들
이라고 침을 바르고 싶습니다.
배워야 산다는 생존의 법칙에 매달려 야간
대학을 다니던 시절입니다. 7년 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문을 두드린 결과, 뒤에서 두
번째로 서울 광진구에 소재하는 K대학을 입
학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정시에
수업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야말로 쫓기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에서
배운것은 전공보다는 학과 교수님의 ‘강자와
약자’에 대한 예화가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꼬리가 되었습니다.
교내 행사 때의 일입니 다. 주간과 야간
학생들간에 협력할 사안이 많았는데 야간
학부생들이 비교적 비협조적 이었고 이에
대한 자성(自‡)으로 듣게된 꾸 중인데, 4년
간의 등록금이 본전을 뽑는 순간 이었습니
56

尊敬

尊重

다. 결론은, 강자는 약자를 포용한다. 사자나
호랑이 가 쫀쫀하게 구는 것을 보았느냐?

학교와 직장 일터에서 존경 의 인연으로 공(
空) 하게 뵙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직장
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일본계 창업회사에
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신년 조회에서 회장
님 훈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사
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이랬습
니다.

존경의 바탕이 되는 존중을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존경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내면
적인 과정으로 존중과는 사뭇 다르게 이루
어 집니다. 존중은 살아가면서 수행되어야
할 필연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혹,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계시 다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는 회사를 위해
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
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여
러분이 발전되면, 회사가 발전되고, 국가 가
부강해질 것이며,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급여
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편안해질 것 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고요? 혈기가 왕성했던 신참과장이 맹 렬하
게 손을 들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때 손을 들었더라면? 가끔 그때를 즐기
곤 합 니다.
또 한 사건은 장비 발주 건으로 일본인 M고
문과 대립을 할 때였습니다. 회장님의 호출
로 M고문과의 삼자면담을 가지게 되었습
니다. 면담 에서의 결론은 예상외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M고문님, 전과장이 판단을 잘 못해서 장비
를 발주한다고해도 본인이 장비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장비는 고치면 됩 니다. 잘못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고 봅
니다. 전과장의 의견대로 진행을 합시다.’ 이
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위의 두 분을

요즘 우리의 일터에서 60대는 위기의 세대
로 몰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장년들과는 다르게 연륜이
나 경력으로만 일터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지나치게 강하여 20대의 젊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
다. 기초적인 사무기기 운용이라든가 현장
에서 수치화된 관리에도 무지인 경우가 허
다합니다.

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듬어 보면 어떻겠
습니까? 조금더 나아가 동료, 상사,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존중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직업이 3D 업종이 라고요? 존중
하고 존경받는 많은 리더가 있다면 3
D 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삼 좋은 분들을 만나고도 보다 좋
은 일터를 꾸리지 못했던 현실을 되뇌
어 봅니다. 존중은 기본이고 바탕이
라는 사실도 너무 늦게 받아들였습니
다. 그래도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있어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짬 밥으로 일터를 장악하려다 보니 여
러 곳에서 구멍이 생겨 납니다. 먼저 존중하
는 일터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중은 강한 일터를 가꿀 수 있는 토대가 됩
니다. 근무 환경에서 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배려 가 있었으면 합니다. 고객의 제품
을 맨손으로 취급한다던지, 담배를 물고 다
니면서 작업을 하는것은 나를 먹여 살리는
고객제품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었다고 생각
되는데 좀 과한 표현인지요?
무생물인 고객제품에 대해서도 이정 도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제품,
원부자재, 소모품, 수세수, 제품 걸이 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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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보다 더 좋은 어플을 사용하 고 계실
지도 모르지만 한번도 사용 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
다.

이 어플은 아이폰, 갤럭시폰 등 대부 분의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
다.

사용방법 링크
유튜브

psa8950/22129595651 ts9MOG28

om/watch?v=l3iJmnD

5

Cd60

예) 카드영수증 관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을 많이 찍 으시
는 분들은 저장용량이 커져 스마 트폰으로
더 이상 촬영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더군요.
(제 집사람^^) 물론 저장용량이 큰 스마트
폰을 구입해도 되지만 초기 구입비용이 만
만치 않게 들어가는 단점이 생깁니다.

Scannable(스캐너블) 어플을 열면 카메라
로 스캔하고자 하는 종이 문서; 영수증, 카다
로그, 아이 그림 등 크기에 상관없이 사이즈
에 맞게 자동으로 촬영해주고 pdf 파일로
스캔을 떠 줍니다.
스캔후 문서를 회전, 자르기등 좀더 예쁘게
다듬을수 있고 나중에 검색 해서 찾을수 있
게 제목을 써서 저장 하면 에버노트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예) 업무 참고 자료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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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blog.naver.com/ https://youtu.be/zFU https://www.youtube.c

2. 구글포토
두번째 어플은 스마트폰의 사진, 동 영상 무
제한 백업할 수 있는 어플입니 다.

1. Scannable(스캐너블)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호에는 저의 영향을 받으셔서 에버노
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에버노트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app)과 사진,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앱 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활용방법은 유튜브, 블 로그에
엄청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에버노트 어플의 저장용량(월 업로드
용량 60MB이하 무료)을 늘려서 유료로 사
용하게 하기위한 꼼수이긴 하죠. ^^;

백 승(19기)
(주)피아트 대표이사

지난 2호에 기고한 스마트워크 내용은 제
가 주로 개인/업무 사항을 스마트폰 또는 컴
퓨터에서 한번 저장하면 간편하게 언제든지
찾아서 확인하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어플
(앱, app)로 에버노트(Evernote)를 소개했
습니다.

특히 영수증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 유
용하게 활용하실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구글포
토에 백업이 되어 있으면 스마트 폰의 사진,
동영상을 삭제해도 구글포토에는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마트폰으
로 사진 동영상을 찍고 일정 시간 지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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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포토로 백업 후 스마트폰 사진 또는 갤러
리에 있는 사진, 동영상을 삭제합니다. 처 음
에는 같이 지워지는 줄 알고 못 지우다가 최
근에 알아서 다 지웠더니 저장용량이 확 줄
어들어 제 뱃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
습니다. 아마도 사진, 동영상 저장용량이 80
% 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글 포토에서 백업 받은 후 저는 기능 중에
앨범기능을 이용하여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의 모습이나 행사관
련 사진, 동영상을 개인용도(가족 일상이나
행사, 개인 활동모임)와 업무관련(업무용,
회 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년도별, 월별로
구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2005년 애들이 아장아장
걷던 사진부터 해서 최근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 초기 백업된 사진 앨범>

사용방법 소개 링크
블로그

유튜브

http://jinyoungez.tistory.com/1 https://www.youtube.com/watch?v=
19

UE-P9CWEwDk

<최근 백업된 사진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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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회원은 2018년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시험 합격자 5명과 2015년 합격자
1명으로 구성됐다. 2018년에는 총 8명이 합격 했으며,
그 중 6명이 (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에 가입했다.
25기 회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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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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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특허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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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20기)
오신케미스트리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