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속

DONGBANG METAL

Consistently Improve

東邦金屬
DONG BANG METAL CO.

SINCE 1982

CONSISTENTLY
IMPROVE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Product
Development

미래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
도금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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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mprovement

동방금속은 지난 1982년부터 도금업만을 한길로 걸어온 도금전문업체입니다.

‘Consistently Improve’의 철학으로 끊임없는 공정개선, 품질개선, 서비스개선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의 확충, 엄격한 품질관리, 철저한 납기 준수 등 동방금속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다가오는 경쟁시대에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금속은 앞으로도 표면처리기술에서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사

CUSTOMERS

1차 협력업체

東邦金屬
DONG BANG METAL CO.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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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속 연혁
DONGBANG METAL HISTORY

11. 25

동방금속공업사 설립

인산염피막
자동라인 설치

1990

아연도금라인 설치

1992

•ISO9002 인증획득
•동방금속 녹산 제2공장
착공 및 연구소 설립
•위스카 도금라인,
메카니칼 도금라인 설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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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999

2002

2010

2008

동부스바, 알루미늄
주석도금 은도금라인 설치

2010

•ISO9001 인증획득
•ISO/TS 16949 인증획득
•ISO14001 인증획득

2012

2013

2014

•제20회 도금기술경진대회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표면처리기능사 취득

•제21회 도금경진대회

국무총리상(대상) 수상

•국민은행주관, 베스트기업 선정

한국표면공학회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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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속 주요제품
DONGBANG METAL PRODUCTS

은도금 / 주석도금 /
주석・납합금도금

Silver / Tin Plating(Above Cu, Al, Fe) /
Tin Lead Alloy Plating

재 : 구리, 동부스바(Cu), 알루미늄
(Al), 철(Fe)
■ 적용분야 : 조선 기자재, 선박 부품, 플랜트
산업 부품, 산업설비, 전기전자
부품, 원자력발전시설 설비
■

소

무전해 니켈도금

Electroless Nickel Plating

재 : 철(Fe) 및 비철금속
(Nonferrous Metals)
■ 적용분야 : 전자부품, 자동차엔진 및 기어,
반도체부품, 컨베이어 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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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인산염피막

Phosphate Coating
on Ferrous Metal

망간계 _

특성 및 용도 : 내마모성, 윤활성 증가
■소
재 : 철강(Fe)
■ 적용분야 : 방산부품, 항공기부품, 유압부품, 기어류
■

아연계 _

특성 및 용도 : 도장 시 밀착력 향상, 내식성 향상
■소
재 : 철강(Fe)
■ 적용분야 : 방산부품, 산업기계부품, 자동차부품
■

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Zinc Plating & Chromate

■
■

소 재 : 철(Fe)
적용분야 : 조선 기자재, 선박 부품, 플랜트
산업 부품, 산업설비, 전기전자
부품, 원자력발전 시설 설비

동방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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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금 / 주석도금
Silver & Tin Plating

은도금은 금속 중 열 및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은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주석은 연하고 연전성이 좋으며 은회색의 금속으로 열전도는 은의 1/3이고 전기 전도도는 1/7입니다.
주석도금은 주석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합니다.

은도금
⦿ 특

Silver Plating

성 : 윤활성, 내열성 및 전기전도도가 매우 우수하여 전기부품, 기계부품
등에 활용

⦿ 적용분야 : 조선, 플랜트 시설의 배전시설, 산업시설, 대형빌딩
⦿ 두

께 : 4㎛~20㎛ 두께 도금 가능(고객 요청 시 변경 가능)

⦿ 검사(KS D 8339)

도금두께검사 - 비파괴식 XRAY 측정기로 측정
외관검사 - 갈라짐, 피트, 변색, 부풀음 등 외관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밀착성검사 - 테이프 시험방법으로 부풀음 등 밀착 불량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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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도금
⦿ 특

Tin Plating

성 : 납땜성이 우수하여 전기, 전자부품의 도금에 활용

⦿ 적용분야 : 조선, 플랜트 시설의 배전시설, 산업시설, 대형빌딩
⦿ 두

께 : 4㎛~50㎛ 두께 도금 가능(고객 요청 시 변경 가능)

⦿ 검사(KS D 8330)

도금두께검사 - 비파괴식 XRAY 측정기로 측정
외관검사 - 갈라짐, 피트, 변색, 부풀음 등 외관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밀착성검사 - 테이프 시험방법으로 부풀음 등 밀착 불량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
●
●

알루미늄 은도금 & 주석도금
Silver & Tin plating on Aluminum
⦿ 특

성 :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중량 50% 감소
제품의 경량화에 따라 사용량 증가

⦿ 적용분야 : 산업시설 빌딩, 플랜트 배전반, 대형빌딩 배전반,

대형건물의 케이블선 대체

⦿ 검사(KS D 8339, KS D 8330)

도금두께검사 - 비파괴식 XRAY 측정기로 측정
● 외관검사 - 갈라짐, 피트, 변색, 부풀음 등 외관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밀착성검사 - 테이프 시험방법으로 부풀음 등 밀착 불량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
●

주석 납 합금도금
⦿ 특

Tin Lead Alloy Plating

성 : 납땜성,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 적용분야 : 선박 베어링, 자동차산업(베어링, 연료탱크, 라디에이터)
⦿ 검사(KS D 8339)

도금두께검사 - 비파괴식 XRAY 측정기로 측정
● 외관검사 - 갈라짐, 피트, 변색, 부풀음 등 외관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밀착성검사 - 테이프 시험방법으로 부풀음 등 밀착 불량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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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금 / 주석도금 생산라인
Silver & Tin Plating Production Line

동방금속 은/주석도금 라인은 전 라인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부분별 공정시간, 작업온도가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품질 체크에서 보다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최상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도금탱크 사이즈

Plating tank size

⦿ 동방금속 은도금 / 주석도금 라인은 탱크별로
가로 3.1m, 깊이 1.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재의 부품에서부터 3m의 대형 부스바
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세로
1.5m

가로 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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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금/주석도금
생산운영관리시스템

Silver & Tin Plating MES System
은도금/주석도금의 제품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라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동방금속은 2016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증대되어 고객에게 보다 더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 MES (제조실행시스템) 구성도
도막두께측정기

도막두께
측정기

공정실적현황

도장설비

온도/설비
비가동정보

생산현장모니터링
기준정보
생산계획
공정지시
투입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MES diagram

현장단말기

작업지시
공지사항

공정실적
장비이력
원료사용
품질정보

실시간
Network

MES/POP
시스템

기준정보
생산계획

생산실적
품질정보

ERP시스템

바코드 리더기

원료투입/
제품 입출고
관리

불량발생현황

바코드 프린터/
현황판

제품
BOX라벨
생산현황

설비이력현황

계획대비실적
현장모니터링
물량/설비가동

생산효율/공수

품질관리

회계관리

원가관리

동방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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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니켈도금

Electroless Nickel Plating

무전해니켈도금은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소지
위에 니켈을 도금하는 방법입니다.

무전해니켈도금
⦿ 특

Electroless Nickel Plating

성 : 내식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복잡한 형상의 제품에도 균일한 두께의 도금이 가능합니다.

⦿ 적용분야

석유화학분야 - 밸브, 코크, 배관, 안전밸브, 열교환기 등
항공분야 - 엔진부품, 착륙기어, 연료공급장치 등
● 자동차분야 - 엔진, 기어, 브레이크 실린더, 피스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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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피막

Phosphate Coating on Ferrous Metal

화학적으로 금속면을 처리하여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망간이나 아연과 같은 금속의 제1인산염수용액을 끓는점 가까이까지 가열한 것 속에 청강제품을 담그면 표면에 불용
성인 제2 및 제2인산염이 형성됩니다.
이 피막을 물에도 녹지 않고 치밀하여 표면을 잘 덮으므로 방식효과가 매우 큽니다.

인산염피막

Phosphate Coating on Ferrous Metal

⦿ 특 성 : 방청성, 내식성, 내마모성, 경도 등이 매우 향상됩니다.

인산염 피막은 금속과 페인트 사이에 좋은 결합력을 유지시켜 페인트 하지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 종 류

인산염망간계 - 아연계에 비해 처리비용이 많이 드나 두꺼운 피막 가능
기어류, 항공기부품, 유압부품, 방산부품
● 인산염아연계 - 내식성, 도장 밀착력 향상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부품, 방산부품
●

동방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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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아연도금 / 크로메이트
Zinc Plating & Chromate

전기아연도금

Zinc Plating

⦿ 아연은 철에 대해 방식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도금은 철의 방청도금으로 이용합니다.

전기아연도금은 아연도금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크로메이트

Chromate

⦿ 크로메이트 처리란 아연도금된 제품을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용액에 침적하여 방청 피막을 생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크로메이트 장점

내식성이 향상됩니다.
● 외관을 아름답게 합니다.
● 백청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문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 전기부품의 접촉부위에 내식성 및 피막 및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킵니다.
● 도료, 염료의 밀착성이 향상됩니다.
●

백색 크로메이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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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크로메이트

황색 크로메이트

국방색 크로메이트

인증서 및 수상 경력

ISO 14001

Certificates & Awards

ISO/TS 16949

ISO 9001

표면처리기능사

2012 도금경진대회
중소기업중앙회장상

2013 도금경진대회
국무총리상(대상)

KB 국민베스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한국표면공학회
공로상

Research Institute

동방금속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현장의 약품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제품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개선 및 품질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X-ray 두께측정기

염수분무 시험기

자동화학분석장치

용액분석기구

헬셀테스트기

휴대용 확대경

입체현미경

동방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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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LY IMPROVE
동방금속은 끊임없는 기술 및 공정개선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방금속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31번길 13
TEL. 051-831-3010~1 / FAX. 051-831-3012
www.dongbangmetal.com

東邦金屬
DONG BANG METAL CO.

SINCE 1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