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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최고의 메 카 니 칼 도 금

Consistently Improve

동방

메카니칼

2014. 2. 28. ‘동방메카니칼’ 설립
30년의 역사를 가진 동방금속은 아연도금, 인산염피막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2000년 국내 최초로 메카니칼도금을
개발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메카니칼도금라인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2월 28일 메카니칼도금 전용라인을 갖춘
동방메카니칼을설립하였습니다.

전용면적
●1,650㎡

■

■

구성
대형 메카니칼도금 Barrel 3 Line,

●

소형 메카니칼도금 Barrel 2 Line
대형건조로 3 Line

●

인증서및수상경력 Certificates & Awards

ISO14001

ISO/TS16949

ISO9001

메카니칼도금실용신안등록증

2012도금경진대회
중소기업중앙회장상

2013도금경진대회
국무총리상(대상)

KB국민베스트기업

한국표면공학회
공로상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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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두께측정기

염수분무시험기

자동화학분석장치

용액분석기구

헬셀테스트기

휴대용확대경

입체현미경

일반적인아연도금의문제점
General problem of Zinc Plating

01

전기아연도금(Electrical Zincing)
[장점]
■

■

가장 흔한 아연도금법은 전기분해로 인해 아연이 석출되어
제품 표면에 도금피막을 형성
주로 얇은 두께 도금을 하며 가격이 가장 저렴

[단점]
■
■
■

얇은 코팅으로 두께 도금이 어려워 실외 환경에 적용하기 힘듦
폐수 처리, 에너지 비용 과다
수소 취성의 문제점

수수 수수수 수수수
[ 가격은 저렴하지만, 수소 취성의 문제점이라는 명확한한계 ]
02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ing)
[장점]
■

■

도금할 제품에 용해된 아연을 침적시켜, 제품 표면에 용융아연을
부착시키는 방법
가격이 비교적 저렴

[단점]
■
■
■
■

가격은 저렴하나 에너지 소모가 많다(400℃ 이상 고온 필요)
엉겨 붙은 부분의 2차 가공으로 인해 많은 작업시간
작은 부품에 적용 시 불균일한 코팅 형성
수소 취성의 문제점

수소취성의위험성
The risk of Hydrogen Embrittlement
수소취성볼트
수소 취성 발생
Zn
H2

• 수소 취성으로 인해 육안의 부식 흔적 없이
취성 파괴된 볼트의 모습

Fe

• 아연도금 공정 중 수소가 발생하여
수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제품에
갇혀 수소취성을 일으킴

수소취성제거되지않은제품을사용했을경우

• 수소 취성이 제거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건물, 교량, 해양플랜트 등에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발생

Hydrogen Embrittlement

수소 취성

All Steels are susceptible : 모든 강철에서 발생할 수 있다.
■ Risk starts at 35~40 Rockwell C : 리스크는 35~40 로크웰 C에서 시작
■ Risk increases with hardness : 리스크는 경도와 함께 증가한다.
■ All electroplating system cause it : 모든 전해도금 시스템은 이를 유발한다.
■

■
■

Never100%fixedbyheating:열로100%해결되지않는다.

MP has never caused it : MP는 아직 이를 발생시킨 적이 없다.

※ 출처 : 메카니칼도금 자료, 맥더미드

베이킹 처리만으로는

수수 수수
수소 취성

100% 제거 불가능

메카니칼도금
Mechanical Plating

메카니칼도금과 갈바나이징은 기계적아연도금을 말합니다.
일반도금의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작업하지만 메카니칼도금의 경우
전기를전혀사용하지않고코팅되어야하는부품에 유리구슬, 물, 표면
전처리 약품, 촉진제 및 금속분말을 혼합시켜작업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카니칼도금과 갈바나이징은 비슷한 공정을 거치며,
25㎛이하의 얇은 피막은 메카니칼도금이라 하고, 25㎛~110㎛의
두꺼운피막은 메카니칼갈바나이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카니칼
도금이란?

바렐의 회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유리구슬들이
제품 표면에 아연분말 입자를 입혀 도금층을 형성합니다.
작업시간에 따라서 원하는 두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메카니칼
도금
공정과정

1,000kg
force

200micron
Glass Bead

[200㎛ 유리구슬]

Prepared Substrate
[준비된 (기저)자재]

5 micron Zinc Particles
[5㎛ 아연입자]

메카니칼도금의경쟁력
Mechanical Plating Competitiveness

01

수소취성無
■
■

03

균일한피막
■
■

05

크랙 없음, 부러지지 않음
제품의 내구성 향상

표면이 매끈함, 조임 불량 없음
전체적으로 일정한 도금 두께

낮은환경적영향

솔벤트, 킬레이트 없음
■ 실온에서 작업, 적은 물 사용
■

02

모든부분에도금가능
■
■

04

내식성향상
■
■

06

모든 표면, 형상에도 도금 가능
두께도금 가능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
밀착력 우수, 제품수명 연장

높은경제성
■
■

폐수량이 적음
적은 공간 But 많은 처리량

수소취성無

No Hydrogen Embrittlement
■ 메카니칼도금은 수소 취성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ASTMB695,DINENISO12683,FordS437,GM3044,VWTL155 등의 세계적 SPEC이 인증하고 있습니다.

Mechanical plating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Corrosion protection results for various thickness and passivations
of zinc mechanical plating, base on ASTM B117 test conditions.
The greatest advantage of the process is its ability to overcome
hydrogen embrittlement problems.
This process dose not cause problems with hydrogen embrittlement, and electroplating does,
it still offers equivalent corrosion protection.

메카니칼도금 공정의 가장 큰 이점은 수소 취성 문제를 극복한 점입니다.
이 공정은 전기도금과는 달리 수소 취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실시
Netw

ASTM B695-04

X3, HYDROGEN EMBRITTLEMENT
X3.1 A major advantage of mechanical deposition is that it does not produce
hydrogen embrittlement in hardened steel during the coating process.
However, pronounced embrittlement can be produced in certain cleaning
processes. The mild degree of embrittlement that might result from following
proper procedures with cleaning methods permitted in this specification
normally is self-relieving within a day's time at room temperature.

메카니칼도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소 취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OMPETITIVENESS OF
MECHANICAL PLATING

Plain Washer

Plain Washer의 취성 시험결과 파괴율(%)

85%
58%

전기아연도금, no Baking

전기아연도금, Baking 처리

메카니칼 도금 0%

Helical Washer

Helical Washer의 취성 시험결과 파괴율(%)

87.5%
50%

전기아연도금, no Baking

전기아연도금, Baking 처리

메카니칼 도금 0%

시간
work

시험항목

인장강도 결과

시험방법

메카니칼도금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1161
1134
1034

KS B 0223 : 2005
KS B 0223 : 2005
KS B 0223 : 2005

Test Report
시편 종류 : 6각 볼트
■ 시험항목 : 인장강도
■ 시험의뢰 장소 : KTR
■ 시험완료 일자 : 2016.4.8
■

내식성향상
Corrosion Resistance

01

NSS 시험 시작

NSS 시험
시작

코팅 두께에 따른 시험

• 메카니칼도금은 금속의 바깥 부분에서
최고의경계및보호층역할을 합니다.
코팅 두께 증가,크로메이트처리에 따라
내식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험 시작일 : 2016. 1. 11.

02

120시간 경과한 모습

120시간
경과
용융도금, 전기아연도금 적청 발생

03

300시간 경과한 모습

300시간
경과 후
모습
메카니칼도금
(적녹발생없음)

NSS 시험 결과
시험항목

2. 전기아연도금, 3. 용융아연도금
(적녹발생)

■

염수분무 테스트 결과

메카니칼도금

300시간이상

전기아연도금

120시간

용융아연도금

120시간

메카니칼도금 염수분무 테스트
KTR 인증서(300시간 이상 없음)

모든표면과형상에도금가능

COMPETITIVENESS OF
MECHANICAL PLATING

Plating Of All surface

Mechanical plating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nother advantage is that mechanical plating evenly coats all surfaces and features, unlike electroplating which has issues plating recesses.
Mechanical plating can evenly coat up to 75㎛ thick. For thicker plating mechanical plating is especially cost advantageous versus electroplating, because the
cycle time does not increase much for the thicker plating, unlike electroplating
메카니칼도금의 또 다른 이점은 모든 표면과 형상에 도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메카니칼도금은 최대 75㎛까지 두께 도금이 가능합니다.

■

균일한피막
Uniformity

■ 뛰어난 코팅 균일성을 제공하여 최소의 아연 두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Mechanical
plating layer

최소 단위의 유리구슬이 틈새에 들어가서
아연분말의 침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낮은환경적영향
Low Environmental Impact

환경의 미치는 영향
■

메카니칼도금 공정은 환경에 최소의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한의CO2배출
상온에서 작업하므로 전기의 사용이나, 석유와 가스의 사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적은폐수배출량
다른 도금에 비해 수세 과정이 많지 않아 폐수 배출량이 적습니다.
솔베이트사용無
솔베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높은경제성
High Economics

경제성이 우수
■

메카니칼도금은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종류의제품을동시에작업가능
래크(Rack)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렐에 다양한 제품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적은물사용량
다른 도금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여서 물 사용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수수수수수수
[ 지구의환경,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메카니칼도금입니다. ]

기타생산제품

COMPETITIVENESS OF
MECHANICAL PLATING

Other products

아노다이징
Anodizing

소 재 : 알루미늄(Al)
적용분야 : 방산부품, 선박부품, 가전제품
■ 특 성
•알루미늄 산화 피막(Al2O3)을 형성하여 내식성,
내마모성 향상
•다양한 염료를 사용하여 착색을 통해 장식성 향상
■
■

아연/알루미늄복합코팅
MS-ZFC Cr-free(개발 중)

MS-ZFC Coationg Layer
Substrate[STEEL]

MS-ZFC 아연/알루미늄 복합 코팅층 미세 조직 형상

소재:철(Fe)
■ 방청원리
•강 소지에 대한 아연/알루미늄의 희생양극 작용 및
갈바닉 부식성능 향상
•아연과 알루미늄의 Bi-Metallic Corrosion 효과 발생
•아연/알루미늄 복합 코팅층의 외부 부식인자 차단 억제
■ 특 성
•6가크롬 중금속 미함유 친환경 코팅
•수소취성이 없는 비전해식 코팅 공정
•10㎛이내의 박막형 코팅 구현
•염수분무 1,000H 이상의 고내식성
■

메카니칼도금의적용분야
Mechanical Plating Field of application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대체

■ 메카니칼도금은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의 수소 취성 및 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유럽 및 미국에서 자동차, 건설,

해양산업, 산업장비, 항공기 등 많은 분야에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와셔(Washer)

■

안전벨트(Seat belt)

자동차산업
(Automotive)

볼트&너트(Bolt & Nut)
■

차체(Body), ABS System

캡스크루(Cap screw)
■

엔진(Engine), 타이어(Tire)

휠밸런스클립(Wheel balance clips)
■

휠(Wheel)

압축스프링(Compression springs)
■

사이드미러(Side mirror)

인장코일스프링
(Tension springs)

건설업
(Construction)
건축용못(Nails)
나사(Deck Screw)
톡스볼트&너트
(Torx Bolt & Nut)
스터드볼트&너트
(Stud Bolt & Nut)
헥스볼트&너트&와셔
(Hex Bolt & Nut & Washer)

해양산업
(Marine)

체인(Chain)

패스너제품(Fastener)

패스너제품(Fastener)

■

■

보일러 시설(Boiler)

선박 내부기관

산업장비
(Industrial machinery)

패스너제품(Fastener)

패스너제품(Fastener)

■

■

트랙터(Tractor)

굴삭기(Excavator)

항공, 방위산업
(Aviation, Defense)

패스너제품(Fastener)
■

트랙터(Tractor)
Specification : MIL-C-26074B(미국군사규격)

CONSISTENTLY IMPROVE

㈜동방메카니칼은 끊임없는 기술 및 공정개선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ww.dongbangmetal.com

동방

메카니칼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31번길 24
TEL. 051-831-2760~1 / FAX. 051-831-2762
www.dongbangmet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