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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부설윤활연구소

회사소개
회사이력
1989 이득윤활유 설립
1998 공장등록 : {윤활유 정제업 신고 (산업자원부) : 산업용 윤활유 제조}
2000 법인 전환 (자본금 160백만원)
2003 자본금 증자(480백만원), 무역업 신고
2005 매출 : 75억원/2005년, 직원13명(R&D : 5명)
기술개발(R&D)
2002 기업부설윤활연구소(시험연구기자재 58종)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6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확인(중기청)
2004 나노실버메탈 콜로이드 첨가의 수용성절삭유제 조성물(특허 : 0418258)
무급유 베어링에 사용되는 윤활유 조성물 (특허 : 0443826)
유압작동유 및 습동면유 겸용 수용성절삭유제(특허 : 0439663)
생산제품 품질수준
2000 ISO 9001, ISO 14001 인증 (QMI)
2001 KS(11품목) 및 GQ마크(12품목) 인증 : 2006년 현재
2002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인정
2004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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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의 용도
미스트가공유의 용도
절삭유제와 소성가공유의 사용 이유
•

절삭가공과 소성가공을 할 경우 → 냉각효과, 윤활효과를 목적으로 사용

•

절삭공구와 가공금속 간의 마찰, 마멸, 마모 및 기타요소와 환경적 요소 관리비용
등을 고려 할 경우 → 공기냉풍가공방법이 최적 임

공기냉풍가공방법 중 냉각공기만으로 금속가공을 할 경우의 단점
•

윤활특성 없음으로

•

가공표면의 특성과 가공 정밀도가 부족한 점이 나타남

•

부족한 윤활특성을 보완 → 가공유를 사용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공유제와는 다른 가공유 이다.

금속가공에 냉각공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공유
→ ”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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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의 특징
미스트가공유의 특징
1㎏/㎠이상의 높은 압력 냉각공기(10℃～-40℃)로
•

가공유를 미스트화 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금속가공유

•

실온에서도 (10℃~35℃) 미스트가공유로 사용

공기와 미스트가공유의 콤비네이션(냉각공기+가공유) → 금속가공
•

가공유를 극미량의 미세한 초미립자 상태로 가공 부위에 분사

•

오일 미스트 입자 크기 → 약 0.5㎛ ~ 1.0㎛

•

사용량 → 약 2～10cc/hr

•

가공소재 → 칩이 달라붙거나 절단 소재의 녹에 방지 효과적

•

가공작업 → 정밀한 금속가공작업 → 작업능률 극대화

단점 : 냉각공기의 온도가 높을 경우 가공성능 저하 우려
미스트가공유의 최적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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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온도와 압력의 냉각공기를 공급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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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제 사용의 문제점 및 미스트가공유의 특징
비수용성, 수용성 절삭유제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방지 → 대체사용
•

폐유, 폐액, 폐수 발생방지 → 강화된 법적규제 및 처리비용 문제해소

•

폐유 및 폐액 소각 처리 시 →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발생 문제방지

•

절삭유제 및 기능성 첨가제 영향
→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 및 환경오염물질 유발 → 작업환경 악화 문제방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속가공유제 소모비용을 약 1/100로 절감
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의 특징
•

미스트가공유를 미세한 초미립자로 가공부위에 분사

•

절삭유제를 사용하지 않아 절단소재는 물론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

•

소재에 칩이 달라붙거나 절단 소재의 녹을 방지함.

•

폐유가 남지 않아 악취 및 처리비용 절감.

•

공기와 미스트가공유가 결합된 최상의 콤비네이션(냉각, 윤활)으로 공구수명 및 가
공효율 극대화

•

실온상태의 절삭작업으로 더욱 정확한 가공작업과 작업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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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가공유의 분야별 적용 사례
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의 분야별 적용사례

완제품 조립라인

밴딩기, 파이프커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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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엔드밀가공

원형톱

BAND SAWING

체인(CHAIN)윤활

드릴링(DRILLING)

탭핑(T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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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유의 사용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연구
금속가공유(절삭유제)의 사용 이유
•

냉각가공에 목적 있으며, 가공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

절삭유제를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dry) 금속가공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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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립의 균일한 오일입자를 생성시키는 균일성

•

초미립 상태를 유지한 채로 절삭부위에 도달될 수 있는 운반성

•

세정공정 간략화 및 세정액의 수명 연장

•

공작기계의 소비전력 감소 → 관리비용 절감

•

사용 중인 금속가공유에 대한 2차 오염 발생 방지대책

•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및 환경보호 측면에의 대응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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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국내
윤활제조사
•
•

•

대기업 → 윤활유 생산량 0.1%미만 → 연구 않음
중소기업 → 절삭유제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 연구 않음
•
비수용성 절삭유제 월 1,000 만원 사용 시
→ 미스트가공유로 대체시 월 10 만원으로 감소(약 100분의 1)
최종 사용자 → 국내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 문제를 의심
→ 가공기계와 같이 도입된 미스트가공유를 사용

국외
윤활제조사
•
•
•

Ester 제조기술 및 첨가제 제조기술 → 국내 보다 우수
트라이볼로지 연구와 연계하여 → 신제품을 연구개발
가공기계 제조 업체와 이익공유 → 해외로 수출

ASTM D 6079 (HFRR : 마모흔경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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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가 보유해야 할 특성 및 개발방법
작업환경과 환경유해성 측면의 특성
생분해도가 높고
인체 유해성이 없으며 → 경구 무독성
저온 유동성이 우수 하며 → 동절기 사용
세정공정 등의 후 공정 간략화 및 가공소재 불량 방지

미스트가공유로서 요구되는 성능
가공기계, 가공방법, 가공용도에 따른 미스트가공유

ideuk

•

환경적합성(생분해성)

•

박막산화안정성(점착성)

•

저장안정성(부패성)

•

Semi-dry 금속가공 시스템과의 적합성 및 일반물성

•

가공성능(윤활특성)과 가공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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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 냉풍 미스트가공유 (냉풍-분무형)

• 제품 소개
•
•
•
•

생분해도가 높고
저장안정성이 우수하며
인체에 대한 독성이 거의 없다.
윤활특성이 아주 우수하여 최소량의 사용으로도 가공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 대표적인 제품 성상
Product

Specific
Gravity 15/4℃

MIT 90

0.86

8.5

MIT 110

0.90

MIT 150

Kinematic
Total Acid
Viscosity cSt 40℃ mgKOH/g

Pour Point ℃

Corrosive Test
(100℃* 3h)

0.50↓

-30.0

1b

12.0

0.10↓

-50.0

1b

0.86

15.0

0.05↓

-35.0

1b

MIT 220

0.90

22.0

0.05↓

-35.0

1b

MIT 260

0.90

26.0

0.05↓

-40.0

1b

MIT 320

0.90

32.0

0.05↓

-35.0

1b

MIT 460

0.90

46.0

0.05↓

-35.0

1b

• 가공용도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달리하여 주문생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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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세정제에 필요한 용제
• 작업성 우수해야 한다.
– 저취, 저독성이며
–
–
–
–

비중이 낮고, 고-인화점이며 고온에서의 열-안정성이 우수하고
저-스테인성, 오일비트 발생저하 등의 특성 우수하며
증류범위가 좁고 낮으며(증발효과문제)
유지류 등의 이물질 세척 시 특히 뛰어난 특성이 있는 것이 좋다.

• 인체에 대한 안정성 특성이 우수해야 한다.
– 염소계 및 저급 석유계에 비해 저취, 저독성 등의 특징과
– 증기 허용농도를 볼 때 300ppm 정도가 되며
– 염소계 및 저급용보다 우수해야 함

•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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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제 및 특수 용제의 일반적 사항
• 좋은 용제의 구비 조건
• 단일물질의 탄화수소계 용제로 구성되고
•
•
•
•

불포화 화합물 및 불순물이 거의 없고
인화점이 높고 우수한 고온 열-안정성 있으며, 저취, 저독성의 제품이며
발암 물질인 Aromatic성분, Sulfur등 유해물질이 거의 없으며
작업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용제의 적용 개소 및 용도
적용 개소

적용 용도

윤활유

비수용성 금속가공유, 방청유, 방전가공유, 압연유, 타발유, 유처리제, 고분자응
집제, 이형제, 금속 세정제,

희석제

왁스, 세제, 광택제용, 계면활성제용, 페인트 희석제, PVC 점도조절제(개질제),
가소제, 실리콘 발수제 희석제

용제

페인트-부식방지 및 특수용도, 잉크, dry-cleaning, 에어졸, 감압지, 농약용(에
어졸) 용제, 코팅, 나염용, 우레탄개질제, 반도체 얼룩 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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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 air cooling mist lubrication oil processing developm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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