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계 오일 및 독성물질 사용이 배제된

친환경 식물성 금속가공유

ECO-300

금속 절삭유
무엇이 문제입니까 ?

악취, 작업자 안전

냉각부족에 따른 문제

윤활부족에 따른 문제

가공표면 부식 문제

공구 수명

폐유 처리 문제

절삭물 세정 문제

앞 선 기술이 환경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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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유란 무엇인가? 

절삭가공은 소재보다 단단한 공구날로 소재의 불필요한 부분을 깍아내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말하며, 금속가공유는 가공되는 금속에 냉각, 윤활, 칩
의 제거, 부식방지의 역할을 한다. 

금속가공유는 광유 또는 합성유를 포함하고 있고 유화제, 안정제, 방청제, 방부제, 
극압제와 같은 다른 화학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식으로 인체 및 환경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금속가공유는 언제 위험한가?

작업자의 피부접촉 과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한 흡입 ; 이것은 기계공정에
간접적인 작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속가공유는 어떻게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모든 종류의 금속가공유는 알레르기성 또는 자극성 피부염에 걸릴 수 있음

에어로졸에 노출되면 과민성 폐렴, 만성 기관지염, 폐기능 장애, 직업성 천식 등 호
흡기계 질환에 걸릴 수 있음

만약에 어렸을 때 피부염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했다면 당신이 금속가공유에
노출되면 높은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수용성 금속가공유는 오일의 화학성분이나 오염물에 노출되면 피부자극이나 알르
레기를 유발할 수 있다. 

비수용성 오일이 피부와 장기적으로 일정한 접촉을 하면 모근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수용성 유제의 경우에는 유제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오염으로 발생하는 박테리
아에 노출되어 호흡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과거의 정제되지 않은 광유의 사용은 노출된 손이나 팔뚝에 피부암을 유발하였다. 
오일을 흡수하는 옷과 오일에 젖은 헝겊은 전체적인 음낭 암을 발생시킨다. 

문제 해결 !!!

작업자는 안전관리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는 당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하
여 위험요소가 더 적은 금속가공유를 채택하여야 한다.

무시한다면 금속가공유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심화되거나 영구화 될
수 있다. 

만약에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장의 간호사나
의사에게 상의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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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300 특징

식물유의 단점

대두유, 채종유, 팜유와 같은 식물유는 친환경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 산화 안전
성이 낮고, 저온에서 특성이 좋지 않으며, 점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통상적인 단점으로 여겨 왔다. 

ECO-300의 특징

ECO-300은 대두유에 물의 전기분해로 생성된 알칼리 전해수를 조합함에 따라, 
식물유와 알칼리 전해수가 갖는 장점이 결합하여, 금속가공유에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석유계 오일 및 독성물질까지 제외하며, 
금속가공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후 공정에서 세정이 간단히 해결되는 효
과를 갖는다.

강 알칼리 전해수 ( pH13.0)의 특징

- 기름을 유화시켜 미세하게 에멀젼화 시킴
- 표면장력이 낮고 침투력이 크며, 이물질을 박리시킴
- 산소이온이 적고 환원력이커 산화를 방지함
- 미생물을 사멸시키며, 부패를 방지함
- 비열이 크고 열전도율이 좋아 냉각효율이 좋음
-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에어로죨 발생이 없음
- 인체와 환경에 안전함.

친환경성 석유계 오일 및 독성물질 배제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식물유 기반

윤활성 유백색 에멀죤을 형성하며 높은 윤활성을 가짐
공구수명을 연장시키고, 정밀작업에 적합

냉각성 비열이 크고, 열전도율이 좋으며,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효율이 좋음.

방청성 산화를 방지하며, 공정내 방청효과 만족

내부폐성
( 안정성 )

미생물을 사멸시키며 부패 하지 않음
악취, 눈 자극, 피부 자극이 없음

가격 구입가격 절감, 폐유처리비용 절감
세정이 간단하여 세정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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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사 례
다까하시금속 : 공구수명 28% 향상, 세정비용 60% 절감

http://www.biwacity.com/takahasi-k/index_serv.jsp?item=97682

□ 데이터 : 왕철공기주식회사 (군마현) 강재 재료 메이커
□ 공작기계：밴드 소
□ 절삭유：아마다 커팅 오일 RS(20배 희석)
□ 피삭재：플랫 바(SS.SM.SN.SC)
□ 기 간 : 2002년 7-12월
□ 목 적 : 수용성 쿨란트액의 교환 빈도의 연장과

노코칼날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전개

수용성 절삭유에 물 대신 알칼리전해수(pH13)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CO-300 특징
	일 본 사 례�다까하시금속 : 공구수명 28% 향상, 세정비용 60% 절감�http://www.biwacity.com/takahasi-k/index_serv.jsp?item=97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