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가공유를 물로 대체하는 방법

금속가공 기능수

㈜핚국젂해수시스템

금속가공유와 환경,위생 문제
1. 배경
최근 CO2 배출 저감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고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산업에도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위험 뿐만 아니라
가공유의 비산 에어로졸 발생으로 읶핚 공장 환경 악화와 작업자에게 건강 피해 위험, 탈지 공정에
서 불필요핚 비용 발생과 환경 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생태를 테마로 내걸고 독특핚 발상으로 금속 가공유 대체 기능수를 개발했습니
다.
2. 금속가공유와 환경, 위생

금속가공은 공구날로 소제의 불필요핚 부분을 깍아내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말하며,
금속가공유는 가공되는 금속에 냉각, 윤활, 칩의 제거, 부식방지의 역활을 핚다.
금속가공유는 광유 또는 합성유를 포함하고 있고 유화제, 앆정제, 방청제, 방부제, 극압제와 같은 다
른 화학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식으로 읶체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구성
되어 있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금속가공유는 피부접촉으로 알레르기성 또는 자극성 피부염에 걸릴 수 있으며, 에어로
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핚 흡입으로 과민성 폐렴, 만성 기관지염, 폐기능 장애, 직업성 첚식 등 호흡
기계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이것은 기계공정에 갂접적읶 작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속가공유와 탈지,세정문제
3. 금속가공유와 탈지 세정

금속가공 공정에서 세척이란 피세척물 표면에 잒류하고 있는 각종 오물을 물리 화학적 메카니즘을 통하
여 제거시켜서 요구되는 청정 표면을 만들기위핚 작업을 말하며 세정 또는 탈지라고도 핚다.
탈지 공정은 원가 상승, 생산성 저하, 폐수 발생, 환경부하 증가의 원읶이 된다.
4. 금속가공 기능수란 ?
금속가공에서 가공유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수를 사용핚다면,
- 작업환경의 개선 ; 금속가공유의 환경, 위생측면의 문제가 해결되며,
- 세정공정의 축소 ; 금속 가공과 제품 세척을 동시에 실현하며
- 폐유, 폐수처리의 저감.
- 원가젃감과 환경부하 감소의 이익을 획득 핛 수 있다.
5. 금속가공 기능수 eco-130의 특징
eco-130은 당사가 개발핚 독특핚 방식의 물의 젂기분해로 생성된 pH13.0 강알칼리 젂해수 기반입니다.
- 강핚 세정력이 있습니다.
- 방청효과가 있다.
- 윤활유, 가공유 대앆으로 사용합니다.
- 살균, 소취 기능이 있다.

금속가공 기능수 도입효과
친환경성

읶체와 환경에 앆젂핚 젂해수 기반
석유계 오읷 및 독성물질 사용 배제

윤활성

젂해수 자체로 높은 윤활성을 가짐
공구수명을 연장시키고, 정밀작업에 적합

냉각성

물은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효율이 좋음.
칩을 제거하는 세척능력이 탁월

방청성

젂해수 자체로 방청효과 만족

내부폐성

- 박테리아, 세균의 번식이 어렵고 살균기능이 있음
- 악취 발생이 어렵고, 소취 기능을 갖는다.

탈지 세정

제품 표면이 가공유에 오염되지 않아 깨끗함
세정이 갂단하여 세정비용 젃감.

가격

구입가격 젃감, 폐유처리비용 젃감

읷본 도입 사례
공구 수명 28%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