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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L 장치의 탱크 내에서 에어로졸을 생성하여 공작기계 회전축을 통해 공구에 공급. 최적의 
윤활유량을 셋팅하여 윤활유의 낭비를 억제.

정량의 윤활유는 압축공기와 함께 스프레이 노즐로 분무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미립자는 마찰 
포인트에 액화되지 않고 도포 됩니다. 

● 냉각용 윤활제가 필요 없음.
● 윤활제 필터나 윤활제 관리 시스템 같은            
   공작기계 주변요소사 필요 없음. 
● 칩이나 냉각수 처리 비용이 없음.
● 공작물의 세척이 필요 없음.

● 절삭 시간의 단축(30~50%).
● 높은 절삭 효율.            
● 공구 수명의 3배 이상의 증가.
● 생간 공정의 조정.

●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습식, 건식방식 병행 사용 가능.           
● 표면조도 향상.



습식에서 건식 가공으로의 변화

 건식가공을 도입 하기전 대부분의 경우 공구및 공작물 냉각을 위해 
공구비용 보다 몇배 더 비싼 절삭유을 사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윤활유의 냉각 처리와 작업자 건강및 환경 위험 요소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런한 이유로 건식 가공을 도입하게 되면 윤활제를 냉각하기 위해  이런한 이유로 건식 가공을 도입하게 되면 윤활제를 냉각하기 위해 
순환 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윤활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공구 교환 시간을 제외하고 생산 공정의 
시간을 50%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세척할 필요가 없어 
절삭 공정의 단축으로 비용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내부적으로 
습식에서 건식 가공으로 변경함에따라 환경 변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외부적으로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로 부각 됩니다.

또한 입법자는 보건 당국에서는 냉각제에 의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또한 입법자는 보건 당국에서는 냉각제에 의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법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작업자 
건강 보호및 환경 오염을 방지를 위해 보다 책임감있는  도덕적 
의무로 높은 재정적 비용 지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습식가공에서 수반되는 경제적, 환경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건식가공 
방법이 폭넓게 소개 하며, MQL을 사용함으로써 공정비용의 막대한 
절감과 환경보호가 가능합니다.
     

 단일 통로 형식의  구성 요소들로 조합된 MQL 시스템은 공작물의 
절삭 영역에 윤활시킵니다. 경험에 의하면 엔드유저가 사용할때 
가공조건에 맞게 최적화 하지 못하거나, MQL 다수의 기능중 
몇가지만 사용하는 등 MQL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스핀들 설계, 전용 공구의 선택, 연결부, 툴홀더 
등의 잘못된 선택으로 MQL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일 통로 형식의  MQL을 설치 하는것은 매우  그러나 사용자가 단일 통로 형식의  MQL을 설치 하는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LubriLean 그룹의 MQL유닛들은 적은 유지보수와 마모가 없습니다. 
단일 통로 MQL 장치는 공작기계의 구성요소와 쉽게 통합 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삭가공분야에서 MQL기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한 습식과 건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계를 특별히 계조없이 MQL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하는 기계를 특별히 계조없이 MQL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SKF가 제공해 드립니다. 



 절삭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윤활을 하는 MQL은 오일의 입자를 매우 작은 
미세입자로 세분화 시킨것으로 압축 공기의 에어와 함께 유동 하게됩니다.
즉, 이것을 에어로졸이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오일 방울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0.5㎛로서 이런 에어로졸
을 특별히 생성시킬 수 있는 에어로졸 발생기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활성 입자 또는 비산되어 있는 작은 미립자인 에어로졸은 고속회전하는 
스핀들 내부를 거쳐 절삭공구의 내부 통로를 통과해 절삭 지점까지 이송되
어 윤활을 합니다. 어 윤활을 합니다. 

 이러한 소량의 오일으로 절삭공정에 효율적으로 윤활합니다. 고속 절
삭이나 공구 수명 연장을 실현시켜 생산성 증가와 원가 절감을 이룹니다. 
또한 기타 윤활제 냉각 장치등의 부속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위쪽 오일 방울은 LubriLean MQL 시스템에서 생성된 에어로졸이 
분산된 모습과 매우 흡하 합니다. 하지만 오일방울이 큰 입자는 미세한 
부분까지 윤활 하지 못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핀들 내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파괴 됩니다. 

 미세화된 에어로졸의 물리적 장점:
 표면에 고농도로 도포, 매우 우수한 윤활제 입자 크기, 숨겨진곳가지 
구석구석 윤활 가능합니다.
밀링머신의 경우 20,000rpm이상 회전시에도 절삭 부분까지 이송이 밀링머신의 경우 20,000rpm이상 회전시에도 절삭 부분까지 이송이 
가능하며 최대 20m 이송 길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찰, 공구와 칩 그리고 공작물 사이의 열전달 감소. 그리고 칩 홈에서 칩이 
제거되는 동안 적당한 윤활뿐만 아니라 고속 운전에서 공작물의 표면 조도
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일반적 공정)
노즐에서 에어와 오일 방울이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작물에
묻어 있는 윤활유 상태

LubriLean에 의해 공기와 미세 오일이 잘 혼합된 상태로 
공작물 표면에 도포된 상태

Minimal quantity lubrication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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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정보는 뒷면 커버에서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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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Minimal Quantity L(MQL)  DigitalSuper/Vario

 오일의 크기가 0.5㎛인 입자와 에어가 잘 혼합
된 에어로졸이 윤활유와 특수 노즐시스템의 압
축 에어와 탱크안에서 생산됩니다. 
작은 입자로 만들어진 에어로졸로 머시닝센타
의 회전축을 통과하거나 최근 터닝센타의 터릿 의 회전축을 통과하거나 최근 터닝센타의 터릿 
회전통로를 통해 이동 되어지는 통로서 새어 
나가는 일 없이 절삭하는 곳까지 보내집니다.
 
 정확한 정량이 손실없이 확실히 전해지며, 최근 
많은 공구를 갖은 머니닝 센타는 머신 공구의 
SPC (Stored-Program control)에 의해 에어로
졸 양을 개별적 조절을 요구합니다. 졸 양을 개별적 조절을 요구합니다. 

LubriLean Digital system은 이에 대응 합니다. 

 에어로졸 양이나 배합은 기계 컨트롤 시스템으
로부터 M이나 H를 지시하면 밸브 스위치에 의
해 각각의 공구나 절삭조건을 요하는 것으로 셋
팅됩니다. 요구되는 에어로졸 품질은 에어 압력
과 윤활유 양을 수동으로 조정에 의하여 LubriL-
ean vario 시스템에서 조절됩니다.

 • 거의 모든 생산 공정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최적의 오일 방울 크기는 약 0.5㎛임).
• 짧은 응답시간 (공구 교환).
• 부품 이동이 없음 (마모가 없음).
• 작은 공구나 고속 절삭 속도에 알맞음. 
• 공작기계 시스템에 간단히 부착시킴.
  (구형장비, 표준생산)  (구형장비, 표준생산)

LubriLean Digital과 vario 시스템은 20m의 이송
거리에 에어로졸을 문제 없이 보낼수 있습니다.
 터릿에 막바로 공급됩니다.

 볼 밸브를 설치하여 긴 이송 라인에서도 정확
하게 스핀들 내부 또는 터렛에 직접 공급합니다.  

 “bypass”시스템은 선택적으로 통합시켜 정량 
에어로졸 공급(Fig.1, page 2) 을 빠른 시간에  
공급합니다.

 에어로졸은 공구를 변경하는동안 정지없이  에어로졸은 공구를 변경하는동안 정지없이 
생성합니다. 다시 새롭게 생성하지 않습니다.

 에어로졸은 3/2-way 볼밸브에 의해 방향 제어
되어 새로운 작업을 시작시 정확하게 어로졸을 
공급합니다.

 공구를 변경하는 동안 생성된 에어로졸은 배기  공구를 변경하는 동안 생성된 에어로졸은 배기 
시스템을로 배기 되거나 추가장치를 설치하여 
리저버로 돌려 보내 집니다.  



 LubriLean Basic과 Smart MQL 시스템은 윤활
탱크와 한개 또는 두세개의 혼합 조정 유니트와 
스프레이 노즐을 포함한 윤활라인으로 구성됩
니다. 
 
압축공기는 윤활탱크로 들어가 압축을 시키고 압축공기는 윤활탱크로 들어가 압축을 시키고 
이로서 윤활유는 배관을 통하여 스프레
이 노즐로 보내지며 압축공기도 별도의 통로로 
스프레이 노즐로 보내집니다. 윤활 탱크 상부에 
설치된 조정밸브로 윤활탱크 내부 압력을 손으
로 조정하는 동시에 윤활유양과 에어 분무를 
조정합니다. 
  
 윤활라인과 동축라인 상으로 스프레이 노즐에 
나뉘워 에어도 같이 운송되어 에어와 윤활유가 
출구에서 분무되는 것입니다. 노즐은 이원화 
시킨 노즐로써 두 개의 다른 물질이 혼합하는 
것입니다. 

외부 Minimal Quantity L(MQL)  Basic/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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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밖에서 에어로졸을 생성 합니다. 윤활유와 
분무 에어는 MQL시스템에서 스프레이 노즐까지 
통축배관을 따라 이동 됩니다.

 윤활유 믹싱을 벤츄리 원리에 의해 노즐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어가 흘러가면서 밖으로 나오는 
오일을 병행시키며 미세 분자화 하여 에어와 혼
입해 나갑니다. 
  
 오일/에어가 동심원으로 흐르는데 특별한 설계
로 확대 분사하며 에어로졸을 정확하게 윤활지점
에 원하는 곳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과다한 
에어로졸은 노즐 주위를 오염시켜 성공적인 윤활
을 방해합니다.
 

• 구형기계공구를 쉽게 장치 할 수 있음.
• 간단한 적용.
• 빠른 응답.
• 높은 가공 신뢰.
• 잠금 후 노즐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음.
• 분사거리가 길다. (300mm까지).
• 특수 노즐을 사용하면 아주 적은량을 제트 • 특수 노즐을 사용하면 아주 적은량을 제트 
  스프레이  가능.
• 적은 마찰에 따른 좋은 표면 조도. 
• 최적의 셋팅으로 공작물에 윤활유나 칩이 잔존
  하지  않음.
• 작업장에서 안전과 환경 위생 개선.
• 공구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투자 회수가 
  빠름.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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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of the LubriLean Systems

DigitalSuper

Machining centers

Turning centers

The DigitalSuper 2 is available for use on 

machining centers with double spindles or 

turning machines with two turrets.

Vario

Turning, milling, drilling

Special applications 

(e.g. multispindle machines)

VarioPlus

Turning, milling, drilling

Retrofitting of turning and machining centers

Also suitable forsmall tools

VarioSuper

Machining centers

Turning centers

Special machines

Basic / Smart

Drilling, milling, broaching, tapping, thread 

forming

Universal milling machines

Applications with up to 

two (Smart) or eight (Basic) lub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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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Super  Vario VarioPlus VarioSuper Basic Smart

Metal housing � � � � � �

Capacity [liters] 1.8 1.8 1.8 1.8 3 0.3; 0.5; 0.8

Internal lubrication � � � � – –

External lubrication � � � � � �

Compressed air port [bars] min. 6 min. 6 min. 6 min. 6

 opt. 8 opt. 8 opt. 8 opt. 8 ≥ 4 ≥ 4

 max. 10 max. 10 max. 10 max. 10

Actuation standard 24 V DC Manual slide valve 24 V DC 24 V DC Manual slide valve Manual slide valve

 optional – 24 V DC – – 24 V DC 24 V DC

Level 4 points � o � o o –

monitoring 2 points – o – � o –

Visual filling  � � � � � �

level indicator 

Flow sensor � – – – – –

Pressure monitoring � – – � – –

Number of outlet ports 1 to 3 1 to 3 1 to 3 1 to 3 1 to 8 1 to 2

Air consumption [Nl/min] 15 - 300 **) 15 - 300 **) 15 - 300 **) 15 - 300 **) ≈ 50 per outlet ≈ 50 per outlet

Oil quantity [ml/h] 1 - 150 **) 1 - 150 **) 1 - 150 **) 1 - 150 **) 5 - 100 5 - 100

Mounting position vertical vertical vertical vertical vertical vertical

Weight empty [kg] 25 6.1 6.3 9.5 5 4 

**) depending on choice of tool cooling duct diameter.
– not available
� standard
o optional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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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Super 1

Order No. UFD10-020

Further technical information

see leaflet 1-5109-EN

DigitalSuper 2

Order No. UFD20-020

Further technical information

see leaflet 1-5109-EN

DigitalSuper 2

DigitalSup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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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

Vario

Order No. UFV10-001-2

VarioPlus

Order No. UFV10-009

Compressed air 

connection for hose

7-8 mm diam.

Filling

level

indicator

Oil drain screw

Flow meter

Aerosol outlet (3x optional)

with quick connector 

for tube 12 mm diam.

Screw plug 

for manual filling

hexagon socket 12 mm

VarioPlus

1) For socket connector
DIN EN 60947-5-2



LubriLean – Minimal Quantity Lubrication 

10 1-5102-EN

VarioSuper 

Order No. UFV20-001

Vario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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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Order No. UFB20- …

(max. 8 lube points)

Installation lines must be ordered separately 

(see page 13)

Smart

Order No.  Number of  Reservoir
 spray nozzles capacity

UFS20-001 1 0.3 l
UFS20-005 2

UFS20-002 1 0.5 l
UFS20-006 2

UFS20-003 1 0.8 l
UFS20-007 2

 Dimension / Reservoir
 *) 129 / 0.3 l
 200 / 0.5 l
 300 / 0.8 l

 **) 156 / 0.3 l
 227 / 0.5 l
 327 / 0.8 l

Basic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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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Ball valve 2/2-way

Order No. UFZ.U00-009

Operating pressure max. 100 bars

Ball valve 3/2-way

Order No. UFZ.U00-041

Operating pressure max. 100 bars 1)

1) see pressure temperatur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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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AM1000

Medium . . . . . . . . . . . . . . .  aerosol for MMS

Typical droplet ø . . . . . . . . .  0.5 to 5 µm

Max. perm. pressure  . . . . .  10 bars

Max. throughput . . . . . . . . .  800 Nl/min

Ambient temperature  . . . .  0 to +60 °C

Mounting position  . . . . . . .  upright, as drawn

Degree of protection  . . . . .  IP 54

by enclosure  (DIN EN 60529)

Operating voltage  . . . . . . .  24 V DC ±25%

Quiescent current

consumption . . . . . . . . . . . .  max. 60 mA

Load current consumption .  max. 80 mA

Accessories for AM1000

Teach-adapter  . . . . . . . . . . . .  UFZ.U00-137

BUS cable 10 m . . . . . . . . . . .  UFZ.0370

BUS cable   6 m  . . . . . . . . . .  UFZ.0369

BUS cable   4 m  . . . . . . . . . .  UFZ.0375

BUS cable   2 m  . . . . . . . . . .  UFZ.0368

BUS cable   1 m  . . . . . . . . . .  UFZ.0374

T-connector M12x1 *  . . . . . .  UFZ.0373

cordset, 5 m

single-endet M12x1 female connector 

and moldet cable . . . . . . . . .  179-990-600

single-endet M12x1 female right angle

connector and moldet cable  179-990-601

* for continuation od Data-BUS line for use with two 
AM1000 at UFD20-02x

Accessories 

Aerosol monitor

Order No. AM1000

Aerosol monitor

Basic line installation, coaxial, complete
Material: PU

Order No.  Length Order No. Length

UFZ.U00-070   5 m UFZ.U00-080 15 m

UFZ.U00-071 10 m UFZ.U00-072 20 m

Basic line installation, coaxial, complete
Material: Steel sheating

Order No.  Length Order No. Length

UFZ.U00-067   5 m UFZ.U00-079 15 m

UFZ.U00-068 10 m UFZ.U00-069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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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ic flow nozzle

Order No. UFZ.U00-022

Application:

External lubrication for 

LubriLean Basic / Smart systems

Special nozzle 1/8

Order No. UFZ.0026

Application:

External lubrication for LubriLean 

DigitalSuper / Vario systems 

for machining centers

Special nozzle M6

Order No. UFZ.0113

Application:

External lubrication for 

LubriLean DigitalSuper / Vario 

for turning centers

Saw nozzle

Order No. UFZ.U00-037

Application:

External lubrication for 

LubriLean Smart / Basic systems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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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to

    DIN 51757 DIN 51562 DIN ISO 2592

    Density Viscosity Flash point

Type of Order No. Can size Base at + 20 °C at +40 °C

lubricant  [liters]  [g/cm³] [mm2/s] [°C]

LubriOil OEL...-LUBRIOIL *) 2.5; 5; 10 fetty acid ester 0.92 47 265

LubriFluid F100 OEL...-LUBRI-F100 *) 2.5; 5; 10 higher alcohol 0.84 25 184

*) Please add the desired can size to the order No. 

Order example: OEL5-LUBRIOIL

MQL 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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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product usage information
All products from SKF may be used only for their intended purpose as 
described in this brochure and in any instructions. If operating instructions 
are supplied with the products, they must be read and followed.
Not all lubricants are suitable for use in centralized lubrication systems. 
SKF does offer an inspection service to test customer supplied lubricant to 
determine if it can be used in a centralized system. SKF lubrication systems 
or their components are not approved for use with gases, liquefied gases, 
pressurized gases in solution and fluids with a vapor pressure exceeding 
normal atmospheric pressure (1013 mbars) by more than 0.5 bar at their 
maximum permissible temperature.
Hazardous materials of any kind, especially the materials classified as hazard-
ous by European Community Directive EC 67/548/EEC, Article 2, Par. 2, may 
only be used to fill SKF centralized lubrication systems and components and 
delivered and/or distributed with the same after consulting with and receiving 
written approval from SKF.

SKF Lubrication Systems Germany AG

Motzener Strasse 35/37 · 12277 Berlin · Germany

PF 970444 · 12704 Berlin · Germany

Tel. +49 (0)30 72002-0 · Fax +49 (0)30 72002-111

www.skf.com/lubrication

® SKF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SKF Group.

© SKF Group 2009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are the copyright of the publisher and 
may not be reproduced (even extracts) unless prior written permission is 
granted. Every care has been taken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but no liability can be accepted for any loss or 
damage whether direct, indirect or consequential arising out of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Further brochures
1-5109-EN LubriLean DigitalSuper
1-9201-EN  Transport of Lubricants in Centralized Lubr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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