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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 TAN Drop Test KIT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제품대표사진
(사진삽입후회색배경제거요망)



과도한 온도하에 운전되는 윤활시스템의 경우 산화와 질화반응에 의해 점도 변화를 유발시키고, 또한 생성된

산화물질은 금속표면에 고착되어 설비의 고장을 유발하게 된다. 산가는 유중의 유/ 무기산의 오염정도를 나타

내는 측도이다. 

산가관리의필요성, 왜?

ECON TAN Drop Test KIT 

▪ 산가를 시험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임(장비를구매할 필요가 없음)

▪ 1분 이내에 신속한 산가 측정

▪ 시약이 패키지화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함.(톨루엔미사용으로안전함)

▪ ASTM D974를 베이스로한 공인된 시험법으로매우 정확함.( 정확도: ±0.01AN, 마이크로피펫사용시)

ECON TAN Test KIT의 이점은?

▪ 윤활유의 갱유 혹은 부분 치환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신유 대비 사용유의 산가를 평가한다)

▪ 윤활유의 색상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 경우

▪ 산 제어 필터의 수명을 판정하고자 할 경우.

산가는언제분석하여야하나?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기존 전위차 시험법(ASTM 664) VS ECON TAN Drop Test KIT

▪ 시험분석: 10분이상(pH calibration, 바탕값, 시험값) vs 평균 1분 이내

▪ 시약조제: 시약을 조제하여사용(1주일이상 보관시 폐기) vs 패키지 형태로 조제되어있음

▪ 유해시약: 톨루엔사용 vs 톨루엔미사용

▪ 유지비용: 주기적 pH전극교환, 전극액,시약조제비등 vs 패키지 시약 비용

▪ 전형적인 정확도: ± 0.01 AN VS ± 0.01 AN



ECON TAN Test KIT 구성 내역

ECON TAN Drop Test KIT 

전산가 시약D
1BTL (500ml)

25회분

KS368 적정제
1BTL (50ml)
수백회분

분배용 마개테스트 용기

1ml 주사기(기어유 측정 시)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사양

▪ Range: 0-6 AN (mgKOH/g)

▪ 측정해상도(최소 측정단위): 0.05 AN (mgKOH/g)

▪ 측정시간: typically 1분 이내

▪ 애플리케이션: Gas or Steam Turbine Oils, Gear Oils, Hydraulic Oils 등



ECON TAN Test KIT 설명서

ECON TAN Drop Test KIT 

1. 테스트 용기에 Reagent D (D시약) 을 약 20ml를 넣는다. (붉은색상)

2. Reagent D (D시약) 이 붉은색에서녹색

으로 변할 때까지 전산가 적정제 (KS368 

TAN Titrant) 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준다.

3. 주사기를 사용하여오일 시료를 예상되는전산가에 따라 추천하는 오일 시료의 양

을 테스트 용기에 넣는다. 

(오일 시료의 전산가를전혀 모른다면 1ml를 넣는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어유, 터빈유, 유압유는 0-1.5 TAN 사이에 있다.

예상 전산가 시료 량 Factor

0-1.5 2 ml 0.05

0-3 1 ml 0.1

0-6 0.5ml 0.2

4. 전산가 적정제를수직으로세우고테스트 용기에있는 오일시료의색깔이붉은색에서녹색으로 바뀔때

까지 한 방울씩 테스트 용기에 떨어뜨린다. 이때, 떨어뜨린적정제의 방울수를기록한다.

❖ 결과

떨어뜨린 적정제 (KS368 TAN Titrant) 방울수 X Factor = TAN Value (mgKOH/g)

예시) 붉은색에서녹색 바뀌는데 적정제가 22방울 들어 가고, 1ml 의 오일 시료를 사용했다면 :

22 X 0.1 = 2.2 따라서오일 시료의 전산가는 2.2 mgKOH/g 이 된다. 

▪ 주의: 오일 시료를테스트 용기에 넣게 되면 붉게 변한다.(오일 시료에산성물질이 있을 경우) 만약, 

색깔이 녹색에서 변하지 않으면 오일 시료의 전산가는 “< 0.05 mgKOH/g ”이다.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Colour Reference for Reagent D



Micro TAN Test KIT 구성 내역

Micro TAN Test KIT 

마이크로피펫 : 2-20㎕ (옵션)

전산가 시약 D
1BTL (500ml)

50회분

전산가 시약 F
1BTL (250ml)

400회이상 사용량

분배용 마개테스트 용기
(10ml)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사양

▪ Range: 0~3 AN (mgKOH/g)

▪ 측정해상도(최소 측정단위): 0.006 AN (마이크로 피펫 사용시) 

▪ 측정시간: typically 1분 이내

▪ 애플리케이션: Gas or Steam Turbine Oils, Gear Oils, Hydraulic Oils 등



Micro TAN Test KIT 설명서

Micro TAN Test KIT 

1. 테스트 용기에 Reagent D (D시약) 을 약 10ml를 넣는다. (붉은색상)

2. Reagent D (D시약) 이 붉은색에서녹색으로 변할 때

까지 마이크로피펫을사용하여 전산가 적정제

(Reagent F) 를 넣는다.

3. 주사기를 사용하여오일 시료 1ml를 테스트 용기에 추가 주입 후 마개를닫고 교반을 해준다.

4. 전산가 적정제 (Reagent F)를 마이크로피펫을사용하여 테스트 용기에 있는 오일 시료의 색깔이 붉은색에

서 녹색으로바뀔 때까지 주입한다. 이때, 주입한적정제의양(㎕) 기록한다.

❖ 결과

주입한 적정제(Reagent F)의 양(㎕) X Factor = TAN Value (mgKOH/g)

예시) 붉은색에서녹색 바뀌는데 적정제가 10 ㎕들어 가고, 1ml 의 오일 시료를 사용했다면 :

10 X 0.003 = 0.03 따라서오일 시료의 전산가는 0.03 mgKOH/g 이 된다. 

▪ 시료량 1ml에 대한 Factor는 0.003 이다. 

▪ 주의: 오일 시료를테스트용기에넣게되면 붉게변한다.(오일 시료에산성물질이 있을 경우) 만약, 

2㎕ 주입 후 색깔이 녹색에서변하지 않으면 오일 시료의 전산가는 “< 0.006 mgKOH/g ”이다.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시약 투입량
TAN값

ml ㎕

0.000 0.00 0.000 

0.002 2.00 0.006 

0.004 4.00 0.012 

0.006 6.00 0.018 

0.008 8.00 0.024 

0.010 10.00 0.030 

Colour Reference for Reagent D

❖ 예시) 전산가 Table



제품 CODE 안내

주문 Part Number

No 품명 품번 규격 단위 수량

1 ECON TAN Drop Test KIT FG-K24743-KW
Range : 0-6 TAN

Accuracy : ±0.3 TAN
Set 1

2 Micro TAN Drop Test KIT FG-K2-006-KW
Range : 0-6 TAN
Accuracy : ±0.3 TAN

Set 1

■ 소모품

No 품명 품번 단위 수량

1 Reagent D AS-K10104-KW EA 1

2 KS368 - TAN Titrant (30ml) AS-K23962-KW EA 1

3 Reagent F AS-K10624-KW EA 1

* 마이크로피펫은별도옵션품목임(2-20㎕)

윤활유 산가 측정을 위한 최적의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