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70 식용유 신선도 측정기 사용설명서 

 
 

 

 

 



1. 규격 

 

      

 

사용 기간: 

연속 사용 시간은 약 25 시간입니다.(500 회 측정) 

 

온도 감지기    PTC 감지기 

TPM 감지기    정전식 감응 감지기 

동작 온도    0~ +50℃ 

보관 온도    -20~ +70℃ 

표시기     LCD，2 줄표기(역표시기)  

무게      측정기: 180g/ 보관함 포함: 1082g 

외함 재질    ABS 

TPM 응답 시간       2 < 30s 

IP 등급     IP 65 

20℃ 이하의 축전지 연속 사용 시간은 약 25 시간입니다(500 회 측정에 해당). 

 

 

2. 측정 
 

GT-70 은 측정이 완료된 후 다음 직접 측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연속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어떤 종류의 기름/유지성분(그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튀김기름과 지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채유, 콩기름, 참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땅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 및 동물성 지방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름의 종류에 따라, 신선한 기름의 TPM 값은 몇 % 사이에서 변동되며 튀김기름의 최대 사용 

시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야자유는 다른 기름보다 높은 TPM 초기 값을 갖지만 노화는 다른 

기름보다 훨씬 느립니다. 

 기능 변수 

측정 매개변수 
온도 30.0~ 200.0℃ 

TPM 0.5~ 40% 

정확도 
온도 ±1.5℃ 

TPM ±3% (30.0~ 190.0℃) 

분해능 
온도 ±0.5℃ 

TPM ±0.1% 

전원 축전지 2 x AAA (20℃ 이하의 축전지 사용) 



 

첨가제의 효과 

GT-70 은 순수 기름/지방 제품 측정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첨가제를 사용하면 결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실험방법과 대조 

튀김기름은 다른 극성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튀김기름의 노화 과정에서 고 극성 성분의 

수가 증가 할 것입니다. 실험실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는 극성 및 비극성 

물질을 구별 할 수 있으며, 튀김기름 전체 성분의 함량은 % TPM (총 극성 그룹 분)으로 

정의됩니다. 

측정 된 % TPM 의 값은 극성 성분 및 비극성 성분 경계의 설정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지성분(그리스)의 유형에 따라 극성 및 비극성 구성 요소의 극성이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변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반면 GT-70 은 튀김기름의 전체 극성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극성 성분과 비극성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측정에서 GT-70 측정 값은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 기름을 예를 들면, GT-70 의 측정 된 TPM 값이 크로마토그래피보다 높으면, 이 

기름은 튀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짧은 패닉 프라이팬에 적합합니다. 

 

 

측정 

무지방산(Free Fatty Acids (FFA)) 

GT-70 은 튀김기름에 함유된 극성 성분의 총량을 측정합니다. 

튀긴 후 기름의 변질을 평가합니다. 유리지방산은 장기간 보관 후 상온에서 기름의 노화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지만, 지표는 기름진 고기를 튀기는 것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합 중성지방(Polymerized triglycerides (PTG)) 

폴리 글리세롤은 기름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측정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 TPM 값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PTG ≈ % TPM / 2 

 

 

측정시작 

1. 전원 버튼을 눌렀다 놓으십시오. 측정기가 켜집니다. 

2. 온도 표시줄에 Lo 가 표시됩니다. 

3. TPM 표시줄에 - -가 표시됩니다. 

4. 측정 상태에서 HOLD 버튼을 눌러 HOLD 상태를 활성화하십시오. 



5. 온도 표시줄에 "HI"로 깜박이면 측정된 온도가 범위를 초과함을 나타냅니다. 

6. 온도 표시줄에 "LO"로 깜박이면 측정된 온도가 범위 미만임을 나타냅니다. 

7. TPM 표시 줄에 "LO"가 깜박이면 시험중인 물질이 기름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측정 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아래 사항을 따르십시오. 

• 전자장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 중에 유도성(인덕션) 프라이팬을 끄십시오. 

• 측정 시 튀김기름에서 튀긴 물체를 제거하고 5 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 각 측정 전에 또는 다음 연속 측정 전에 탐촉자를 청소하십시오. 

• 튀김기, 냄비와 같은 금속 물체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속과의 최소 

거리는 측면 당 1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튀김기름의 기름 온도가 고르지 않으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김기름을 

기구로 휘저어주세요. 

• 측정 결과에 물 함유로 인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5 분 후에 측정을 

반복하십시오 (유지성분(그리스)을 높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튀지 마십시오). 새 판독 

값이 낮으면 판독 값이 안정 될 때까지 5 분 후에 다시 측정하십시오. 

•  24% TPM 에 도달하면 튀김기름을 교체하십시오. 나라마다 허용치가  다릅니다. 허용치에 

도달하기 전에 튀김기름을 반드시 교환해야 합니다. 

 

 

3. 환경설정 
 

1. 장비를 켜고 시험 상태에서 3 초 이상 [Hold]와 [<]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 ℃또는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2. [<] 또는 [>]를 사용하여 온도 단위 (℃/ ℉)를 설정하십시오. 

3. [Hold]를 눌러 설정 온도 단위를 확인하십시오. 

- ALA 및 on/off 가 화면에 표시 

4. [<] 또는 [>]을 눌러 소리 경보를 켜거나 끄십시오. 

5. [Hold]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 OFF 및 on/off 가 화면에 표시 

6. [<] 또는 [>]을 눌러 자동 꺼짐을 켜거나 끕니다. 

7. [Hold]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 LED 및 on/off 가 화면에 표시 

8. [<] 또는 [>]을 눌러 LED 를 켜거나 끕니다. 

9. [Hold]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 CAL 및 on/off 가 화면에 표시 

10. [<] 또는 [>]를 눌러 교정 상태로 들어가거나 종료하십시오. 

11. [Hold]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 BL 및 on/off 가 화면에 표시. 

12. [<] 또는 [>]을 눌러 후광을 켜거나 끕니다. 

13. [Hold]를 눌러 저장하고 종료하십시오. 

(환경설정에서 [Power]키를 눌러 환경설정을 종료하고 저장하십시오) 

 



4. 환경설정 선택사항 

 

환경설정 환경설정 선택사항 

온도 설정 ° C 또는 ° F 

설정 (LED)  on：LED 경보 활성화   

off：LED 경보 해제 

경보 설정 (Alarm) on：소리 경보 활성화  

off：소리 경보 해제 

교정 수행 (CAL) on：교정 수행  

off：교정이 수행되지 않음 

재설정 실행 (RST) on：초기 설정으로 재설정 

off：재설정되지 않음 

자동 종료 설정 (OFF) on：자동 종료 켜짐 

off：자동 종료 꺼짐 

후광 설정 (BL)  on：후광 켜짐  

off：후광 꺼짐 

 

 

5. 경보 상/하한치 설정 
TPM 경보 상한치 설정 

1. 측정기 전원을 켜고 시험 상태에서 [<]를 3 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측정기가 상향 경보 

 설정으로 들어가고 LED 가 적색으로 바뀝니다 

2. 그런 다음 [<], [>]를 눌러 해당 값을 설정하십시오 

3. [Hold]를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하십시오. [Power]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TPM 경보 하한치 설정 

1. 측정기 전원을 켜고 시험 상태에서 [>]를 3 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측정기가 하향 경보  

설정으로 들어가고 LED 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2. 그런 다음 [<], [>]를 짧게 누르거나 길게 눌러 해당 값을 설정하십시오 

3. [Hold]를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하십시오. [Power]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6. 사용자 교정 
 1. 교정기름을 약 50℃로 가열하십시오. 

 2. 사용자 교정에 들어간 후 교정기름에 기기를 넣고 삽입 깊이에 유의하십시오. 

3. 표에 표시된 TPM 값이 안정되면 [<] ([>])를 짧게 눌러 측정 값을 0.5 만큼 증가  

(감소)시킵니다. 

4. 표시된 TPM 값이 교정기름 값과 일치하면 [Hold]를 짧게 눌러 사용자 교정 값을  

저장합니다. 

 



 

 

7. 공장초기화 
1. 공장 설정을 입력하면 화면에 RST 가 표시됩니다. 

2. [>] 및 [Hold] 키를 동시에 눌러 사용자 교정 자료를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하십시오. 

 

경고 

측정기(탐촉자 및 탐촉자 막대)가 과열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음! 

> 측정기의 뜨거운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 측정기를 세척하기 전에 냉각시키십시오. 

>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찬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깨끗한 세제, 일반적인 물 또는 비눗물을 사용하십시오. 

> 부드러운 종이 수건으로 탐촉자를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물로 헹굽니다. 

> 부드러운 종이 수건으로 탐촉자를 닦아서 말리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 길 15, 703 호(양평동 3 가, 에이스테크노타워) 

02) 2636-0009(대)              FAX : 02) 2636-4753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