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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타네코(TANEKO)

주식 회사 “타네코＂는 타타르스탄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정유 산업의
현대적인 기업은 “타트네프티”그룹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2005 년에 건설의 주도자는 공화국
정부와 “타트네프티”사가되었다.”타네코”는최근 30 년동안소련시대이후최초로 대규모투자및
산업체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캄스키 혁신적인 지역 생산 클러스터 ＂인노캄“(InnoKam)의
회원사이다.

423570, 러시야, 타타르스탄공화국, 
니즈네캄스크도시, 주식회사 “타네코”,공업단지
전화: +7 (8555) 49-02-02
팩스: +7 (8555) 49-02-00
E-mail: referent@taneco.ru
Web: http://taneco.ru

제품구매공개주식회사 “타트네픠’‘의석유및석
제품의판매관리부
주소: 423450, 타타르스탄공화국,알메테브스키도시,
레니나거리,75. 
전화: +7 (8553) 307123.
팩스: +7(8553) 307528, 307914.
E-mail: urnin@tatneft.ru
Web: www.tatneft.ru 



“타네코:통계 자료

1 위 러시아의정유공장중에공정이용률

7 위 석유제품생산규모

3,5 3 500명의
일자리



주싣 회사 “타네코”의 현재 생산

가공량,           단위: 천 톤 8700

가공 정도, % 99,24

겅질유의 수율, % 87,5

주식 회사 “타네코＂단지 에서 석유의 5600만
통 이상의 석유를 가공했다.

전기탈염설비및상압증류시설 ЭЛОУ-АВТ-7

연간 8 700 000 톤

수소화분해시설 ,연간 2 900 000 톤

원소황을얻는복합시설,연간 278 000 톤

수소생산시설,연간 100 000 및 22 000 톤

기유생산시설, 연간 250 000 톤

중질유열분해시설,연간 2 000 000 톤

납사수소처리설비,연간 1 100 000 톤

2010

2012

2017

2013 

2017

2014

2015

2016

경질나프타이성화시설,연간 420 000 톤 2018

등유및디젤연료의처리시설 ,연간 500 000 및 1 600 000 

톤
2018



ТОВАРНАЯ ПРОДУКЦИЯ АО «ТАНЕКО»주식 회사 “타네코”의 시장성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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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ОВАРНАЯ ПРОДУКЦИЯ АО «ТАНЕКО»디젤 연료 “타네코”

- 2014 년러시아품질프로그램의수상자;

- 2015 년 "러시아의100 베스트상품’’대회우승자;
- 2015 년 "타타르스탄공화국최고의제품및서비스"대회수상자;

- 품질의골드마크 "전러시아마크(III 밀레니엄). 2016 년에 21 세기의품질마크'';

- 2017년에 "러시아의최고 100 대상품"대회수상자;

- "프리볼지예의최고제품및서비스 GEMMA-2017" 금메달;

- 2017 년에타타르스탄공화국의최고의제품과서비스''대회수상자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ЕВРО, СОРТ С, ВИД II
ГОСТ P 32511-2013 (EH 590:2009)

품질지수 필수 실제 디젤연료

Euro

실제 디젤연료

TANECO

1. 세탄가 최소 51 까지 51-53 54-58

2. 세탄지수 최소 46 까지 55-56 58-60

3. 15 °С, kg/m3 경우밀도 820-845 823-828 822-824

4.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질량으로) 최대 8 까지 1-2 1이하

5. 유황함량, mg/kg 최대 10 까지 4-9 3이하

6.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 55 까지 56-62 61-68

7. 유분함량, % (용량으로)

- 250 °С 경우, % (용량으로) 최대 65 까지 36-39 28-34

- 350 °С 경우, % (용량으로) 최소 85 까지 93-96 91-95

- 95 % (용량으로), °С 온도조건에서증류된다 최대 360까지 350-356 353-358

8. 최대여과온도, °С 영하 5,또는그이하
영하 5,또는그

이하
영하 5,또는그

이하

디젤 연료: Euro GOST 32511-2013 (EH 590:2009) / TANECO 회사 표준 СТО 11605031-085-2014

상표 С (따뜻한 계절), 종류 III

승용차, 트럭, 승객버스용연료로사용된다.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ЕВРО, СОРТ С, ВИД II
ГОСТ P 32511-2013 (EH 590:2009)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디젤

연료 EURO
실제값디젤연료

TANECO

1. 세탄가 최소 51 까지 51-53 54 - 58

2. 세탄지수 최소 46 까지 55 58 - 60

3.15 °С, kg/m3  경우밀도5 °С, kg/m3  :  GOST 32511-2013에따라
회사표준СТО 11605031-085-2014에따라

820-845
800-845

823-828

822 - 824

4.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질량으로) 최대 8 까지 1-2 1이하

5. 유황함량, mg/kg
최대 10 까지 4-9 3이하

6.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 55 까지 56-62 62 - 66

7. 유분함량, % (용량으로)

- 250 °С 경우, % (용량으로) 최대 65 까지 37-42 28 - 33

- 350 °С 경우, % (용량으로) 최소 85 까지 93-96 91 - 95

- 95 % (용량으로), °С  온도조건에서증류된다 최대 360까지 350-356 353 - 358

8. 최대여과온도, °С 영하 15,또는그이하
영하 15,또는그

이하
영하 15,또는그

이하

디젤 연료: Euro GOST 32511-2013 (EH 590:2009) / TANECO 회사 표준 СТО 11605031-085-2014

상표 Е (계절 사이의 용도), 종류 III

승용차, 트럭, 승객버스용연료로사용된다.
.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ЕВРО, КЛАСС 2, ВИД III 
ГОСТ P 32511-2013 (EH 590:2009)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디젤연료 Euro/ 디젤연료

TANECO

1. 세탄가 최소 48 까지 49 - 51

2. 세탄지수 최소 46 까지 53 - 55

3. 15 °С 경우밀도, kg/m3 800-840 812 - 818

4.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질량으로) 최대 8 까지 1이하

5. 유황함량, mg/kg 최대 10 까지 3이하

6.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 40 까지 49 - 54

7. 유분함량, % (용량으로)

- 180 °С의온도까지 최대 10까지 7-10

- 95 % (용량으로) °С 온도조건에서증류된다 최대 360 까지 330-335

8. 최대여과온도, °С 영하 32,또는그이하
영하 34 –
영하 44

9. 흐림점 영하 22,또는그이하
영하22 –
영하 26

디젤 연료: Euro GOST 32511-2013 (EH 590:2009) /TANECO회사 표준 СТО 

디젤 연료: EURO GOST 32511-2013 (EH 590:2009) /TANECO 회사 표준 СТО 11605031-085-2014

클래스 2 (추운 계절용), 종류 III 

승용차, 트럭, 승객버스용연료로사용된다.
.
.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ЕВРО, КЛАСС 2, ВИД III 
ГОСТ P 32511-2013 (EH 590:2009)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디젤연료 Euro/

디젤연료 TANECO

1. 세탄가 최소 43 까지 55 - 62

2. 세탄지수 최소 47까지 63 - 70

3. 15 °С 경우밀도, kg/m3 800-840 800 - 810

4.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질량으로) 최대 8 까지 1 이하

5. 유황함량, mg/kg 최대 10 까지 3이하

6.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 30 까지 55 - 70

7. 유분함량, % (용량으로)

- 180 °С의온도까지 최대 10 까지 0 - 2

- 95 % (용량으로) °С 온도조건에서증류된다 최대 360 깢; 305 - 335

8. 최대여과온도, °С
영하 44,또는그

이하
영하 44 –
영하 52

9. 흐림점
영하 34,또는그

이하
영하 34 –
영하 50

디젤 연료: EURO GOST 32511-2013 (EH 590:2009) /TANECO 회사 표준 СТО 11605031-085-2014

클래스 4 (극한 추위용), 종류 III 

승용차, 트럭, 승객버스용연료로사용된다.
.



ТС -1상표의제트엔진용연료 -1 :
2016년에 ''러시아최고의 100개제품"대회수상자;
2016년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의최고 1제품및서비스"대회수상자;
품질의골드마크 "전러시아마크(III밀레니엄). 2016년에 21세기의품질마크'';

"프리볼지예의최고제품및서비스 GEMMA-2017"금메달

2017년에 ''러시아의최고 100개의제품''대회수상자
2017년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의최고제품및서비스''대회수상자

JET A-1상표의가스터빈엔진용항공연료 :
2016년에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인증서소지자;
2017년에 "러시아의최고100개제품"대회수상자;
\ 2017년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의 "대회수상자

제트및 가스 터빈 엔진 용 항공기 연료



ТОПЛИВО ДЛЯ РЕАКТ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МАРКИ ТС-1
ГОСТ 10227-86 С ИЗМ. 1-6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20 °С경우밀도, kg/m3 최소 780까지 790

2. 유분함량:

- 비등점, °С 최대 150까지 142

- °С 온도조건에서 10%가증류된다 초대 165 까지 162

- °С 온도조건에서 50%가증류된다 최대 195 까지 182

- °С 온도조건에서 90%가증류된다 최대 230 까지 209

- °С 온도조건에서 98%가증류된다 최대 250 까지 226

3. 20 °С 온도조건애서운동학적인점성도, mm2/s 최소 1,3 까지 1,4

4. 발연점, mm 최소25까지 29

5.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저 28 까지 38

6. 냉랭한온도, °С 영하 60도,또는그이하 영하 83

7.총황의질량분율, % 최대 0,2까지 0,015이하

8. 저발열량, kJ/kg 최소43120까지 43270

9. 방향족탄화수소의체적비율, % 최대 20까지 7이하

ТС-1상표의 제트 엔진용 연료
GOST 10227-86 개정 사항 1-6

아음속비행속도의민간항공을위해사용된다



ТОПЛИВО ДЛЯ РЕАКТ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МАРКИ РТ
ГОСТ 10227-86 С ИЗМ. 1-6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20 °С경우밀도, kg/m3 최소 775까지 789

2. 유분함량:

- 비등점, °С 135-155 141

- °С 온도조건에서 10%가증류된다 최대 175까지 160

- °С 온도조건에서 50%가증류된다 최대 225까지 180

- °С 온도조건에서 90%가증류된다 최대 270까지 207

- °С 온도조건에서 98%가증류된다 최대280까지 221

3. 20 °С 온도조건애서운동학적인점성도, mm2/s 최소1,25까지 1,43

4. 발연점, mm 최소25까지 29

5.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28까지 37

6. 냉랭한온도, °С 영하55,또는그이하 영하 84

7. 총황의질량분율, % 최대 0,1까지 0,015이하

8. 루미노미터수 최소50까지 68

9. 저발열량, kJ/kg 최소43120까지 43370

10. 방향족탄화수소의체적비율, % 최대20까지 7이하

РТ상표의 제트 엔진용 연료
GOST 10227-86 개정 사항 1-6

РТ상표의연료는아음속비행속도의민간항공을위해사용된다
.



ТОПЛИВО ДЛЯ РЕАКТ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МАРКИ ТС-1
ГОСТ 10227-86 С ИЗМ. 1-6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유황함량, % 최대 0,25까지 0,015이하

2. 유분함량:

- °С 온도조건에서 10%가증류된다 최대 205 까지 159

- °С 온도조건에서 50%가증류된다 표준화되지않은 180

- °С 온도조건에서 90%가증류된다 최대300까지 200

3. 인화점, °С 최소38까지 40

4. 15 °С 온도경우밀도, kg/m3 775-840 790

5. 동결온도, °С 영하 47,또는그이하 영하85

6. 발연점, mm 최소 25까지 28

7. 저발열량, kJ/kg 최소 42,8까지 43,5

8. 방향족탄화수소의체적비율, %
최대 25까지 7이하

JET А-1상표의 제트 가스 터빈 엔진용 연료
GOST R 52050-2006 개정 사항 1-2

유럽연합(EU) 국가및미국에서의항공기들의연료보급용사용된다.



기유

이소파라핀기유 TATNEFT HVI-2 :
2016년의품질의골드마크"전러시아마크(III 밀레니엄), 21 회세기의품질마크'';

2017 년에 "러시아최고의 100 대제품품"대회수상자;

2017 년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의최고상품및서비스 "대회수상자

이소파라핀기유 TATNEFT VHVI-4 OIL :
2016년의골드마크 "전러시아마크(III 밀레니엄), 21 세기의품질마크'';

2017년에 "러시아의최고 100 대제품"대회수상자;

2017 년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의최고상품및서비스"대회수상자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운동학적점성도, mm2/s

- 100 °С 경우 최대 2,6까지 2,5

- 50 °С 경우 최대 9까지 7

2. 점도지수 최소100까지 106

3. 15 °С경우밀도, kg/m3 최대 895까지 823

4. 닫힌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135까지 175

5. 동결온도, °С 영하 45,또는그이하 영하 48

6. 유황의함량, % 최대 0,03까지 0,0003이하

7. 중유색체계에의한색상단위 최대 1,0까지 0,5이하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ы для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х, гидравлических масел, масел рулевых механизмов и специальных
охлаждающих жидкостей для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и, турбинных и други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масел.

이소파라핀 기유 TATNEFT HVI-2 (TANECO base 2)

표준 시방서 ТУ 38.401-58-416-2014

변압기오일, 유압오일, 스티어링기어오일 ,또한금속가공,터빈및기타에너지연료유용특수냉각
액체를위한기반으로사용된다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100 °С경우운동학적인점성도 , mm2/s 3,9-4,6 4,4

2. 점성지수 최소125까지 132

3. 열린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210까지 220

4. 동결온도, °С 영하 15,또는그이하 영하 18

5. 유황의함량, % 최대 0,03까지 0,0003이하

6. 15 °С경우밀도, kg/m3 표준화되지않은 828

7. 중유색체계에의한색상단위 최대 1,0까지 0,5이하

이소파라핀 TATNEFT VHVI-4 (TANECO base 4)

표준 시방서 ТУ 38.401-58-415-2014

내부연소엔진용모터오일을생산하는기반으로사용된다 .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100 °С경우운동학적인점성도 , mm2/s 5,7-6,3 6,1

2. 점성지수 최소 130까지 142

3. 열린도가니의인화점, °С 최소220ㅆ까지 241

4. 동결온도, °С 영하15,또는그이하 영하17

5. 유황의함량, % 최대 0,03까지 0,0003이하

6. 15 °С경우밀도, kg/m3 표준화되지않은 830

7. 중유색체계에의한색상단위 최대 1,0까지 0,5이하

이소파라핀 기유 TATNEFT VHVI-6 (TANECO base 6)

표준 시방서 ТУ 38.401-58-427-2017

내부연소엔진용모터오일을생산하는기반으로사용된다 .
.



БЕНЗИН ГАЗОВЫЙ СТАБИЛЬНЫЙ
СТО 11605031-019-2007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качестве сырья пиролиза для нефтехимических производств и заводов органичес로상ㅇ синтеза.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유분함량:

- 비등점, °С 최소 30까지 40

- 끓는종점, °С 최대 185까지 170

2. 15 °С경우밀도, kg/m3 최대 735까지 725

3. 포화증기압, kPa 최대 79,9까지 35

4. 유황의함량, % 최대0,1까지 0,015이하

안정적 가스 휘발유
회사 표준 СТО 11605031-019-2007

석유화학산업및유기합성공장용 고열분해원료로사용된다.



ШИРОКАЯ ФРАКЦИЯ ЛЕГКИХ УГЛЕВОДОРОДОВ МАРКИ А
ТУ-38.101524-93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качестве сырья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углеводородов (пропана,
бутана, пентана); в качестве сырья в процессе пиролиза.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구성요소의질량분율, %

- 탄화수소의양С1-С2 최대 3까지 2

- 프로판 최소 15까지 23

- 탄화수소의양 С4-С5 최소 45까지 75

- 탄화수소의양 С6 및그이상 최대 15 까지 0,01이하

2. 황화수소및메르캡탄황의질량분율, % 질량 최대0,025까지 0,01이하

3. 자유수분및알칼리함량 없음 없음

4. 형태 무색투명한액체 무색투명한액체

А 상표의 여러 종류 탄화 수소들의 혼합물
ТУ-38.101524-93

개별탄화수소를얻기위해석유화학공장들이원료로사용한다 (프로판,부탄,펜탄); 고열분해
과정에서원료로



-2014 년에 ‘’러시아의최고의제품 100 개’’대회수상자;

- 2014년에 ‘’타타르스탄동화국츼최고제품및서비스’’대회수상자

과립화된기술적가스유황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과립의질량분율, 직경 2mm 부터 7 mm까지, % 최소 90까지 98

2. 용적중, g/m3 1,1-1,3 1,2

3. 유황함량(건식물질에변환시), % 최소 99,98까지 99,99

4. 수분함량, % 최대 0,2까지 0,01

5. 애쉬질량분율(건식물질에변환시), % 최대0,02까지 0,005

6. 황산으로변환시산의질량분율(건식물질에변환시), % 최대 0,0015까지 0,0001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химической, целлюлозно-бумажной,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текст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серной кислоты, сероуглерода, красителей, черного пороха, пиротехники, для дезинфекции.

과립화된 기술적 가스 유황
сорт 9998 ТУ 2112-144-31323949-2010

화학, 펄프및제지, 제약, 섬유산업, 소독용으로사용되고황산, 이황화탄소, 염료, 흑색화약, 불꽃놀이
생산에 사용된다.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алюмини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ля сжигания в топках котлов теплов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и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ых котельных.

품질지수 필수값 실제값

1. 유황함량, % 최대 5,0까지 3,5

2. 휘발성물질의질량분율, % 최대 12까지 11

3. 애쉬함량, % 최대 0,8싸지 0,3

4. 질량분율, %

- 바나듐 표준화되지않은 0,04

- 철 표준화되지않은 0,003

- 규소 표준화되지않은 0,03

애노드 석유 코크스, Б 등급
회사 표준 СТО 78689379-03-2016

알루미늄산업에서사용,또한화력발전소의보일러용광로및특수보일러시설에서연소하기한것이다.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алюмини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ля сжигания в топках котлов теплов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и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ых котельных.

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