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스터게이지를 이용한 엔진닥터큐 RC-X 첨가제 주행 시험(K7 LPI차량)

오늘은 요즘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진단시스템 “몬스터게이지(Monster gauge)”와  
엔진첨가제 엔진닥터큐 RC-X를 사용하고 있는 K7 LPI 
차량에 대한 주행 시험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시험차량 제원: 

• K7 2013년식 3000CC, LPI /공인연비 8.2km
• 사용 엔진오일 및 첨가제: ARAL 5W40(합성유), 

엔진닥터큐 RC-X 250ml
• 현주행거리: 34,000KM 
• 마지막 엔진오일 교체 주행거리: 30,000KM

몬스터게이지를 장착하기 한달전에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서 카센터를 방문하였다. 평소에 차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편이라서 매 10,000KM에 오일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 번에 엔진 오일은 신차에 
제공되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인기 있는 ARAL 
합성유 제품에 엔진닥터큐 RC-X로 교체하여 주행성능과 
연비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엔진오일은 회사 가까운 
곳에 서비스 좋기로 소문난 레몬이라는 오일 교환점을 
방문하였다. 역시 소문난 집은 뭔가 다른 듯 합니다. 
카센터에는 여러가지 엔진 첨가제, 수입엔진오일등을 많이 
비취하고 있었고 사장님 인심도 후에 보였습니다. 

티켓몬스터에 이 제품 할인 공구하는 것을 보고 약 15만원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어서 차량에 
연결하고 시험법을 충분히 익힙니다.

역시 검증되고 유저가 많은 장비라서 그러한지 블루투스랑 
연결이 쉽게 되고 스마트폰앱에서 몇 가지 차량 정보만 
입력하면 장착되어 바로 차량 현재 정보가 스마트폰에 
표시됩니다.

오늘 김해공항 업무차 들렸다 오는 길에 현재 업무용 차로 
이용중인 K7에 대한 고속도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발시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정보를 
리셋하고 주행을 시작합니다. (리셋은 시동을 끝 후 재시동 
하면 초기화 됩니다.) 

일단 공항 입구에서 신부산고속도로진입로까지 5KM 
정도는 일반도로 주행하고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대구 
성서IC출구까지 측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첨가제 사용으로 인한 연비 및 소음등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 차례 시험하였지만 실제 차량에 
측정기계를 부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로 연료 만충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주행한 이후 실제 소모된 연료량으로 
연비를 계산해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엔진진단 커넥터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블루투스를 통하여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몬스터케이지를 장착하여 실제 연비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확장 단장한 김해공항은 주차타워도 신설되고 
해서 예전보다 훨씬 쾌적해진 느낌입니다. 뵙기로 했던 
외국분과 잠시 미팅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면서 드디어 
몬스트게이지와 본격적인 시험을 실시합니다.

일단 주행 목표를 고속도 입구까지 5km정도를 제외하고는 
평균시속 100km를 목표로 크루저컨트롤 기능을 
활성화해서 시험하기로 합니다.

평일 낮시간대라서 고속도 통행량도 많지 않고 해서 
몇 번의 브레이킹과 통행량으로 인한 구간 감속외에는 
대부분의 크루징 활성화가 가능했습니다. 주행거리계를 
리셋한 다음 도착시 거리를 확인해본 결과 115.7km로 
확인이 됩니다. 역시 온라인맵 거리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군요.

정속주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변화를 주면서 
몬스터게이지상의 평균연비 변화과정을 확인해보니 고속도 
평지 주행의 rpm은 2000이하 속도는 시속 95km에서 
100km로 주행시 가장 좋은 연비가 기록되었습니다.

연비주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하면 초기화면 
주행표시계의 순간연비표시 부분에서 숫자를 20을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행하면 평균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몬스터게이지상의 여러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주행 1시간 
17분만에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표시된 여러 정보를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주행코스:김해공항입구 -> 신대구부산고속도 -> 
경부고속도를 이용 대구성서IC출구(네이버맵기준 거리 
116.2KM)

갤럭시노트8을 사용하다 보니 캡져된 스크린 사이즈도 
큼지막하여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결과는 주행연비가 10.9km/L가 나왔습니다. 오일 
소모량은 약 10.6LT.  어제 장착후에 동종차종의 연비 
순위를  보니 제차가 가볍게 1위를 기록했네요. 동종차종 
평균 연비가 6.4km인데 2일동안 누적 차량 주행 연비를 
기준으로 9.1km인데 1위라니 놀랍네요. 추후 다른 종류의 
엔진오일을 사용하여 연비상황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기로 
마음먹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