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닥터큐 RC-X 및 2015년 신형 엔진코팅제 EN-POWER를 사용하여 
TG 그랜져 LPI 차량을 몬스터게이지를 사용하여 연비 시험 포스팅

오늘은 그랜져 TG 차량에 대한 RC-X 및 엔진닥터큐의 
2015년 신제품 첨가제 EN-POWER 첨가제에 대한 시험 진
행 및 결과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RC-X를 1회 사용한 차량 TG 그렌져를 새로운 오일 교체 후 
몬스터게이지를 사용하여 평균연비를 측정한 다음 엔진닥
터큐의 새로 출시 예정인 EN-POWER(엔파워) 제품을 적용 
차량의 변화 상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야간 실내 촬영이라서 그런지 화면히 선명하지 못합니
다. 북대구를 출발해서 약 56분만에 포항 IC 부근 반환점
을 돌면서 출발시점에서 부터 현재까지 연비를 점검하니 
10.1KM/LT로 표기가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북대구 IC 부근 출발점에 
도달 한 후에 최종 연비를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누계 최종 
연비 10.3KM/LT가 측정되었습니다.

시험차량 소개
• 2009년 3월식 TG 그랜져 2700LPI, 자동미션
• 차량공인 연비: 7.6KM/LT
• 오일교환 이력: 엔진닥터큐 RC-X를 사용 후 약

2,000KM를 주행한 차량
• 현재 누적 총 주행거리: 202,540KM
• 2014년 11-21일 S-OIL GROUP III 합성유 5W30으로 

교체 후 시험(SN급)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괘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관리 차
원에서 이전에 RC-X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하
였음으로 엔진코팅으로 인한 복원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연비 및 소음 측정
을 시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주행은 교통상황이 좋은 대구포항선을 이용하여 최대한 정
속 주행을 통해 평균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
니다.

고속도 위주의 정속 주행을 진행하다 보니 동일 차종 연비에 
비하여 잘나와서 하루 누계 연비에서 바로1등을 하게됩니
다. 이 연비는 일상 주행 연비니 시험구간 연비랑 당연히 다
르겠죠. 주행 후 차량 실내 소음을 덤으로 측정해서 내일 엔
진닥터큐 2015년 새로 출시되는 EN-POWER(엔파워)제품 
시험을 위해서 참고로 하기로 합니다.

실내소음은 iphone 어플인 anydecibel을 이용합니다. 이 
앱은 일정시간 평균 소음 측정이 가능하고 최소 최대 dB도 
알 수 있어서 상대비교용 소음 측정앱으로서는 아주 좋은 듯 
합니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해서 고가 측정 장비보다 활용성
에 좋아 매우 유용합니다. 주행 후 정지상태에서 실내소음
이 49.6dB로 측정되어 매우 양호합니다.

• 시험구간: 대구포항선 (북대구IC 입구 -> 포항IC를 왕복
하는 구간

• 주행거리: 152.8KM
• 주행속도: 고속도 진입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93~95KM/h 정속주행, 게기판 기준 100KM 전후



11월22일 토요일 오전 본격적으로 EN-POWER 제품을 주
입하고 전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비측정 및 주행성능을 체
험하기 위해서 제반 준비를 합니다.

차량을 어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하면서 엔파워 주입후
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운전
합니다. 
주행 초반이라서 그런지 특별히 소음이나 엔진이 부드러워 
졌다는 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운전 중간중간 몬스터게이
지의 변화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북대구IC에서 출발하여 포항 톨게이트를 지나기 직접에 몬
스터게이지 상의 각종 지표를 확인하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파워 사용전(좌) 후의 동일 지점에서의 연비 변화(초기구
간) 75KM 주행 지점 10.1KM에서  10.9KM로 약 8% 향
상 아주 세밀하게 운전해서인지 동일 지점에서 주행시간도 
54분으로 동일합니다.

엔파워 사용전(좌) 후의 동일 지점에서의 연비 변화(주행
완료 지점) 152.8KM 주행 완료지점에서  10.3KM에서  
11.0KM로 약 6.8% 연비가 향상되었습니다. 동일 거리에
서 주행 시간 오차는 약 1분 정도 빠르게 주행이 되었습니
다.

1차 시험 결과로는 엔진오일 첨가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
써 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정속주행의 경우 차량 공인 연
비보다 높은 주행거리를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에 3,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엔파워를 사용할 
경우 LPG 연료 절감은 LT당 1,000원 때 약 19,000원/월 
이 절감됩니다. 연료비가 비싼 디젤이나 가솔린에서 유사한
연비 변화가 있을 경우 월 절감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
다.
엔파워 주입 후 주행 시험 후반 구간에서는 엔진코팅효과가
생기면서 신차에서와 유사한 악셀반응 및 정숙감이 오는 것
을 체험할 수 있었음으로 추후 2차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데
이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엔진닥터큐 EN-POWER 제품은 시중에 유통중인 다른 엔진 
코팅제와의 충분한 비교시험과 다른 차종에 시험을 마친 후 
12월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엔파워의 실차 주행 시험
기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연비를 확인하니 7.6KM/L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차
량 뒷편에 엔진닥터큐 새로운 로고 마크를 부착합니다.

시험차량 그랜져 2009년식 2700LPI / 엔파워 제품은 현재 출시
전이라서 정식 포장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상태

북대구 IC 입구의 SK LPG 충전소에 들려서 연료를 만충하고 계기
판을 리셋하고 몬스터게이지를 초기화하여 주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누적 주행거리는 202,860KM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