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닥터큐 2015년 신형 엔진코팅제 EN-POWER를 사용하여 
오피러스 2008년식 가솔린 차량을 몬스터게이지를 사용하여 연비 시험 

오늘은 오피러스 3300CC  차량에 대한 엔진닥터큐 엔파워
엔진코팅제에대한 실사용 주행테스트에 대한 내용을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RC-X를 1회 사용한 이후 합성엔진오일로 최근 교체
한  차량에 대하여  엔파워 코팅제를 적용이후 몬스터게이지
를 사용하여 평균연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주행에 필요한 센서와 프로그램을 셋을 완료 후 오후 4시반
쯤 출발해서 북대구 IC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한 다음 대구포
항선으로 진입하여 규정된 속도로 주행합니다.

포항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이후에 평균 연비를 몬스터게
이지 연동 스마트폰 상에 확인 을 해본 결과 평균연비가 
9.6KM/LT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몬스터게이지의 크루즈플러스 인터페이스로 확인해
봅니다. 약 52분 30초에 76.5KM에 주행하고 각종 수치를
확인합니다. 냉각수 온도 85℃, 엔진오일온도가 73℃로 나
타났습니다.  

종전 연비 측정값을 확인 한 후 엔진오일 주입구에 엔파워 
400ml를 투입 한  이후 약간의 길들이기 과정이 필요함으
로 톨게이트에서 포항 시내와 죽도시장을 둘러본 다음 엔파
워 사용이후 연비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시험차량 소개
• 2008년 7월식 기아 오피러스  3300CC 가솔린, 5단 

자동미션
• 차량공인 연비: 9.0KM/LT
• 오일교환 이력: 엔진닥터큐 RC-X 1회 사용 이후 합성 

엔진오일로 최근 교체한 차량
• 현재 누적 총 주행거리: 205,050KM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괘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관리 
차원에서 이전에 RC-X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2008년식이고 그 동안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있는 20만 
KM를 초과한 차량임으로 엔진오일을 자주 교체하였다 하
더라도 연비와 엔진코팅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엔진닥터
큐의 엔파워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죽도시장에 들려 저녁식사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동일한 
구간을 주행합니다

• 시험구간: 대구포항선 (북대구IC 부근 -> 포항톨게이트
출구)

• 주행거리: 편도 76.5KM
• 주행속도: 고속도 진입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93~95KM/h 정속주행, 게기판 기준 100KM 전후
• 측정방식: 대구-> 포항 구간에서 현재 차량 연비를 측정

하고 엔파워를 주입 약간의 길들이기를 한 다음 포항-> 
대구 구간에서 변화된 연비를 체크 



저녁 7시 35분에 포항톨게이트 입구에서 연비측정을 위해
서 차량거리계와 몬스터게이지를 초기화 해서 주행을 시작
합니다.

205,141KM에서 시작하여 원래지점으로 돌아와서 주행 
거리계를 확인합니다. 트립상 주행거리는 76.5KM로 측정
지만 크루즈 인터페이스상에는 76KM 확인 되었습니다. 아
무튼 동일 구간에서의 평균 연비는 9.9KM로 측정되어 약 
3%의 연비 개선 효과가 나나탔습니다. 하지만 야간 주행
의 경우 대기의 습도가 높아 공기저항이 높아짐으로 연비가 
감소됨으로 실제 주간 주행시 5% 이상 연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실제 연비효과는 이보다 더 클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10일 이후 엔진코팅이 어느정도 완성되는 시점에 초기
연비데이터를 구한 시간대에 왕복주행하여 최종 연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1차 주행 시험 결과

항목 연비 엔진오일

온도(℃)
냉각수온도

(℃)
연료소모량

합성유 9.6KM 73 85 8.0 lt

합성유+
엔파워 

9.9KM 70 84 7.66lt

주행 결과에서 보둣이 연비 개선과 엔진오일 온도가 3℃ 하락하여 
엔파워제품의 경우 즉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