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닥터큐 블란도 10W30 K7 주행 시험기

2013년식 기아 K7 3000CC LPI 차량으로 주행시험할 차량입니다. 최근 엔진닥터큐 블란도 
10W30으로 교체 후 고속도 연비가 평균 10.9KM에서 12KM로 향상되어 이 번에는 고속도 국
도 혼합 주말 실제 주행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블란도 제품에는 저마찰특수 엔진 코팅 첨가제
가 사용되어 시내 주행과 같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시내 구간에서 저마찰엔진오일 사용은 필수적
으로 공회전시 미끄럼성 좋게하여 동력소모를 줄여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IF-WS2(나노
풀레린 이황화텅스텐)이 가미되어 급가속시 파워를 올려주는 최첨단 엔진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
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합성유로 인증 받은 GROUP III 합성유에 첨가제 전문회사 루브리졸 첨가
제 패키지로 오일이 구성되어 있음으로 일반 엔진 오일 대비 교환주기가 2배 긴 제품입니다. 

이 차는 6기통 GDI 엔진을 채택한 차량으로 엔진오일은 정확힌 6LT가 들어 갑니다. 오일필터외
에 에어크리너드을 전부 교환하고 연비 시험 준비를 끝냅니다.



종전에는 만충전 후 일정 거리 주행후 또 다시 만충전 후 소모된 연료대비 주행거리로 연비를 계
산했으나 동일 조건으로 운전해도 편차가 심해 이 번에는 몬스터게이지 실제 연료 분사량을 바탕
으로 연비를 계산하는 장비를 부착해서 시험하기로 합니다.

블루투스를 이용 스마트폰에 실시간 각종 엔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요즘 이 제품을 이
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TV에도 방영되었듯이 실제 연비와 매우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
다고 합니다.

주행코스소개:
1구간: 남대구 IC- 성산TG(고속도)-고령TG(국도)-해인사TG(고속도)-매화리(국도)
 다음지도 기준 거리: 58.2KM
2구간: 매화리-성산 TG(국도)-남대구TG(고속도)-북대구TG인근(국도)
 다음지도 기준 거리: 72.0KM
날씨: 약한 비, 기온 12

1구간: 남대구 IC- 성산TG(고속도)-고령TG(국도)-해인사TG(고속도)-매화리(국도)



2구간: 매화리-성산 TG(국도)-남대구TG(고속도)-북대구TG인근(국도)

각종 게이지를 리셋이후 출발합니다. 남대구TG에서 성산TG까지 주행합니다. 어제 블란도 엔진 
오일 교환 후 김천에서 대구 고속도 구간에서 연비가 종전 10.9에서 12.1KM 상승하여 오늘 고
속도 구간에서 연비를 비교해 봅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아주 연비 상태가 어제 못지 
않게 좋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19.4KM 구간을 15분에 주행하여 연비가 11.7KM/LT로 측정되
었습니다.



남대구 TG에서 출발시 게기판을 리셋합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35,473KM상태입니다.



성산TG를 빠져나와 국도 주행 그리고 고령TG에서 해인사TG 그리고 국도 주행을 거쳐 원래 네비
에 표시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성산TG를 빠져나와 국도 주행 그리고 고령TG에서 해인사TG 그리고 국도 주행을 거쳐 원래 네비
에 표시한 지점에 도착 후 주행 상태를 확인 해 봅니다.
트립상 55.1KM를 평균시속 65KM로 주행하여 50분20초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면 연비는 
10.2KM/LT를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한 정체가 없었고 정속 주행을 하였음으로 아주 훌륭한 연비
기 기록 되었습니다. 저속 구간 주행시 마찰이론에서는 금속마찰 상태를 경계윤활이라 말하는데 
저마찰첨가제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연비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구간 주행을 동일한 방식으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출발이 다소 늦어져 오후가 되자 주
말나들이 차량이 일부 구간에 심하게 정체되어 제대로된 연비가 측정될까 우려스럽지만 주행을 
시작합니다.



88고속도는 해인사TG에서 고령TG까지 정체됨으로 코스를 국도로 쌍림-고령-성산TG로 우회하
기로 하고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쌍림에서 고령TG 부분에 정체되기 시작하여 약 15분간을 가
다 서다를 반복하다 고령을 지나 정체가 풀려 고령 TG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 수 있었습니
다. 대구로 진입한 후 신천대로 팔달교 부근에서 다소 정체되어 목적지까지 서행하며 도착하였고 
비가 오는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시험을 종료합니다. 역시 처음과 같이 각종 주행 상태를 체크합니
다.

먼저 차량 계기판을 확인합니다. 70.5KM를 평균속도 52KM로 목적지에 1시간 28분 소요로 주
행하였습니다. 역시 고속도 구간을 1/2정도 운행하였지만 국도의 부분 정체로 인해서 고속도 
일반적인 정속 주행 100KM에 절반정도 속도 밖에 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역시 평균속도가 1구간(시속65KM)보다 크게 떨어진 52KM로 주행하다 보니 연비가 10.2KM
에서 9.6KM/LT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엔진닥터큐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는 확연히 연비가 평균 1~1.5KM/LT가 상승된 것
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규정된 구간에 일정 속도로 운전하면서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과 달리 실제 일상 주행에서 
연비를 측정해 본 의미가 있었습니다. 3,000CC LPI 차량의 연비로는 확실히 좋은 수치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속주행이 분명 연비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
라진다는 주행속도를 달이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배기랑의 챠량(3000cc이상)
은 90~110km 사이로 정속으로 주행하면 가장 좋은 연비를 달성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차량은 
80에서 90km 정도에서 가장 연비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한 것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