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닥터큐 블란도 10W30 오일 K7 주행 시험 3차

오늘은 김천에 엔진닥터큐 취급점 개설 문의가 있어서 방문 
계획이 있었서 업무겸 주행 시험을 병행하기로 하고 K7차
량의 연비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현재 이 차에는 수입 엔
진 오일 ARAL 합성유 5W40에 ENPOWER 첨가제를 사용
하고 있으며 오일을 교환한지는 한달 정도 되었고 교체 이후 
2000KM 정도 밖에 주행하지 못하였지만 블란도 제품을 시
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오일을 교체하기로 합니다.

대구에서 김천까지의 거리는 약 67KM정도이며 대략 4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라 연비를 측정하는데 더 없이 좋은 날 같습니다.

35,300KM에서 미터기를 0로 리셋이후 김천톨게이트 출
구에서 67.3KM를 평균시속 100KM로 43분에 주파한 것
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이제 연비를 확인해볼까요.

이전에 김해 - 대구 구간, 북대구 - 김천 - 고령 - 서대구 구
간에서 측정된 이 차량의 연비 10.9KM/LT랑 거의 동일한 
수치 10.8KM/LT로 확인 되었습니다. ^^
내심 수입합성유에 엔파워 첨가제를 넣은 상태라 지속적으
로 연비 상승을 기대했지만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김천에 진입해서 추풍령 방향으로 이동하다 직지사 입구쪽
에 황학정비소까지 이동합니다. 이 업체는 얼마전까지 현대
자동차 공식 정비 센터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간판을 내리고 
황학정비소로 변경되었다하고 앞으로 엔진닥터큐를 판매하
게될 예정 업체로 소개해준 지인과 함께 업무 협의차 방문하
였습니다. 
김천시내에서 추풍령 방향에 서 있는 거대한 문에 영남제일
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김천의 랜드마크인듯 합니다.

시험차량 소개
• 2013년 기아 K7 3000CC LPI, 자동6단미션
• 차량공인 연비: 8.2KM/LT
• 오일교환 이력: 아랄 합성유 5W40, EN-POWER첨가

제(엔진닥터큐)
• 현재 누적 총 주행거리: 35,300KM

먼저 시험에 필요한 몬스터게이지 센서와 블루투스로 연결
되는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셋팅합니다. 

시험 구간 및 연비 측정 방법은 북대구톨게이트에서 김천톨
게이트(경부고속도)까지 편도로 종전 오일상태에서 엔진닥
터큐 블란도 10W30제품으로 교체 이후 연비 변화를 측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도착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몇장 찍고 향
후 엔진닥터큐 판매에 대해서 협의하고 가져온 블란도 
10W30 제품 엔진 오일도 교환을 부탁합니다. 요즘은 주말
은 대부분 휴일이라 정비소도 한가한 편이고 업체대표와 담
당자와는 수월하게 업무 논의가 되었고 상담에 걸리는 시간
은 고작 20분에 지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추후 엔진닥
터큐 코팅제와 오일 취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사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하시고 앞으로 적극 판매해보겠
다는 확답을 받고 추후에 각종 홍보물을 가지고 재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엔진 코팅제도 보이는데 
록타이트 MoS2 코팅제, 광고의 힘으로 먹고사는 회사 불스
의 불스 파워제품도 보입니다. 타사 제품을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게제되는 글을 계속 읽어 보시게 되면 불스의 
불스파워 제품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미비한 제품인지 곧 알
게 되실 겁니다.

업무협의도 끝이나고 엔진오일도 교환 했음으로 차량 길들
이기를 겸해서 근처 김천직지사에 들려 보기로 합니다.
주창장에 차를 정차하고 점심을 먹고 사찰을 둘러봅니다.

입구 식당에서 정식을 주문하니 반찬이 푸짐하게 많이 제공
됩니다. 일단 허기를 체우고 직지사로 향해서 경내를 둘러
보고 사진을 몇장 찍어 봅니다. 유서깊은 사찰이라 여기저
기 둘러 볼 곳이 많았습니다.

황학자동차정비소는 자동차 검사, 수리, 판금, 경정비, 차량
렌트 등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대형 
업체였습니다. 앞으로 김천혁신도시에도 정비소를 오픈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한창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블란도 엔진오일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부탁해서 엔
진오일을 10W30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오일필터, 에어필
터, 오일 필터를 전부 교체합니다. 
부품대만 받으시네요~감사!



직지사내에 전통 찻집에 들려서 오미자차 대추차를 한 잔씩 
시켜서 담소를 나눕니다. 초겨울 문턱에서 따스한 햇볕아래
서 차 한잔의 여유로 한 주의 피로를 씻고... 다음 번 가족과 
함께 꼭 한번 와야지 하는 생각을 담고 내려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엔진오일 교체 후 주행시험을 마무
리하기 위해서 김천톨게이트 입구에서 처음과 같이 주행거
리계 및 몬스터게이지를 리셋한 다음 연비 측정을 시작합니
다. 주말 오후라서 대구 입구 부분에서 도로가 혼잡하지 않
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종전 엔진 오일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 시켜 온터라 기존 연
비 정도를 예상하고 달려봅니다. 주행중에도 눈이 계속 연
비현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으로 눈이 자꾸 갑니다.  출
발 후 28분이 지나면서 평균연비가 11.8KM/LT를 기록해
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몬스터게이지 부착이 후 한번도  
11.0KM를 넘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된건가요??

이렇게 쭉 달리면 12.0KM달성도 가능하지 싶어서 운전에 
집중해서 주행을 계속합니다. 대구에 거의 도달하려는데 고
속도로 전광판에 금호분기점 사고로 지체된다는 표시가 나
옵니다. 일단 차량이 정체되는 곳 까지 연비를 측정하기로 
하고 주행을 계속하면서 연비 상황을 지켜봅니다. 금호 분
기점에 도달하자 역시 바로 지체가 시작되어 연비측정을 완
료합니다.

역시 정체 시작정에서 연비가 12.1KM/LT로 표시 되었습니
다. 놀라운 수치 같습니다. 오일 교체 이후 연비가 이렇게 올
러가다니!!

오늘 토요일 나들이에 좋은 음식과 눈요기 그리고 블란도 오
일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마무리하게 되서 매우 유익한 하
루를 보내게 됩니다.

3차 주행 시험 결과

제품
연비

(KM/LT)
연비향상 

%
냉각수온도

(℃)
연료소모량

아랄합성유 
5W40

10.9 - 84 -

엔진닥터
큐 블란도 
10W30

12.1 11% UP 83 -

엔진닥터큐 블란도 엔진오일에는 GROUP III 합성유에 세계
적으로 유명한 엔진 오일 첨가제 회사 루브리졸(LUBRIZOL)
사의 첨가제 패키지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독창적으로 조합
한 첨가제 물질 즉, 출력을 높여주는 나노 IF-WS2과 엔진의 
마찰을 줄여주는 몰리브덴 혼합물이 조합되어 최상의 연비
와 장기 엔진오일의 수명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