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닥터큐 블란도 10W30 K7 시내 주행 시험기

2013년식 기아 K7 3000CC LPI 주행시험 할 차량입니다. 최근 엔진닥터큐 블란도 10W30으로 
교체 후 고속도 연비가 평균 10.9KM에서 12KM로 향상되어 이 번에는 실제 시내 주행을 통해
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 삼성택시에서 2차 연비 및 엔진 오일 성능 시험중이고 추가적인 업무 협의가있는 관계
로 오늘 방문 스케쥴이 있어서 시내주행을 통해서 연비를 측정해보려고 합니다. 몬스터게이지와 
주행거리계를 리셋하고 주행을 시작합니다.

<주행코스 안내>
강창교 - 계대사거리 - 두류네거리-반월당역-범어네거리-수성트럼프월드-삼성택시
네이버지도 기준 거리: 약 17.31km

대구를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로 가장 차선폭이 넓은 반면 교통량이 가장 많고 체증이 심한 도로
입니다. 연비 측정을 위해서 오후 3시에 강창교를 출발하여 삼성택시에 도달하는 코스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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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벌대로를 통과하여 삼성택시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택시기사 수시 모집 광고판이 입구에 보
입니다. 혹시 택시 운전에 관심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측정 결과는 과연 어떨가요? 18km를 41분에 걸쳐 주행을 했군요. {(41x60)+20} /3600초 = 
0.69  18KM/0.69= 26KM/h  평균 시속이 26KM에 불과합니다. 역시 지체가 심해서 연비가 
좀 형편없이 6.1KM/LT로 측정이 됩니다. 시내구간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한 것에 비하면 썩 나
쁘지 않은 것 같군요. 이전에 엔진닥터큐 블란도오일 사용 이전에는 거의 5KM 중반에 비교하면 
많이 좋아 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성택시에서 신천대로(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북대구
IC부근까지 주행 후 연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주행코스 안내>
삼성택시 -  상동교 - 신천대로 - 동화교입구교차로
네이버지도 기준 거리: 약 12.64km



이번에 주행한 거리는 12.8KM를 22분에 주행하였고 연비는 8.6KM/LT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속도는 34.6KM로 주행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특별한 지체 없이 몇번의 신호대기 후에 저속
으로 지속 주행하였음으로 나름 좋은 연비가 기록 되었습니다.

HG 그랜져, K7 3000CC LPI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몬스터게이지를 부착해서 자신의 차량의 
연비를 한번 측정해보시고 이 수치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내 주행 총거리는 20.8KM이고 주행 시간 대비 시속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해 본 결과  
평균연비는 6.97KM/LT를 기록하였습니다. 얼마전 택시회사에서 집계한 연비를 본적이 있는데 
2000cc LPI 기준 6.5KM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50% 이상 큰 3000CC 차량 시내 주
행에서 6.97KM/LT는 결코 나쁘진 않은 수치입니다. 이 결과는 블란도엔진오일이 연비에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간 운전시간(초) 시간가중치 측정연비 연비계산

1 2,482 0.650 6.1 3.968

2 1,333 0.349 8.6 3.000

합 3,815 6.97km/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