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식 그랜져 TG 2700 가솔린 엔진닥터큐 엔파워 사용 연비 시험

오늘은 회사 업무에 활용중인 그랜져 TG 2007년식 가솔린 
차량에 대한 연비 시험을 한 결과에 대하셔 알려드리고 자 합
니다.

이 차량은 현재 145,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으로 정기적
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여 차량상태는 최상으로 잘 관리되어 
왔으며 최근 RC-X 제품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승용차에서 부드러운 주행감과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엔진
오일 성능 개선 및 마모 방지를 위한 코팅제 개발에 대한 시장
의 기대가 큰 만큼 2015년을 겨냥해 엔진닥터큐에서 새로운 
제품 엔파워(EN-POWER)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루브캠 시험실과 대외 공인 기관의 수 차례의 시험을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어 실차 성능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시험 차량 정보

• 현대 TG 그랜져 2656cc 가솔린 192 마력
• 트랜스미션 자동 5단
• 현재 누적 주행 거리 145,000km
• 차량공인연비 9.4km/lt
• 연료 가솔린

시험 계획

현대 모비스 순정 5w30 엔진 오일로 교체한 다음 경부고속
도로 대구 - 경주 구간을 일정 구간별로 나눠어 구간별 평균 
속도를 가변적으로 하여 엔파워 적용 전과 이후에 평균 연비
를 몬스터 게이지 제품으로 측정한 다음 그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1구역: 성서IC에서 평사휴게소 약 33.8KM /시속 80KM
• 2구역: 평사휴게소에서 건천 휴게소 약 29.9KM /시속 

90KM 주행이후 경주 톨게이트를 돌아서
• 3구역: 건천휴게소에서 경산휴게소 약 35.1KM/시속 

100KM
• 4구역: 경산휴게소에서 서대구 톨게이트 약 35.1KM/시

속 105KM

시험 구간 소개



시험 오일 소개



1차 주행실시
2014년 12월 15일 오늘은 현대 순정 오일로써 이 차량에 대한 실연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시험 기본 장비 셋팅을 
완료한 상태에서 규정된 구간을 실제 주행합니다.  엔파워 주입 후 길들이기 운전은 12월 19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격
적인 동일 코스로 주행 연비 시험은 12월 23일 실시 예정입니다. 
1구역 성서IC에서 평사 휴게소 구간을 주행 한 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속도가 평균 80KM였으나 몬스터 게이지상의 주행시간과 거리를 시속으로 환산해 본 결과 77.16KM 속도로 주행하였으
며 연료가 2.95LT 사용되었고 연비는 12.7KM를 기록하였습니다. 평소 차량 관리와 정속 주행 그리고 좋은 연비가 측정되는 
시속 75~80KM 사이에서는 높은 연비가 확인 되었습니다.  아래 2구역은 시속 84.86KM 주행으로 연비가 12.1KM였습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교통흐름상의 문제로 정확히 80, 90KM 이런식의 구간별 평균속도값을 얻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3구역 경부선 상행 건천휴게소에서 경산 휴게소 구간 주행 결과입니다. 시속 91.928KM로 주행하였고 연비가 
11.3KM로 측정되었습니다. 주행속도가 올러갈 수록 연비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는 
시속 100KM로 주행 목표였으나 실제는 약92KM로 주행되었습니다.

4구역 경부선 상행 경산휴게소에서 서대구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28.6KM 주행 후 주행시험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북대구 부분
이 교통 혼잡이 있어서 계획보다 이르게 주행 시험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시속 95.87KM로 주행하였으며 연비는 11KM/LT로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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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길들이기 주행 (평균연비 )

그래서 이번 1차 주행에 따른 연비 값을 차트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4구역 경부선 상행 경산휴게소에서 서대구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28.6KM 주행 후 주행시험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북대구 부분
이 교통 혼잡이 있어서 계획보다 이르게 주행 시험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시속 95.87KM로 주행하였으며 연비는 11KM/LT로 측정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엔파워를 주입한 다음 길들이기 운전을 겸해서 유사코스를 주행하면서 연비를 측정을 해 보았
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별 주행거리 주행시간 평균속도 측정연비 연료소모

성서IC-평사휴계소 37.4KM 28분 35초 78.57KM 12.5KM/LT 2.99LT

평사휴계소-경주톨게이트 37KM 25분5초 81.1KM 11.6KM/LT 3.19LT

경주톨게이트-경산휴게소 42.4KM 26분27초 96.36KM 10.4KM/LT 4.07LT

경산휴게소-서대구톨게이트 26.6KM 14분45초 99KM 10.0KM/LT 2.66LT

1차 엔진오일만 교체한 후 바로 시험한 연비 결과보다 전체적인 엔파워 주입 후 바로 측정했을 경우 연비가 다소 나빠졌습니다. 
충분할 길들이기 이후에 연비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수일 후에 최종 연비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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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져 TG 2700cc 가솔린 /현대순정오일



엔파워를 주입하고 바로 2014년 12월 19일 주행시험 실시한 결과 엔진오일만 바로 교체하고 시험한 것과 비교하여 길들이기 
과정이 생략되었음으로 다소 연비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충분한 길들이기와 코팅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 약 한달내외 주행거리 기준 2000km 이후에 2015년 1월 20일 3차 주
행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행출발점인 성서IC 고속도 진입구

출발점에서 누적 주행거리와 Trip rest. 1차 주행 시험실시전 주행거리계는 145,000km 정도였고 3차 시험 직전 누적주행거리
계는 147,935로 엔진 오일 교환 기준 2900km가 지났고 엔파워를 주입한 이후 2000km 정도 경과한 시점.



구간별 주행거리 주행시간 평균속도 측정연비 연료소모

성서IC-평사휴계소 37.5KM 29분 28초 76.37KM 13.2KM/LT 2.84LT

평사휴계소-경주톨게이트 37.7KM 27분32초 82.17KM 12.0KM/LT 3.14LT

경주톨게이트-경산휴게소 42.6KM 29분47초 85.83KM 11.9KM/LT 2.11LT

경산휴게소-서대구톨게이트 26.6KM 16분26초 97.15KM 11.8KM/LT 2.27LT

3차 주행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3구간 경주톨레이트에서 경산 휴게소 구간은 다소 통행량이 많아 1차2차 시험
대비 실제 구간 평균속도는 다소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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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주행 시험 (평균연비 )

3차 주행 시험 평균 연비 그래프

시험 평균속도(km/h) 평균연비(AFSR)(km/lt) 연비변화율
1차주행 87.45 11.78 -
2차주행 88.00 11.13 -6%
3차주행 85.38 12.23 4%

1차:  현대 순정오일 교체 5W30 SL급
2차:  현대 순정오일 + 엔파워 사용 즉시 시험
3차:  약 2,000KM  길들이기 주행이 후 시험.

<결론>

이 차량 역시 이전부터 엔진코팅제와 당사 블란도 오일을 사용해왔고 단순히 시중 일반 오일 교체 후 연비를 측정한 이후 엔파
워를 사용 연비를 측정해보는 것은 다소 데이타의 신뢰성을 얻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으나 엔파워 제품이 기존 코팅제와는 달리 
연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엔진보수기능을 함께 고려한 측면이 있었음으로 엔파워를 기존 엔진오일에 혼합해서 사용하기만 해
도 일정 비율의 연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외에 부차적으로 차량에서 엔진의 소음이 감소되고 부드러워 졌으며 안정적인 주행성능과  향상된 출력을 보였습니다.



3차 주행 시험 결과 / 몬스터 게이지로 측정된 스크린 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