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식 K7 2700LPI 6단변속  차량 엔파워  연비 시험 

2010년식으로  95,000KM를 주행한  차량을  엔파워  적용 후 코팅으로  인한 연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합니

다. 차량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오토크루저  장착 차종으로  규정된  구간에서  오토크루저를  활

성화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레이킹  없이 정속 주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사진>  K7 2010년식 쥐색 차량 / 현재누적거리  98,000km / 몬스터  게이지  부착 / 출발점  북대구  톨게이트  

입구 / 표준 시험 후 엔파워  주입 

 

시험 계획:  

시험은  대구 – 포항 고속도를  편도로  평균 시속 85KM/H와 105KM/H로 각각 주행 한 이 후 연비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기로  함. 

1. 몬스터  게이지를  사용하여  각각 현재 오일 사용 상태에서  연비를  측정함. 

2. 표준 연비 측정이  완료되면  엔진 오일 첨가제를  주입 한 상태에서  길들이기용  주행을  실시하고  연비를  

측정함 . 

3. 길들이기  주행 이후 2차 주행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변화된  연비를  구함. 

 

<시험 후 결과 요약>  

구간  북대구톨게이트  –  포항톨게이트  포항톨게이트  – 북대구  IC 

거리 77km 74.4km 

1. 표준 연비 측정 11.5km/Lt 9.7km/lt 

2. 길들이기  연비 측정 11.2km/lt 10.3km/lt 

3. 최종 확정 연비 측정 11.3km/lt 11.2km/lt 

 

 

 

 

 

 

 



(측정자료) 

표준 연비 측정 

● 북대구톨게이트  – 포항톨게이트  입구 (구간 평균 시속 85.97KM) 

● 포항톨게이트  입구 – 북대구 IC 입구 (구간 평균 시속 106.2KM) 



(자료) 

길들이기  연비 측정   

● 북대구톨게이트  –  포항톨게이트  입구 (구간 평균 시속 86.12KM) 

● 포항톨게이트  입구 – 북대구 IC 입구 (구간 평균 시속 105.23KM) 



(자료) 

● 최종확정  연비 측정 

● 북대구톨게이트  – 포항톨게이트  입구 (구간 평균 시속 86.6KM) 

● 포항톨게이트  입구 – 북대구 IC 입구 (구간 평균 시속 103.08KM)  



<주행 요약>  

주행시간대  기후조건    1구간(85KM대) 2 구간(105KM대) 평균(95KM대) 상승율(%) 

2015-02-27 11시 맑음, 5도, 바람 표준 11.5 9.7 10.6 0 

2015-02-27 1시 맑음, 7도, 바람 길들이기  11.2 10.3 10.75 1.4% 

2015-02-28 10시 흐림 5도 1차주행  11.4 10.4 10.9 2.8% 

2015-02-28 3시 흐림 6도 2차주행  11.3 11.2 11.25 6.1% 

 

결론: 

표준 연비 측정시험에서  북서풍  영향인지  왕복 구간별  연비 폭이 다소 커 보였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길들

이기 주행에서는  편차가  다소 줄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연비 상승이  보였습니다 .  

위 도표에서  보듯이  표준 연비 시험 이후 길들이기  주행 시 약간의 연비 하락을 보였음. (11.5 -> 11.3) 

80KM 이후 리턴 구간 (포항 –>  대구) 부터는 연비가 9.7 -> 10.3로 상승하였으며  최종 연비 시험에서는   

약 6% 정도의  연비가  상승하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엔파워의 주요 구성 성분 합성유와  나노 WS2 물질외에  엔진닥터큐  개발팀에서  엄선된 원료 

와 브랜딩 기술이 결합되어 어떤 회사에서도  엔진 코팅제 사용으로  인한 확실한 연비 개선 효과를 제대로 

밝혀 내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 최초의 사례로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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