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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휘발유, 과연 성능도 고급일까?

‘고급휘발유(Plus, Premium급 Gas)를 

넣으면 자동차 수명이 길어져요!’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

다. 하지만 일반휘발유(Regular Gas)보다 

갤런당 1-2달러나 비싼 가격에 선뜻 고

급휘발유를 주유하기 힘들다. 고급휘발

유에 대한 사실과 오해를‘삼성화재 다

이렉트’(1boon.kakao.com/sfdirect)가 안

내했다.

▣ 고급휘발유는 보통휘발유보다 ‘고품질’

일까?

고급휘발유는 고품질 휘발유나 더 희귀

한 휘발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옥탄가, 즉 옥탄의 수치(octane 

rating)이다. 옥탄가는 휘발유가 연소하면

서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저항성이 강하다. 즉, 고

급휘발유란 질 높은 휘발유가 아닌 옥탄 

비율이 높아 노킹 현상이 덜 발생하는 휘

발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킹 현상(knocking)은 뭘까?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 가

스를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

를 일으켜 폭발시킨다. 그런데 압축 도중 

자연 발화되어 정상 시점보다 먼저 폭발

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연료의 조기 착

화 이후, 추가로 스파크로 인한 폭발이 한 

번 더 일어날 때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망

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해서‘노킹’현

상이라고 한다.

▣ 고급휘발유는 어느 차종에나 좋을까?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의 차이에 대

해 알았다면, 노킹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고급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이 무조건 좋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권장 유

종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엔진 설계를 한

다. 즉, 고급휘발유를 권장하는 차량에만 

고급휘발유를 주유하면 되고, 그렇지 않

은 차량은 일반휘발유로 주유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다

보통, 고급차 = 고급휘발유라고 생각하

시만, 고급휘발유를 고급차에만 사용하

는 것은 아니다. 고급휘발유가 필요한 차

량은‘고출력 차량’이다. 주로 압축비가 

높거나 고압의 공기 또는 연료가 주입되

는 엔진이 장착된 경우이다. 이런 엔진들

이 스포츠카나 대형 세단 등에 많이 사

용되기 때문에‘고급차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내 차가 고급휘발유 주유 차

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급휘발유 

주유 차량 여부는 보통 주유구 커버에 표

기되어 있다. 300HP(마력) 이상의 고출력 

차량의 경우 오너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도 있다.

▣ 일반차량에 고급휘발유를 넣으면 성능

이 좋아질까?

일반차량은 고급휘발유를 사용해도 출

력 상승률이나 연비 효과가 미미하다. 사

용 목적 자체가 고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휘발유를 사용

해도 노킹 현상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

록 억제된 출력을 내게 설계되어 있다. 경

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급휘발

유를 넣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 고급휘발유 차종에는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급 휘발유 차종은 

대부분 고출력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 일

반휘발유 주유 시 노킹현상 발생률이 높

다. 그래서 옥탄 비율이 높은 고급휘발유

를 사용해야 한다. 고급휘발유를 사용하

는 것만으로도 엔진 마모라는 큰 위험요

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더 
높여야 하는 이유

여름철에는 타이어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고온으로 인한 타

이어 파손이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

문이다.

타이어 펑크 사고는 85°F 이상

의 날씨일 때 특히 증가한다. 그 이

유는‘스탠딩 웨이브 현상’때문이

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주행 중 

타이어 접지부에 열이 축적돼 변형

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85°F

가 넘어가는 더운 날씨에는 노면에 

160°F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으로 인한 사고

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여 주어야 한

다. 특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50마

일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 할 때 발생

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앞두고 있

다면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주는 것

이 좋다.

▣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알아보려

면 타이어 측면에 표시된 숫자를 확

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타이어 측면

에‘MAX.PRESS.300kPa(44psi)’

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타이어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공기압 수치는 

300kPa(44psi)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 정도이다. 따라

서 최대 공기압 수치가 44psi인 타이

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36psi 정도가 

적정 공기압이다. 또는 운전석 쪽 문

에 부착돼 있는 타이어 표준 공기압 

표, 차량 취급 설명서의‘차량 정보’

를 확인하면 손쉽게 차량에 맞는 적

정 공기압 정보를 알 수 있다.

공기압은 적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압 

과다보다는 공기압 부족이 더 위험

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과다한 경우

에는 편마모 발생으로 인한 타이어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만 타이어 공

기압이 적정 압력보다 낮으면 자동

차 연비와 제동력을 떨어뜨리며, 심

각한 경우 타이어 파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 

▣ 타이어 공기압 자가 점검 팁

타이어 공기압은 육안으로도 대략

적인 점검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

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자가 점검하

고 싶다면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막대식 압력 게이지, 디지

털 공기압 게이지, 전자식 압력 게이

지 등의 압력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점검을 하기 전에는 일단 차량 내 

무거운 짐을 모두 내리고, 타이어 공

기 흡입구 밸브 캡을 제거해 압력 측

정기를 꼽은 후 약간의 힘을 줘 압

력 측정기 계기판의 수치를 확인하

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

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