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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가운데는 계기판의 RPM의 수치가 자동차 속

도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를 경험

한 적이 있는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 RPM이란?

RPM이란 Revolution Per Minute의 줄임말이다. Per 

Minute 이란 '1분 당'이라는 뜻이고 Revolution에는 회

전, 공전 등의 의미가 있으니 결국 1분당 회전수를 의미

하는 것이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이 내는 힘이 커지고, 따라서 자

동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 RPM 이상 증상 원인

RPM 계기판이 이상 현실을 보이면 운전자 입장에서

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안전운전에도 큰 문

제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주요 원인은 파악

해 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

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모든 RPM 이상 증상은 ECU 작동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ECU란 electronic control unit의 줄

임말로, 엔진과 변속기 등 차량의 주요 부품들의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ECU는 차량 곳곳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주요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엔진 및 기타 장치를 제어한다.

그런데 정보 파악과 명령, 제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

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상 현상이 발생한

다. 이를 엔진 부조 또는 RPM 이상 증상이라고 말한다.

ECU 자체의 오작동으로도 RPM 이상이 발생하긴 하

지만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정보 파악 과정에서 더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운전자 스스로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

들이다. 

RPM에 문제는 대부분 주기적인 정비와 교체로 예방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귀찮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한 정비를 미루거나 소홀히 하면 더 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어떤 자동차 문제이든지 미리미리 점검하

는 습관을 길러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할 수 있다.

스로틀 보디 불순물
스로틀 보디란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

하는 장치이다. 에어클리너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공

기가 닿는 부품이기 때문에 쉽게 이물질이 쌓이고 

오염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흡기 계통 세정제나 스로

틀 보디 전용 세정제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전용 세정제로 청소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간혹 일반적으로 차량 부품을 닦을 때 쓰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전용 세정제가 아니면 오히려 이물질이 닦이지 않고 

쌓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당장은 괜찮더라도 다

시 쉽게 재발하고 만다.

에어플로우 센서 불량
에어플로우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도 RPM에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에어플로우 

센서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감지해서 ECU

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정보를 

전달받은 ECU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연료 분사 작

동 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RPM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연료 분사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에어플로우 

센서의 불량으로 인해 RPM 이상 증가가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에어크리너 필터 불순물
주로 에어크리너라고 불리는 공기 청정기는 엔진의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에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

할을 하는 필터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에어

크리너 필터에 불순물이 쌓이면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줄게 되고 자연스럽게 엔진 출력도 저

하되고 RPM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에어크리너가 깨끗하면 연비도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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