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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 글로우 엔진/연료/플러그 핸드북 

 

     엔진과 연료와 플러그 

                   어떻게 짝을 이루어야 하는가 ? 

 

 

 

 

 

A. 엔진 과 연료 와 플러그, 그 오묘한 조화를 파헤친다.  

 

B. 쓰고 계신 엔진과 연료와 플러그는 궁합이 맞습니까 ?  

    (삐걱거리는 엔진들, 히팅(heating)하는 엔진들….)  

 

C. 외로운 엔진의 짝을 찾아 주는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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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그동안 엔진의 히팅, 동작의 불안정, 출력

의 부족, 연료선택 기준의 모호성, 무신경한 글로우플러그의 선택...등등

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지경을 헤매이는 동호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답을 구하려 하였지만 그것에는 "왕도가 없다!"는 다소 

위압적인 가르침에 길을 잃고 헤매어 오다가, 마침내 이러한 상황을 떨

치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되어, 이것에 대한 原論的인 答을 구하

려고 노력한 끝에 몇몇 선진국 관련 선구자들의 자문을 받아, 나름대로

의 결론과 확신을 얻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곧 잊어 버리게 될 것 같아서리..... 

 

정리를 하고 보니 참으로 기본적인 작은 것에 의해 움직여가는 조그만 

진리가 신통하게도 여겨지게 되었고, 이처럼 단순한 논리가 왜 그리도 

혼란스럽게 설명되고 전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게 되었는

지 의아해 지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적고자 하는 것이 엔진과 연료와 플러그에 대한 모든 것이라거나, 

또는 唯我獨尊(유아독존), "이것 만이 진리이며 절대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는 결과가 되겠지만....... 

 

다만 …….. 조그만 실험을 주저하지 않는 .......... 

  

우리들 보통 R/C 매니어들에게는 좋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잘못 전수되어 온 비법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바로 잡

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흥~   Inshalla ! 

 

참고: 이 시리즈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추가 사항이 있는대로 번호를 

붙여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번째 이야기........... 

======================================== 

글로우 플러그(GLOW PLUGS),  그 실체를 탐구해 본다 !!! 

.........................................................................………………………… 

( 엔진과 연료와 글로우플러그,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어떤 것들을 선택해 써야 하나 ??  

  의문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국민호랑이)) 

                            ☞ UNITEL UNIRC 기고문 중에서  

   序    言 



 >>> 고급 연료란 ? <<< 
 
1. 레이싱-카의 내구-레이스/스피드-레이스, 레이싱보우트(아웃트리거 등), 곡예용 

헬기, 덕티드팬 제트항공기 등의 최악의 조건에도 엔진의 과열(히팅)등을 일으키

지 않으며 최고의 파워를 낼 수 있는 연료를 말합니다. 

 

-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신화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KLOTZ”윤활유 

-  이것을 개량하여 성능을 한층 높인 현재 세계 최고성능의 “E.D.L.” 윤활유 

 

를 사용한 연료는 국내 제트에어로 [               ]에서 공급하는 영국제 완제품 

연료인 “모델-테크닉스 (MODEL TECHNICS)” 연료가 유일합니다. 

(제트에어로는 이 두가지 윤활유의 오리지널 제조사들로부터 한국내 배타적 공급권

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최고급시장에 공급 할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 

- 이러한 KLOTZ 또는 E.D.L. 윤활유를 쓰지 않으면서 덕티드팬에도, 레이싱-보우

트에도 쓸수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은 귀하의 엔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습해 참

가한 대회 자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만 할 것 입니다. 

 

- 세계적인 “레이싱 팀”들에게 있어서 E.D.L. 윤활유의 사용은 필수사항으로 통합

니다.  세계적인 덕티드팬 모형항공기 제조사들은 이 두가지 윤활유를 사용한 연

료만을 사용할 것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제조원가가 높은 연료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값이 싼 수입품들을 선호하여 수입/보급하는 경

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또한 어떤 회사는 한국용 제품을 별도로 값싸게 제조

해 들여 온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

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사용자들의 느낌은 그 말이 맞다고들 합니다.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하는 연료의 품질은 윤활유와 첨가제에 의해 좌우되며, 

윤활유의 가격은 그 성능과 비례합니다. 

즉, 연료의 가격차이는 윤활유의 차이입니다. 

 

- “제트에어로모델링”은 국내 공군과 민간항공기의 운용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회

사의 한 Division 으로서, 동사는 현재 영종도 신공항 사업에도 큰 규모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제트 모형항공기의 국내보급(자체개발)과 세계 일류품질의 연료, 그리고 
다른 어느 회사에서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열등급(Extra Cold ~ Extra Hot)
의 플러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 플러그들은 한차원 다른 기술의 21 세기형으로서, 현재 전유럽과 미국에서 가
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에서는 이러한 세계 최고급의 연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
내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 고급 연료란 ? <<< 
 
3. 레이싱-카의 내구-레이스/스피드-레이스, 레이싱보우트(아웃트리거 등), 곡예용 

헬기, 덕티드팬 제트항공기 등의 최악의 조건에도 엔진의 과열(히팅)등을 일으키

지 않으며 최고의 파워를 낼 수 있는 연료를 말합니다. 

 

-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신화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KLOTZ”윤활유 

-  이것을 개량하여 성능을 한층 높인 현재 세계 최고성능의 “E.D.L.” 윤활유 

 

를 사용한 연료는 국내 제트에어로 [               ]에서 공급하는 영국제 완제품 

연료인 “모델-테크닉스 (MODEL TECHNICS)” 연료가 유일합니다. 

(제트에어로는 이 두가지 윤활유의 오리지널 제조사들로부터 한국내 배타적 공급권

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최고급시장에 공급 할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 

- 이러한 KLOTZ 또는 E.D.L. 윤활유를 쓰지 않으면서 덕티드팬에도, 레이싱-보우

트에도 쓸수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은 귀하의 엔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습해 참

가한 대회 자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만 할 것 입니다. 

 

- 세계적인 “레이싱 팀”들에게 있어서 E.D.L. 윤활유의 사용은 필수사항으로 통합

니다.  세계적인 덕티드팬 모형항공기 제조사들은 이 두가지 윤활유를 사용한 연

료만을 사용할 것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제조원가가 높은 연료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값이 싼 수입품들을 선호하여 수입/보급하는 경

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또한 어떤 회사는 한국용 제품을 별도로 값싸게 제조

해 들여 온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

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사용자들의 느낌은 그 말이 맞다고들 합니다.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하는 연료의 품질은 윤활유와 첨가제에 의해 좌우되며, 

윤활유의 가격은 그 성능과 비례합니다. 

즉, 연료의 가격차이는 윤활유의 차이입니다. 

 

- “제트에어로모델링”은 국내 공군과 민간항공기의 운용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회

사의 한 Division 으로서, 동사는 현재 영종도 신공항 사업에도 큰 규모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제트 모형항공기의 국내보급(자체개발)과 세계 일류품질의 연료, 그리고 
다른 어느 회사에서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열등급(Extra Cold ~ Extra Hot)
의 플러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 플러그들은 한차원 다른 기술의 21 세기형으로서, 현재 전유럽과 미국에서 가
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에서는 이러한 세계 최고급의 연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
내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목목목               차차차      

   
 

I. 엔진의 동작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1. 연소의 균일도 

2. 점화 타이밍 

3. 윤활의 중요성과 적절한 윤활유의 양 
- 윤활유의 양이 적으면, 더 많은 파워를 얻는다. 

4. 엔진에 가장 적합한 연료와 플러그를 찾는 법 개론. 

 

II. 연료의 구성성분과 그 역할에 관한 소문 (그 虛와 實) 
1. 메탄올은 ? 

2. 니트로메탄은 왜 필요한가 ?  
– 니트로메탄은 기폭제? 혹은 화력증강제?  

3. 천연윤활유는 ? 

4. 합성윤활유는 ?  
– Flash Point(발화점)는 높은 것이 좋다 ? 

5. 천연윤활유와 합성윤활유의 비교. 

6. 기타 첨가제는 ? 

 

III. 글로우플러그에 대한 상식 
1. HOT과 COLD는 무엇인가 ? 

2. 열등급이란 ? 

3. 올바른 열등급의 선택법 

4. 플러그의 열등급과 여러 문제점 

5. 올바른 플러그의 선택을 위한 시험방법. 

6. 플러그의 사용 사례 및 관련 데이터 

7. 주요 제조사의 글로우플러그 열등급과 그 적용범위 

8. 글로우엔진의 종류별 길들이기 가이드 

1) 엔진 길들이기의 목적 

2) 엔진 길들이기의 효과 

3) 엔진 길들이기의 일반적인 방법 

4) 링-타입(Ring type) 2-싸이클 엔진의 경우 

5) ABC/ABN/AAC 2-싸이클 엔진 

6) 4-싸이클 엔진 

7) 데토네이션과 녹킹. 

 

IV. 결 론 (시험방법 및 結言) 

 

엔진의 동작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이제부터 “엔진에 맞는 플러그,연료 선택법"에 대해 좀 더 탐구적인 자세로 글을 써 

보려 합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이러한 시험을 해야 하며, 

 -  왜 이렇게 시험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엔진과 주변 여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고, 

   -  그 오묘한 조화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 

 

를 염두에 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이 혹시 현재 초보자와 앞으로 매니아(Mania)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엔진/연료/

플러그의 삼각관계에 대한 기초 원리와 상식에 관해 다시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합니다. 

 

 

1) 연소의 균일도 및 지속성. 
 

- 연소가 일어나는 형태는 균일하고 지속적인가 ?  

 

첫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연료 각 성분의 혼합 과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가

장 좋은 방법은 분자단위까지 섞는 Molecular Blending(몰큘라 브랜딩)으로서, 

Model Technics 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대개는 차선책으로 초음파 방

식의 브랜딩 방법(Ultrasonic Blending)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계적으로 적당히 흔들어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것은 불균일하고 불완전한 연소를 일으키므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번째, 후자의 지속성 문제는 순수한 니트로메탄(니트로 벤젠이나 대체품이 아

님.)과 적절한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해결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폭발이 균일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이 힘이 피스톤을 지속적인 큰 힘으로 밀

어주므로 같은 양의 연료로도 더 큰 힘과 토오크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 점화의 타이밍은 적절한가 ?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직전 타이밍(흔히 “진각”이라고도 함.)에 맞추어 점

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보다 더 빠르면 노킹(knocking)이나 데토네이션(detonation)을 일으켜 힘이 부

족해지며 엔진을 망가뜨리고,  정상보다 더 늦어져도 엔진이 정지하거나 뒷북치는 

결과가 되어 곤란합니다. 



 

 

3) 윤활의 중요성과 적절한 윤활유의 양. 

 
 

-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유막은 엔진의 동작 중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 점도가 충분히 낮아서 소형의 모형엔진 내에서 각 부분의 움직임에 저항을 일으키

지 않아야 합니다.  모형엔진처럼 매우 작은 엔진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발화점이 높고, 또한 발화점 바로 아래서도 윤활작용이 가능해서, 정상동작시, 또는 

약간 과열된 상태에서도 스스로 타버리지 않고 윤활기능을 유지하면서,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 되어야 합니다. 

- 윤활유의 자체 산화물이나 다른 타다 남은 연료 찌꺼기와 섞여서 엔진의 금속부분, 

특히 피스톤,실린더,베어링 등을 부식시키거나 녹슬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윤활유의 양이 적으면, 더 많은 파워를 얻는다 ?  
 

그렇습니다.  연료에 포함된 윤활유의 양이 적으면, 그 양만큼 알코올(메타놀)이나 

니트로메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통상 윤활유는 점화의 불꽃이 확산되게 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엔진이 저속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글로우플러그를 지나치게 냉각시키는 등 여러가지 해를 끼

칩니다.  따라서 적은 양의 윤활유를 쓰게 되면 엔진의 아이들 특성 및 파워, 급가

속 성능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부족한 윤활유는 엔진의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윤

활작용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찰면의 저항은 커지고, 온도는 급격히 상승

하며, 엔진은 삐걱거리게 됩니다.  곧 히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윤활유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전용 합성윤활유

와 특수 첨가제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연료의 가격을 급격히 

상승 시킵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구성하는 세가지 주요 성분 중 메타놀과 니트

로메탄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비슷하며, 다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윤활유 

밖에 없으므로, 정상적인 수입/제조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료의 가격차이를 곧 윤

활유 품질의 차이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Klotz Techniplate Oil 이나, 유럽 Model Technics 사의 연료

에 사용되는 E.D.L.(Extreme Duty Lubricant)이라는 유활유는, 이러한 최고급 윤활

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일 질이 좋지 않은 연료로 이 같은 시도를 한다면, 곧 바로 엔진의 히팅과 파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값싼 연료의 경우 충분히 니이들을 풀어주고 플러그

의 열등급을 다소 높은 것(O.S.사 #8,A3, 또는 Model Technics F7,F6 등)을 써서, 엔

진을 리치(rich)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비행이나 주행/주항 후에 

매우 적은 양의 윤활유가 남거나, 또는 곧 말라 붙는다거나, 혹은 검정색

의 액체가 배기가스에 섞여 나오거나  엔진의 각부분을 통해 흘러나오면, 

이는 윤활유의 부족이거나 불량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곧 엔진의 

만수무강에 최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윤활유는 절대로 엔진의 폭발연소 과정에서 타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배기가스와 함께 외부로 분출되어야 하며, 이때 변질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기가스와 함께 분출되는 윤활유의 양은 충분히 많아야 하며, 또한 엷은 색깔이면

서 계절에 관계없이 잘 닦이는 것이 좋은 품질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엔진이 내는 파워에 불만을 느낀다면, 가장 손쉬운 파워 증가 방

법은 니트로메탄의 함량이 높은 연료로 바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현재 쓰고 있는 연료보다 약 5% 정도 높은 연료로 바꾸어 시험해 

보십시요. 

만일 500 RPM 정도의 속도 증가가 있어서, 다시 약 5%를 더 높였는데 이번에는 RPM

의 증가가 100~200 정도에 그쳤고, 또 다시 5% 정도를 높였는데 RPM 의 증가가 100-

RPM 정도로 미미했다면, 최초에 한번 바꾼 연료가 여러분의 엔진에 사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니트로함량 연료입니다. 

 

따라서, 그래도 힘이 부족하다면 니트로메탄의 함량을 더 높일 것이 아니라, 좀더 큰 

배기량의 엔진으로 바꾸거나, 다른 종류의 엔진(압축비)으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입니

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엔진의 점화 타이밍과 급가속특성를 잘 맞추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요 ? 

현재의 미조정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조절해 준다면, 같은 엔진, 같은 연료를 

가지고서도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응답특성, 그리고 훨씬 큰 파워(1,000~2,000 RPM)

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추가 조절을 위해서는 열등급(Heat Rating)이 서로 조금씩 다른 일련의 플러그

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일련의 열등급을 갖는 플러그들이 영국의 Model 
Technics 사에서 제조하고 Jet Aero Modelling 사를 통해 국내에 공급이 되고 있으므

로, 이 제품을 이용하여 설명을 전개 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엔진에 가장 적합한 연료와 플러그를 찾는 법 개론  
 

어떻게 ??? 
 
먼저 몇가지의 플러그 (Hot, Mideum, Cool, Cold, Extra Cold 의 다섯 가지 정도)를 
준비합니다. (FirePower series ; F7, F6, F5, F4, F3, F2 Glow Plug) 
먼저 가장 뜨거운 타입의 플러그부터 시작하여 니이들 밸브를 두어 바퀴 풀어준 다음 
High RPM 을 얻도록 조절하고 그 값을 측정하여 기록한 다음,  좀 더 찬 타입으로 한
단계씩 바꾸어 가면서 최고 RPM 이 되도록 조절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 플
러그 모두에 대해 시험을 한 다음, 최고의 RPM 을 냈던 플러그를 골라 쓰면 되는 것입
니다. 
이를 기준으로 그때 그때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한단계 위,아래의 플러그로 변화를 
주어 볼 수도 있구요... 
지금까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면....  엔진과 연료를 고정시켜 놓고, 플러그만
을 변화시켜, 현재의 엔진과 연료를 쓸때 가장 적절한 점화 타이밍을 찾는 시험이었
습니다. 
 
연료가 바뀌면 위의 시험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몇가지 서
로 다른 니트로메탄 함량의 연료에 대해  위에 기술한 시험을 실행하면, 다행스럽게
도 엔진 내에서 연소되는 [연료 혼합기 : 공기]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값
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연료의 낭비도 없으면서 너무 엷은 혼합기도 아
닌 적절한 혼합기 비율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뒷 부분에 자세히 설
명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거의 100 점짜리 세팅이 되는 거지요. 
 
거기다 덤으로 쓰로틀의 응답특성도 거의 최고로 좋아져서, 엔진 자체의 Low speed 
밸브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엔진의 성능은 최고로 발휘됩니다. 
사용 시에는 이 상태에서 니이들 밸브를 약간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니트로메탄의 함량과 관련하여, 자신의 엔진에 적절한 니트로함량의 연료를 

선정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엔진을 시동하고 중간 정도의 쓰로틀 위치에서 엔진이 워밍업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로틀을 내려 엔진이 아이들 상태로 운전되도록 한다음 글로우플러그 전

원( 부스터 배터리)을 제거합니다.  이때 RPM 이 떨어지면 5% 정도 높은 니트로 함량

의 연료로 바꾸고 다시 시험을 반복합니다.   글로우플러그 전원을 제거해도 아이들 

상태에서 RPM 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엔진에 적합한 연료가 선정된 것으로 보아

도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플러그를 바꾸어가며 적절한 점화타이밍을 맞추어 주는 

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최근 일반용 스포츠 엔진들은 15~20% 정도의 니트로메탄을 함유하는 연료에

서 잘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무리하게 높은 니트로 함량의 연

료를 쓰게 되면 압축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지나친 폭발력으로 엔진을 망가뜨리거

나, 점화가 일어나지 않아 엔진이 정지되기 쉽상 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I. 연료의 구성성분과 그 역할에 관한 소문 (그 虛와 實) 
 

 

1. 메타놀(Methanol, CH3OH) 이란 ? 
 

- 메타놀은 모형 글로우 엔진을 구동시키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료입니다.  실

물자동차의 휘발유나 경유처럼 말이죠.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의 일종으로서 광물성이며, 석유로 부터 분리/합성되는 

석유화학물질(petroleum product)은 아닙니다. 

- 하지만 대개의 석유화학물질 및 천연물질과도 잘 섞여서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

일 수 있도록 해 주는 매개체 역할도 한답니다. 

- 모형엔진용의 메타놀은 수분의 함량이 0.05% 미만인 고품질의 것을 써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ISO 스탠다드의 하나인 BSEN ISO 9002 로 그 품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니트로(Nitro- )는 왜 필요한가 ?  
                    ( 니트로메탄은 기폭제 ? 혹은 화력증강제 ? ) 

 

- 니트로 (메탄 or 벤젠)는 무엇인가 ? 

 

글로우 모형엔진용 연료에 첨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중의 하나인 니트로메탄은 그 

뛰어난 성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모형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높은 가격과 구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미국등의 나라에서는 "니트로

벤젠"으로 대체해 생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그 성능은 많이 저하되지요... 

       

니트로메탄은 "니트로파라핀"이라는 화학물질 중의 하나 입니다.  이 그룹의 다른 

물질들에는 "니트로 에탄"과 "니트로 프로판"들이 있습니다. 

니트로에탄은 과거에 엔진의 녹킹이나 데토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니트로메탄 대신 

첨가제로 사용되었었는데, 과거에는 그 가격이 니트로메탄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니트로메탄과 비슷한 가격이 되었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

에 더 이상 흔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니트로메탄은 왜 비싼가 ?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니트로메탄을 제조하는 회사는 단 두 곳 뿐입니다. 

게다가 한 회사는 모델용으로는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독점판매를 하는 

다른 한 회사로 부터 이 제품을 사야만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것도 우리 모델링 업계에서 소모하는 양은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양의 5%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니트로메탄은 곧 파워를 의미하는가 ? 

 

그렇습니다.  높은 니트로메탄을 함유하는 연료는 대개 높은 출력을 냅니다.  그럼 

니트로메탄이 강력한 인화 물질이거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어서 일까

요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트로메탄은 폭발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의심스

러울 정도로 연소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메타놀을 엔진 내부에 흡입하면서 안개형태의 혼합기로 만들었을때, 이 혼합기를 완

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와의 비율은 약 1:6.5 인데 반하여 니트로메탄의 경우에

는 1:2 이하여서, 메타놀의 일부를 니트로메탄으로 대체해 공급하고 연소시킨다면 

같은 배기량의 엔진에서 한 싸이클에 더 많은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답니다.  당연

히 더 많은 파워가 나오겠지요. 

즉 니트로메탄의 폭발력 때문이 아니라, 정해진 공간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울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더 큰 파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메타놀은 제거하고 니트로메탄과 윤활유 만으로 연료를 만들어 태우면 최고의 

파워를 얻을 수 있을까요 ?    저~얼~대 아닙니다. 

니트로메탄은 메타놀보다 훨씬 더 잘 타지 않으므로, 니트로메탄 만의 연료는 제대

로 점화가 되지도 않고, 또한 윤활유와 잘 섞이지도 않아서 제대로 윤활도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 높은 니트로함량의 연료를 쓰면 히팅하지 않는다 ? 

 

실제로 높은 니트로메탄 함량의 연료는 좀 더 많은 열을 내므로 엔진도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절에서 설명했듯이 니트로메탄의 함량이 

많을수록 한 행정(싸이클)에 더 많은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니이들밸브를 더 풀

어서 써야 하고, 따라서 찬 혼합기의 흡입량과 윤활유의 흡입량도 많아져서 엔진의 

동작온도는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니트로메탄 함량의 연료를 쓰면 아이들(idle) 동작 상태도 많이 좋아지며, 

RPM도 더 낮출 수 있답니다. 

하지만 원래 비싼 연료를 더 많이씩 태워 없애므로 비용은 많이 들겠죠 ? 

 

 

- 니트로메탄의 함량을 높일 수 있는 한계는 ? 

 

이것은 castor oil(천연 윤활유,피마자유)의 사용 여부에 달렸습니다.  한때는 순수하

게 합성윤활유만을 선호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단점들이 드러나서 순수

한 합성윤활유 만을 넣은 연료(Straight Synthetic)는 세계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되

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니트로메탄의 최대 함량은 대략 40~50%가 한계입니다. 

그보다 더 높으면 윤활유가 분리되어 엔진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천연 윤활유 (Castor Oil, 피마자유)는 ? 
 

- Castor Oil 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우수한 모델 엔진용 윤활유입니다.  엔진의 청

결에 조금만 유의한다면 이 성능은 저하되지 않으며, 또한 엔진내부의 녹방지에도 좋

은 효과가 있는 윤활유 입니다.   다만 이 윤활유를 포함한 연료를 사용하면 연소시에 

생긴 갈색 또는 검정색의 물질이 엔진 내부에 고착되며,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엔진을 

사용하면 자꾸 그 두께가 두꺼워지며 제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 피마자 열매(Castor bean)에 대하여.... 

피마자는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 입니다.  종종 정원수나 집안 화단에 심기도 하고 

야생에 잡초처럼 자라기도 하며, 일년 또는 다년생 입니다. 

"Ricinus Communis"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피마자 씨앗은 사람과 동물, 또는 곤충들에

게 독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유된 주요 독성 단백질 중 대표적인 성분은 "라이신

(ricin)"이며, 씨앗을 씹거나 으깨지 않으면 피부에 접촉하거나 먹어도 큰 해는 없습

니다만, 만일 씹거나 깨물어 먹으면 장에서 흡수되어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씨앗 한개에 포함된 독성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

니다.   어리적에 구워 먹기도 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하교 후 들판에 나가 열매를 

따 모아서 학교에 갖다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 하군요... 

 

여기에 얽힌 재미있는 사건 ; 1970 년대 말 당시 불가리아의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게

오르기 마르코프"씨는 영국 런던의 "워털루"역에서 옆에 지나던 사람의 우산끝에 살짝 

스치듯 부딪혔는데, 얼마 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

습니다.  사후에 정보요원들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는데, 당시 우산 꼭지에 구멍이 뚫

려있는 조그만 쇠구슬을 붙여 거기에 피마자씨 독을 넣고, 이 끝을 피부에 찔러 심어

서 지속적으로 독성이 몸에 퍼지도록 해서 암살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이지

요..후후훗 

 

그럼 우리가 쓰는 연료에 이 독이 들어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피마자 씨앗은 기계로 눌러서 기름을 짜 내는데 이때 "라이신"도 

같이 짜져서 나옵니다만,  라이신은 수용성이라서 피마자유에는 녹지 않습니다.  때문

에 라이신은 100% 피마자유와 분리 추출되어 의학적인 용도로 쓰인답니다. 

 

어쨋든 이 파마자유(Castor Oil)는 우리 모형엔진용 윤활유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점도가 높고, 검뎅이 생기고, 사용후 청소가 용이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에 의존하여 연료를 제조하면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연료를 제조하기 어렵고, 플러그의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합성 윤활유와 적절한 비율로 

섞고 적당한 첨가제로 단점을 보완하여 우수한 품질의 연료를 만들 수 있답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 첨가제의 역할은 연료의 특성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연료 배합

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비록 그 양이 매우 적다고 하여도 대단히 중요

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4. 합성 윤활유 (Synthetic Oil)는 ? 

    

    Flash Point(발화점)는 높은 것이 좋다 ?  

 
자세한 특성은 다음 절에 자세히 비교설명 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곳에선 몇가지 특이점 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형항공기 또는 배, 자동차등 R/C 용으로 제조되는 연료에 포함된 윤활

유는 대개 기존의 소형엔진 및 유사한 용도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골라서 쓰며, 특별히 R/C 전용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R/C 용으로 사용할 경우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값싼 연료가 되는 것

입니다. 

 

R/C 전용으로 개발된 윤활유들도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Klotz Techniplate 
Oil 과 E.D.L. 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발된 Klotz Techniplate Oil 은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엔진에 적합한 
윤활유로서 세계적으로 이미 높은 명성을 얻고 있으며,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는 여
러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는 이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Ron Irvine 이라

는 사람에 의해 많이 알려졌으며, 특히 Irvine 과 O.S. 엔진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
으나, 이는 일반적인 스포츠 엔진이 아니라 보우트, 턱티드팬 제트기, 곡예용 헬기, 
오프로드 버기 등에 주로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어 개발된 E.D.L.은 Klotz Oil 의 성능에 추가적인 성능개선을 목표로 새로이 

개발된 윤활유로서, 이미 전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그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E.D.L.은 Extreme Duty Lubricant 를 뜻하며, 극한 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연료라는 뜻이며, 영국의 Model Technics 사에서 개발해서 자사의 연료에 사용하며, 

미주 지역의 일류 제조사에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윤활유의 특징을 알아 봅니다. 

 

1)최고의 고온 특성 (High Flash Point and thermostability) 
상용으로 쓰여지는 일반 엔진들의 연료:공기의 혼합비는 약간 리치(Rich)하게 동

작 되도록 미리 세팅되어 있으나, 우리 모형용 엔진은 니이들 밸브를 이용해 사용

자가 마음대로 세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나은 RPM 을 

얻기 위해 니이들 밸브를 지나치게 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고, 일반적인 합성 윤활유들은 제 기능을 잃거

나, 타 버리게 되어서 결국은 엔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발화점은 높으나, 고온에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즉 thermostability(온도 안정

성)가 낮은 윤활유들을 사용하는 연료들은 제 아무리 윤활유의 발화점이 높더라도 

우리에겐 쓸모없는 저급의 연료일 뿐입니다. 

 

E.D.L.은 이러한 특성(thermostability)이 대단히 좋아서, 흔히들 합성유는 천연

유(피마자유,Castor Oil)보다 발화점이 낮다는 통념을 깨고, 우리가 모형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윤활유를 통 틀어 가장 발화점이 높고, 또한 발화점 근처에 이

르더라도 제 기능을 충실히 해 내는 유일한 윤활유 이며, 일반적으로 엔진이 견

딜 수 있는 동작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합니다. 

 

2) 극한 압력 

모형 엔진들은 일반 상용 엔진들에 비해 같은 싸이즈에서 수배의 힘을 냅니다. 따

라서 각부 베어링의 마찰면에서의 압력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E.D.L.은 이러한 마찰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독특한 윤활유 입니다. 

 

3) 극한의 마찰 속도 

최근의 신형 엔진들은 최고 40,000 RPM 가까이에서 까지 동작합니다.  따라서 피

스톤을 비롯해 모든 운동 마찰면의 마찰 속도는 대단한 것 입니다.  E.D.L.은 이

러한 속도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개발 되었습니다. 

 

4) 극미한 접촉 간격 

모형 엔진, 특히 ABC 타입의 엔진들은 피스톤과 실린더 (정확히 말하면 피스톤 라

이너 또는 슬리브)와의 간격은 대단히 미세합니다.  일반적인 윤활유는 이러한 경

우에 유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E.D.L.은 위에 기술한 3 가지의 극한 환

경에서도 이러한 미세 간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5) 대단히 녹과 부식이 심한 환경조건 

모형 엔진은 매일 사용하는 일상 엔진이 아니라 일주일 또는 수 주일 이상 방치되

기 쉽상이며, 따라서 엔진의 가동시에 발생한 연소후 물질이 베어링, 피스톤 등 

엔진의 부품들을 부식시키고 녹슬게 합니다.  이러한 해로운 성분들은 주로 타다 

남은 메타놀, 니트로메탄, 물, 기타 연소로 인한 부산물 들인데, E.D.L 은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억제 하는 특성을 지녔으며, 실험 결과에서도 다른 합성윤활유에 

비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5. 천연 윤활유와 합성윤활유의 비교 
 

먼저 각각의 특징을 열거해 봅니다. 

 

*Castor Oil (피마자유) 
 

- 최고의 윤활 성능을 나타냄. 

- 엔진 각 부품에 녹을 슬게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사용 이유임.) 

- 폭발/연소의 결과로 엔진의 각부에 검뎅이 끼게 한다.  특히 메인 베어링을 포함

하여 일정한 주기로 제거를 해 주어야 함. 

- 니트로메탄과 절대 섞이지 않는다. 



- 윤활에 필요로 하는 양이 적다. - 따라서 메타놀의 양을 그만큼 늘릴 수 있기 때

문에, 특히 아이들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은 힘을 낼수 있게 한다. 

- 일반적으로 쓰이는 합성유보다 통상 섭씨 100 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도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 

-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 링-타입의 엔진에 적합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 Fox 사의 일부 엔진들, 또는 Cox 엔진등 볼-소켓 콘로드 타입의 엔진에는 반드시 

이러한 윤활유가 다량 함유된 연료를 써야한다. 

 

 

* Synthetic Oil (합성유) - 일반적으로 연료에 사용되는 것들에 한정함. 

 

  - 검뎅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 비행기 등에 묻은 배기물 등을 제거하기 쉽다. 

  - 엔진의 각부에 녹을 슬게 하기 쉽다. - 연소후 생기는 부산물이 습기를 흡수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임. 

  - 대개 니트로메탄과 잘 섞인다. 

  - ABC/ABN/AAN 타입의 엔진에 비교적 적합한 특성을 많이 갖추고 있다. 

  - 30% 가까운 니트로메탄 함량의 연료를 필요로 하는 레이싱 버기, 보우트, 헬기들

에는 보다 낮은 점도의 윤활유가 필연적이므로 많이 사용하며, 많은 양의 비행을 

하는 패턴기등에 사용하는 연료도 쓰로틀 급조작 응답특성이 좋고, 청소가 용이하

며, 튠드파이프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사용에 적합한 관계로 많이 애용된다. 

 

일반적으로 링-타입(Ring Type)의 엔진에는 피마자유가, ABC/ABN/AAC 타입의 엔

진에는 합성유가 주로 많이 포함된 연료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의 종류에 따른 오일의 선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윤활유의 선택에는 윤활막의 유지, 점도, 발화점(Flash Point), 고온 안정성, 그리

고 엔진의 파워, 쓰로틀링 특성, 아이들 안정성, 플러그와의 연계성, 엔진의 설치 

환경, 주위의 여건,... 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대하는 출력을 내면서도, 다루기 쉽고 

주위 여건의 변화에 최대한 적은 영향을 받도록 연료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론만으로는 니트로메탄과 메타놀, 그리고 윤활유만 섞으면 될 것 

같지만, 자작 연료와 상품화된 연료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반사항을 고려한 적정한 비율의 합성윤활유와 천연윤활유를 함유하고, 

여기에 적절한 종류와 양의 첨가제, 그리고 고도의 섞는 기술이 어우러진 연료를 

선택해 쓴다면, 많은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Synthetic + Castor Blend 의 저점도 연료를 쓰는 것 

입니다. 

과거 한때 순수한 합성유 만을 함유한 연료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발견되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병용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6. 기타 첨가제는 ? 
 

모형 엔진용 연료에 첨가되는 첨가제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비록 그 

양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것의 역할은 대단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제조사의 비

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첫째, 연료의 각 성분이 고루 잘 섞여서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점화특성을 안정시켜, 안정된 아이들 특성을 갖도록 해 주고 

셋째, 점화시 불꽃 번짐을 제어하여 최대의 안정된 힘을 얻으면서 엔진의 각 부

분에 무리가 덜 가게 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가제의 선택 시 가장 주의 해야 할 점은, 고온에서도 오일과 잘 조

화를 이루어서,  연료를 뭉치게 하여 피스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없

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오로지 시험에 시험을 거듭해서만 얻어 질 수 있는 

것으로서, 흔히 업계에서는 “Black Magic” 이라고들 합니다. 

 



 

II. 글로우플러그에 대한 상식 

 

 
1. HOT 과 COLD 는 무엇인가 ? 

 

만일 어떤 엔진에 "A"라는 플러그를 꽂았을 때 가장 잘 작동되도록 조정하였는데, 이 

엔진에 플러그를 "B'로 바꾸어 장착하고 동작을 시켰더니 니이들 밸브를 더 조여야만 

예전처럼 엔진이 잘 작동되도록 할 수 있었다면,  "A"플러그가 "B"플러그보다 핫터-

타입(hotter Type)이라고 하고, "B"플러그를 코울더-타입(colder Type)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B'의 엘레멘트(필라멘트)가 적정한 타이밍에 최적의 온도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더 엷게(leaner) 공급되는 혼합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적인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 열등급(Heat Rating)이란 ? 

 

열등급(Heat Rating)은 크게 "상대적 열등급(CHR;Comparative Heat Rating)"과  

"표준(절대적)열등급(Standard Heat Rating)"으로 나눌 수 있다. 

 

- 상대 열등급 ( COMPARATIVE HEAT RATING ) 

 

  이것은 제조사별로, 자사에서 생산되는 일련의 각기 다른 열등급을 갖는 플러그들

을 열등급의 순서에 따라 각각  매우 찬것(Extra Cold), 찬것(Cold), 시원한것(Cool),   

중간것(Medium), 따뜻한 것(Warm), 뜨거운것(Hot)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서

로 다른 제조사끼리는 설사 같은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 표준 열등급( STANDARD HEAT RATING ) 

 

  이것은 표준 열등급 기준척도에 의해 어느 플러그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제조사의 플러그라도 이 열등급 기준치의 범위내에서 등급을 매길 수 

있어서 서로 다른 제조사들의 플러그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준치의 등급은 '0'에서 '100'까지 있으며,  '0'은 극단적으로 찬 것(Excessively 

Cold)을, '100'은 극단적으로 뜨거운 것(Excessively Hot)을 나타낸다. 

 

 

3. 올바른 열등급의 선택 방법. 

 

열등급(Heat Rating)을 올바르게 선정함으로써 최대 약 2,000 RPM 의 파워증가와 쓰

로틀 응답특성의 향상, 그리고 엔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사용연료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조건에 맞지 않게 너무 찬 타입의 플러그를 쓰면 엔진 출력의 감소와 

불안정,좋지 못한 쓰로틀 응답특성을 야기한다. 

또한 너무 뜨거운 타입의 플러그도 역시 엔진 출력의 감소와 쓰로틀 응답특성의 악

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사전점화(pre-ignition)현상과 과열, 그리

고 이상폭발현상 까지 야기할 수 있어서 플러그의 고장과 엔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니이들 밸브를 지나치게 조일 경우, 엷어진 혼합기가 플러

그의 엘레멘트를 빠르게 가열하며 점화시기를 앞당기게 되어 녹킹이나 데토네이션의 

원인이 된다. 

 

최대의 출력은 점화의 타이밍이 적절할 때 얻어지는데, 이것은 연료의 니트로함량과 

플러그의 열등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만일 플러그가 너무 뜨거우면 비록 타이밍은 적절하게 맞추어질 수 있다 하더라

도, 이 혼합기는 "절대최대출력"을 얻기에는 너무 진한 상태가 된다.  (즉, 너무 빨

라질 수 있는 타이밍을 늦추기 위해 니이들밸브를 풀어 혼합기가 진해지게 해야하고,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심해 질 뿐만 아니라 압축비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엔진을 

망가뜨리게 된다.(커넥팅로드 등) 

 

-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혼합기를 적정선으로 엷게 하기위해 니이들밸브를 

조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점화시기가 너무 앞당겨지게 되어 역시 출력

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찬타입의 플러그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니이

들밸브를 더욱 조이면서도 점화의 타이밍이 맞도록 해 주어, 적절한 농도의 혼합기

에 적정한 타이밍의 점화가 일어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엔진의 주어진 배기량과 특성한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치의 출

력(절대최고출력,ABSOLUTE MAXIMUM POWER)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이고, 쓰로틀링(throttling) 응답특성도 만족스러울만큼 대단히 좋아진다. 

 

 

4. 플러그의 열등급( HR, Heat Rating)과 여러 문제점. 

 

1) 엔진의 최고출력과 더불어 쓰로틀링 응답특성과 급가속시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플러그의 열등급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열등급의 선정에서는  

① 엔진의 종류 

② 압축비 

③ 엔진의 실용 RPM 범위 

④ 머플러/튠드파이프 시스템 

⑤ 연료의 종류 (니트로 함량과 오일의 종류,함량 및 점도) 

⑥ 부하의 크기와 종류 (프로펠러,로우터,스크루,휠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

하여 만들어진 충분히 성능이 입증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손쉽고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고려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다양한 열등급의 플러그를 생산하려면, 전

문적인 특수 백금합금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통상 일반 공업용의 합금들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음), 이러한 특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세계적으로 Model Technics 사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러그들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 플러그의 본체와 중앙전극봉(Stem)사이의 밀봉(Seal) 불량으로, 이 사이에서 압

축이 새고, 전기적 절연이 파괴되는 등의 플러그 수명단축 및 성능변화, 그리고 이

로 인한 엔진의 동작제한 및 파손현상 등 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 플러그를 구성하는 각 소재의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수축/팽창율을 깊이 고

려한 재료의 선택, 

2) 그리고 열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전극봉에 충분한 방열핀을 설치하여 큰 

온도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하는 총체적 매칭시스템 (Total Matching System)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탈 매칭시스템의 개념으로 제조된 Model Technics 사의 글

로우플러그들은 여러 악조건, 특히 레이싱(Racing) 자동차, 보우트등의 가혹한 조건

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긴 수명(기존 일반 플러그의 3~10 배)을 나타내고 있다. 

 

4) 하지만 현재에 까지도 이러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는 극소수에 불과

하며, 더욱이 우리가 자주 혼돈을 일으키는 흥미 있는 점은, 

 

※ 대부분의 유명 엔진 제조사들 

(K&B, O.S. SAITO, YS, ROSSI, OPS, BVM, SUPER TIGER, WEBRA, ASP, FOX, 

COX, H.P., MOKI, MVVS, OFNA, RJL, THUNDER TIGER, MAGNUM 등등..) 

에서는 여러 열등급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글로우

플러그 전문회사에 미루고 있다는 있다는 점일 것이다.  

 

※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아이러니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대부분 엔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애매한 성능의 기본형 플러그에 전적으

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 또 한가지 아이러니 한 것은, 글로우 플러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열등급 특성이 감추어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자동차용”, 
“4-싸이클용”, 등등의 용도별로 글로우플러그를 선택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소비

자들에게 실험적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그 범위를 제한해 버린다는 점이다. 

 

5. 올바른 글로우플러그의 선택을 위한 시험. 

 

1) 시험 시 주의사항. 

 

ㄱ) 가지고 있는 플러그 중에서 가장 높은 열등급 즉 Hot Type 의 것부터 시험을 시

작한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진한 혼합기가 공급되도록 니이들밸브가 세팅(가장 

많이풀어 준 상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ㄴ) 헤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경우 이를 헤드에 설치한다. 

ㄷ) 엔진이 안정된 동작을 하는 최고출력점 조금 못 미치는 곳( 니이들밸브를 최고 점

에서 1/4 ~ 1/2 바퀴 풀어준 위치)에 니이들 밸브를 고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온도계가 설치된 경우 온도를 측정, 보통 200℃를 넘지 않아야 함.), 15 분간 이상 

동작시킨 후 RPM 을 측정한다. 

ㄹ) 비교적 낮은 니트로 함량의 연료를 선정하여, 이 조건에서 플러그의 열등급을 변

화 시켜가며 시험을 진행하며, 다시 니트로 함량이 다소 높은 연료로 바꾸고 니이

들을 풀어준 다음 다시 플러그를 바꾸어 가며 시험을 진행한다. 

ㅁ) 시험결과 가장 높은 RPM 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쓰로틀 응답특성이 

만족스러운 경우를 찾아내면 시험은 완료된다. 

    

※ 이때가 그 엔진에 사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최대량의 연료가 공급되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점화가 일어나며, 

따라서 가장 파워가 좋고, 쓰로틀 응답도 좋으며, 엔진이 히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윤활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점이 된다. 

 

[주의할 점 1] 여기에 사용된 연료는 이 글의 처음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급의 

윤활유를 포함하고 있는 고품질의 연료이어야 한다.  값싼 저질의 합성유를 사

용했거나, 순수 니트로메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질로 대체한 연료의 경우에

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 2]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한가지의 연료로 여러가지 종류의 

용도가 다른 엔진, 

◑ 즉 항공기의 예를 들어 “레이싱용”, “일반 스포츠용”, “덕티드팬용”, “패턴기

용”등의 각각 특성이 다른 (스트로우크, 압축비, 회전수, 캬부레이터의 구조, 

Ring/ABC 등의 구조, 토오크(tork)형/고회전형 등등) ----- 

◑ 다양한 엔진들에 단 한가지의 연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에는 절

대 최고 RPM 에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 무모하게 시도하면 자칫 히팅과 윤활의 부족을 초래해 엔진을 망가뜨릴 위

험이 크므로 매우 조심하여야 하며, 

◑ 몇몇 종류의 엔진에만 한정하여 최고 파워로 튜닝을 하고, 여타의 다른 엔진

들에는 니이들을 여유있게 풀어 엔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 

 

ㄱ) 일반적으로 니트로메탄의 양이 많이 함유된 연료를 쓸수록 파워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증가한 파워를 얻으려면 거기에 적절히 맞는 열등급의 플러그

를 찾아서 장착해야 한다. 

ㄴ) 높은 압축비는 보다 높은 파워를 내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기에 적절한 연료와 플

러그를 잘 찾아 맞추어 써야한다. 

 

 

3) 결론. 

 

ㄱ) 많은 시험을 해보면 엔진과 연료와 글로우플러그 사이의 여러가지 경향을 알아 낼 

수 있고, 또한 전혀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도 종종 얻어지는 수가 있지만, 이는 글로우

플러그 점화에 관한 뒷얘기들이 무수히 복잡하고, 또한 압축비와 플러그의 열등급, 가

변적인 폭발최저/최고한계, 여러 점에서의 온도와 타이밍, 혼합/배기 가스의 흐름, 점

화된 불꽃의 번져나감, 등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ㄴ) 그러나 이와 같은 복잡한 요인들은 한켠에 치워두고,  

 상기와 같은 간단한 시험만 해 보더라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만약 좀 더 시험을 한다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엔진,연료 및 모형본체)에서 

    그 전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ㄷ) 즉, 모든 복잡한 요인들을 모두 제쳐두고, ①지속적인 최고 파워와 ②즉각적인 쓰

로틀링 응답특성을 얻을 수 있는 연료와 플러그의 조합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6. 적절한 점화플러그의 사용 사례 및 관련 데이터들… 

 

   - 아래의 표는 엔진과 플러그 관계, 그리고 가장 좋은 세팅점을 찾기 위한 실험을 

6 개월 이상 지속하여 주위환경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 맨 오른쪽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에 ★표가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정되고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이며, 이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 입니다. 

 

   - RPM 과 엔진의 온도, 니이들 밸브의 세팅상태를 비교해서 어떤 상태로 엔진을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EST 환경 

글로우 

   플러그 

최대   헤드온도

  RPM   [℃] 

니이들

  클릭

급가속/아이들 

성능         선택 

엔진 : 엔야 46 4C F2 (Extr Cold) 10,900   ---   +11   좋음 

압축비 : 표준 F3 (Cold) 11,000   ---   +10  매우좋음     ★ 

프로펠러 : 11x6 F4 (Cool) 10,920   ---   + 7  매우좋음  

니트로 10% F5 (Medium) 10,900   ---   + 5  최고성능  

EDL(합성유)8% F6 (Warm) 10,850   ---   + 3 최고성능 

 

 연 

 료 

 피마자유 2% F7 (Hot) 10,780   ---     0  매우좋음  

 

      

     TEST 환경 

글로우 

   플러그 

최대   헤드온도

  RPM   [℃] 

니이들

  클릭

급가속/아이들 

성능         선택 

엔진: 수퍼타이거 G34 F2 (Extr Cold) 14,720   189   + 8  괜찮음 

압축비 : 표준 F3 (Cold) 14,860   190   + 6  좋음 

프로펠러 : 10x4 F4 (Cool) 14,990   188   + 4  최고성능 

니트로 10% F5 (Medium) 15,050   190   + 2  최고성능     ★ 

EDL(합성유)9% F6 (Warm) 14,950   185   + 1  최고성능 

 

 연 

 료 

 피마자유 6% F7 (Hot) 14,820   182     0  매우좋음 

 

 

     TEST 환경 

글로우 

   플러그 

최대   헤드온도

  RPM   [℃] 

니이들

  클릭

급가속/아이들 

성능         선택 

엔진: 수퍼타이거 G25 F2 (Extr Cold) 18,520   193   + 4  괜찮음 

압축비 : 표준 F3 (Cold) 18,700   191   + 3  좋음 

프로펠러 : 8x4 F4 (Cool) 18,850   193   + 3  최고성능 

니트로 16% F5 (Medium) 19,080   199   + 2  최고성능     ★ 

EDL(합성유)9% F6 (Warm) 18,990   201   + 1  최고성능 

 

 연 

 료 

 피마자유 6% F7 (Hot) 18,950   204     0  매우좋음 

 

 



     TEST 환경 

글로우 

   플러그 

최대   헤드온도

  RPM   [℃] 

니이들

  클릭

급가속/아이들 

성능         선택 

엔진: O.S.21 버기 F2 (Extr Cold) 23,250   194   + 9 매우좋음 

압축비 : 표준 F3 (Cold) 23,400   189   + 7 최고성능 

프로펠러 : 7x4 F4 (Cool) 23,400   191   + 5 최고성능 

니트로 16% F5 (Medium) 23,300   185   + 4 매우좋음       ★ 

EDL(합성유)8% F6 (Warm) 23,250   188   + 2 매우좋음 

 

 연 

 료 

 피마자유 2% F7 (Hot) 23,200   185     0 좋음 

 

 

     TEST 환경 

글로우 

   플러그 

최대   헤드온도

  RPM   [℃] 

니이들

  클릭

급가속/아이들 

성능         선택 

엔진: O.S.21 F2 (Extr Cold) 24,180   195   +12 매우좋음      ★ 

압축비 : 표준 F3 (Cold) 24,120   195   + 7 최고성능 

프로펠러 : 7x4 F4 (Cool) 24,100   188   + 5 최고성능 

니트로 16% F5 (Medium) 24,090   183   + 3 최고성능 

EDL(합성유)8% F6 (Warm) 24,040   185   + 1 매우좋음 

 

 연 

 료 

 피마자유 2% F7 (Hot) 23,990   185     0 좋음 

 

7. 주요 제조사의 글로우플러그 온도등급과 적용범위. 

 

일반명칭 SHR Enya  Model Tech  K&B  O.S. Rossi  McCoy  용    도 

Extra Cold 00~26  #6      F2          DF,  Rac. 

Cold 27~36  #6      F3                     #8      #9 4C, DF,  Rac 

Cool 37~46  #5      F4        HP    R5 4C, DF,  Rac 

Medium 47~56  #4      F5       IS ,IL   A5           #59 4C, H60, OFF 

Warm 57~66  #3      F6       IS, IL   #8           #59 4C, H60, H30 

Hot 67~76           F7               A3          H30 

Extra Hot 77~100           M8 OLD 엔진 

 

주1) 자료 미 공개로 인하여 O.S.사 제품의 등급은 근사치임. 

 

주2) 4C⇒4-싸이클 엔진       

    D.F.⇒덕티드팬 엔진       

       H.60⇒헬기 60 급       

          H.30⇒헬기 30 급      

             Off-Bgg. ⇒오프로드 버기(자동차)    

                Rac. ⇒  레이싱용 버기,보우트 엔진. 

 

주3) SHR 값에 따른 일반명칭의 구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

인 것을 기준으로 하였음. 

 



8. 글로우 엔진의 종류별 길들이기 가이드 

 

1) 엔진 길들이기(Running-in, 또는 Breaking-in)의 목적 

- 모든 마찰면이 엔진이 작동하는 모든 온도범위에서 최소한의 마모 만으로 잘 맞

도록(mated) 하기 위함. 

 

2) 엔진 길들이기의 효과 

- 엔진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좋은 성능을 갖게 해주며 

- 엔진의 수명 그 자체를 연장한다. 

 

3) 엔진 길들이기의 일반적인 방법 

- 처음에는 엔진의 니이들밸브를 Rich 하게 세팅하고, 부하를 적게 걸어 시동한다. 

- 다음으로 메인 니들밸브를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점차 엔진의 부

하를 증가시키고 온도를 상승시킨다.  

- 이러한 과정은 엔진전체 수명중 처음 1 시간 정도에 걸쳐 차근차근 시행되어야 하

며, 이 과정을 마칠 때 쯤 되어서야 비로서 풀파워(full power)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주의) 모든 길들이기 과정은 엔진의 쓰로틀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4) 링타입(Ring Type) 2-싸이클 엔진의 경우 

------------------------------------------------ 

¤★  링타입의 엔진을 길들이기 하는 과정에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의

사항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니이들밸브를 지나치게 조여 RPM 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

타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잠깐이라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다면 그 엔진의 수명과 

성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니이들을 조이는 클릭수 대비 RPM 의 증가

가 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대 과다하게 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 

♣  제일 먼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프로펠러 싸이즈 범위 내에서 작은 쪽의 것을 하

나 장착한다.  

제조사의 권장 프롭싸이즈는 대개 엔진 사용설명서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연료는 

Castor Oil(피마자유)이 20% 이상 함유되고, 니트로메탄(CH3NO2)이 적게(일반적으로 

15% 이하) 함유된 것을 선택한다. 

♣  첫번째 한 탱크의 연료를 매우 리치(Rich)한 상태로 태운다.  이때 시동이 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프러그에 전원을 계속 연결해 두는 것도 좋다.  짧은 시간동안 동

작시키고 몇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두어 사이사이에 엔진이 충분히 냉각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으로 몇 탱크분의 연료를 더 소모 시키기 위해서, 엔진의 니이들 밸브를 충분

히 풀어서 엔진이 주로 4-싸이클 동작을 하고 간간이 2-싸이클 동작이 나타나는 곳에 

세팅하여 30 초간 동작시키고, 다시 20~30 초간 쓰로틀을 닫아서(또는 니이들을 더 풀

어서) 엔진이 천천히 돌며 냉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 두 차례 

정도 반복한 뒤,  서서히 빠른 세팅쪽에서 도는 시간을 증가시켜 가며,  두(2)탱크의 

연료를 소모시킨다. 

♣  이제 2-싸이클 동작과 4-싸이클 동작의 비율이 6:4 정도가 되는 곳까지 니이들을 

조인 뒤, 다시 위의 과정처럼  30 초동안 작동시키고 20~30 초간 냉각하는 과정을 반

복하여 서서히 빠른 세팅 쪽 시간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2 통의 연료를 더 소모

시킨다.. 

♣  다음 단계는 니이들을 조금 더 조여 막 완전한 2-싸이클 동작이 되는 점에 세팅한

다.  주의할 점은 이 위치는 4-싸이클 동작이 간간히 발생하는 점보다 한두 클릭 정

도만 니이들을 더 조인 위치라는 것이다.   다시 위의 고속/저속 동작 방법을 반복하

며 2 탱크분의 연료를 더 소모 시킨다. 

♣  엔진은 이제 최대의 속도로 동작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아직 처음 연료 2 

탱크정도는 고속에서의 동작시간을 짧게 하여 서서히 고속동작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엔진은 비로소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길들이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엔

진이 좀더 가혹한 환경, 즉 튠드파이프등과 함께 사용된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앞의 

과정들을 다소 짧게 다시 반복해 길들이기를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과정들은 매우 지리하고 길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의 귀중한 

엔진 내부에 최소한의 마모를 일으키며 최상의 마찰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  모든 과정이 단계적으로 매우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점진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며 마찰면이 닳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보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엔진 내부 부품의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맞추어 닳아야 하

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피스톤과 실린더는 제조시에 평행을 이루도록 제작되

었으나, 엔진이 워밍업 되면서 실린더 상부가 하부보다 더욱 뜨거워지며 불규칙하게 

팽창한다.  보다 더 곤란한 점은 배기쪽 라이너가 전이되는 쪽(흡기쪽) 라이너보다 뜨

거운 상태에서 작동되며, 거기다 공기흐름에 놓여있는 엔진의 앞쪽이 뒤쪽보다 낮은 

온도로 작동되기 때문에, 엔진이 뜨거울 때 라이너가 전혀 원형의 평행상태가 아니라

는 점이다.  

♣  피스톤과 링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피스톤 링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길이

가 달라지며,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완전한 원형이 아닌 변형된 경로를 따

라 피스톤에 이끌려 왕복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스톤 그 자체도 폭발가스와 접하는 윗

면은 벽면보다도 더 팽창이 일어나 커진 상태인 것이다.  또한 피스톤의 흡기쪽은 배

기쪽과 온도가 많이 차이 나서 그 형상 역시 더 이상 완전히 둥글고 실린더와 평행이

지 않다. 

♣  이러한 모든 변형은 엔진의 온도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데, 길들이기 작

업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서도 엔진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해 주는 매우 중

요한 과정이다. 

 

♣  이제 길들이기가 끝났으면 모든 나사와 볼트들이 단단히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

고, 만일 더 조여야 한다면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에 조금씩 조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5) ABC/ABN/AAC 2-싸이클 엔진 

 

♣  ABC/ABN/AAC 타입의 엔진은 특수한 라이너와 피스톤 야금술이 적용된 것이다. 



즉 피스톤은 알루미늄(Aluminum), 라이너는 브라스(Brass) 또는 알루미늄(Alumi-

num),  그리고 라이닝(슬리브)는 크롬(Chrome) 또는 니켈(Nickel)도금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성능지향적인 것이다.   ABC 엔진은 가장 고가이며 성능과 

수명이 가장 좋고,  ABN 엔진은 이들 중 가장 저렴한 타입이다.   이하 ABC 엔진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  ABC 엔진이 뜨거워지면 브라스로 만든 라이너가 알루미늄으로 만든 피스톤보다 더

욱 팽창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엔진이 동작 온도에 달하면 피스톤과 실린더의 밀착이 

나빠져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데, 제조사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엔진이 동작온도에 있

을 때 정확히 맞는 싸이즈가 되도록 미리 제작을 하게 된다.  이는 엔진이 식었을 때 

피스톤이 실린더 위부분으로 가면 꽉 끼어서 움직이기 어렵게 하며,  억지로 돌리게 

되면 상사점(TDC, Top Dead Centre) 부근에서 소리를 내게 된다. 

♣  이러한 엔진들은 매우 적은 양의 길들이기 만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낮은 온도에

서 매우 꼭 끼게 설계되어 있는 엔진 내부의 온도를 빨리 올려 주어야, 불필요한 강제 

마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  략 ………  ] 

 

 

6) 4-싸이클 엔진. 

 

♣  앞서 설명한 2-싸이클 엔진 길들이기에 대한 설명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몇가지 증상들은 조금 다르다. 

♣  새 엔진의 길들이기 초기 한시간 동안은 Castor Oil(피마자유)이 20% 이상 포함된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싸이클 엔진은 니들을 풀어서 연료가 충분히 들어 가게 

하더라도, 이미 4-행정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 모드의 변화는 없으나 좀 더 

불규칙하게 폭발이 안 일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니이들을 풀어줄 수록 폭발이 더

욱 불규칙 해지며, 길들이기가 끝난 후에도 2-싸이클 엔진에서와 같이, 엔진이 충분한 

동작온도에 다다른 상태에서 최고 RPM 점보다 약간 풀어준 점에 니이들밸브를 세팅하

여야 한다. 

♣  만일 니이들밸브가 너무 조여진 상태로 세팅되면, 엔진의 회전수가 감소하며 배기

의 상태가 보통때 보다 묵직한 느낌을 주며,  계속 방치하면 비행중이나 지상에서 데

토네이션(Detonation, 조기이상폭발) 폭음을  엔진이 멈추면서 프로펠러가 튕겨져 나

가 주위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 

♣  데토네이션(Detonation)이나 노킹(Knocking 또는 Pinking)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엔진을 약간 여유있게(Rich) 세팅하여 동작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

은 두가지로 작용하는데,  첫째는 니이들을 조금 여유있게 풀어 약간 진한 혼합기를 

공급함으로써 엔진의 동작온도를 조금 낮추어 주어서 "노킹"이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

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둘째로 매우 중요한 점은 조금 진한 혼합기가 엷은 혼합기보

다 '데토네이션'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니이들을 여유있게(Rich) 세팅하느냐 또는 너무 조이느냐(Lean setting)에 

따라서 '노킹'과 '데토네이션'이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7) 데토네이션과 녹킹. 

 

 

- : 이것은 일종의 조기 점화이다.  다른점은 정상적인 경

우 글로우플러그로 브터 점화되어 혼합기가 폭발되는 

것이 아니고, 실린더 내부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

에 충진된 혼합기가 통째로 폭발하여 피스톤을 정지시키고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말한다. 

 

-  : (또는 PINKING), 이것은 DETONATION 의 좀더 완곡

한 형태이다.  피스톤이 거의 상사점에 도달하였을 때 폭발

이 일어나며, 프로펠러의 플라이휠 효과에 의해 피스톤은 상사점을 지나 같은 방향으

로 동작을 계속하여 엔진은 계속 회전한다.  이러한 현상은 엔진에 큰 스트레스를 주

므로 쓰로틀을 재빨리 닫아 이를 방지해 주어야 한다. 

♣DETONATION♣

♣ KNOCKING ♣  



III. 결 론 (시험방법 및 結言) 
 

엔진의 종류와 사용환경에 따라 거기에 적절한 압축비, 적절한 부하(프로펠러,스크루,

로우터, 또는 바퀴의 크기와 하중), 적절한 동작온도, 그리고 적절한 최고 RPM 이 있

다. 

정해진 엔진과 주위환경에 따라, 그 엔진 내에서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한도내의 비

교적 진한 혼합기를 적정한 타이밍에 맞추어 폭발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최대 파워와 

안정성을 추구하여 엔진을 튜닝(Tuning)하는 목적이다. 

이는 ①엔진의 종류(Type of an engine)와 ②부하(負荷,Load)와 ③플러그의 열등급

(SHR of Plugs)과 ④연료의 종류(오일종류/질과 니트메탄의 함량)와 ⑤메인 니이들밸

브의 세팅상태,  이 다섯가지 변화요인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몇 종류의 프로펠러와  ⓑ서로 다른 열등급을 가진 플러그,  

ⓒ오일과 니트로메탄 함량이 다른 몇 종류의 연료 가 시험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물이다. 

 

 

[ 시험의 순서(항공기의 경우) ] 

 

1. 기본 환경 설정 

 

1) 엔진은 길들이기가 끝난 상태의 것으로 한다. 

 

2) 시험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타입(Hot Type, = Enya 의 #2, Model Technics 사의 

F7 등)의 플러그로부터 시작하여, 매우 찬 타입(Extra-Cold Type = Enya 의 #7, 

Model Technics F2)까지, 즉 다시 말해 Enya #2⇒#3⇒#4⇒#5⇒#6⇒#7, 또는 

Model Technics 사의 F7⇒F6⇒F5⇒F4⇒F3⇒F2 의 순서로 시험하는 것이 좋다. 

(플러그의 열등급은 “7. 제조사별 글로우플러그 온도등급표"를 참조할 것.) 

 

3) 엔진을 장착할 기체의 특성이나 사용환경/목적에 맞추어, 적당한 크기와 피치의 프

로펠러를 장착한다.  (저속의 큰 패턴기에는 작은 피치의 긴 프로펠러, 고속의 스케

일기나 파일런기에는 큰피치의 짧은 프로펠러 등등의 방식으로) 

 

4) 필요에 따라 튠드파이프, 핏츠-스타일 머플러 등 사용하고자 하는 조건의 시스템을 

장착한다. 

 

5) 엔진의 종류에 따라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또는 엔진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의 

것 중에서 비교적 낮은 양의 니트로메탄을 함유하는 연료를 선정하여 준비한다. 

 

 

2. 시험 과정 

 

1) 엔진을 시동하여 가장 높은 RPM 점에 세팅한다. 

2) 이 점에서 니이들을 3~5 클릭 풀어주고 2~3 분 이상 작동시킨 뒤 온도와 작동이 

안정되면 RPM 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쓰로틀을 닫아 아이들 상태에서 15 초 이상 지

속한 뒤 급격히 쓰로틀을 열어 곧바로 고속회전력을 얻는지 (Pick-up / Tickover) 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3) 글로우플러그를 한단계씩 찬 타입으로 바꾸어 장착하고 위의 1), 2) 과정을 되풀이 

하여 Extra Cold type 의 플러그를 장착할 때까지 상기 1), 2)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 

 

4) 가장 좋은 RPM 과 쓰로틀 응답특성을 갖는 플러그와 그때의 RPM 을 얻었으면, 이

제 다음 단계로 적정한 연료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5) 가장 좋은 RPM 과 쓰로틀 응답특성을 갖는 플러그를 장착하고, 니이들 밸브를 반

바퀴 정도 풀어준 다음, 연료를 니트로메탄의 함량이 5% 정도 높은 것으로 바꾸어 엔

진을 시동한다. 

 

6) 니이들을 다시 조절하여 최고 RPM 위치보다 조금 리치(Rich)하게 세팅하고,  다시 

RPM 과 쓰로틀 응답 특성을 살핀다. 

 

7) RPM 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면, 이 상태에서 상기 6)번 항목대신 1), 2) 3)번 항목의 

시험을 전부 되풀이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RPM 에 큰 증가가 없

었다면,  니트로메탄의 함량이 5% 더 높은 연료를 쓸 필요가 없다.  만일 이 상태에

서 필요한 만큼의 파워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연료의 니트로메탄의 함량을 높이

는 것은 더 이상 별 효과가 없으며, 대신 엔진을 좀 더 큰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8) 이제 충분한 파워와 쓰로틀 응답특성을 얻었으면, 니이들 밸브를 조금 여유있게 풀

어주고 이대로 십회 정도의 비행을 한 다음, 출력의 변화 (RPM 의 저하 여부)를 주시

하면서, 쓰로틀 응답특성을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 아이들밸브의 미세 조절을 시도해 

볼 만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실시해 보기 바란다. 

 

㈜ 일반적으로 엔진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 이기에, 현

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여기서는 온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배제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글로우플러그의 “열등급”이 엔진의 성능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간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글과 관련하여 특수한 사용환경, 목적에 따라서는 

이견(異見)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올린 글은 가장 대표적이며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시험과 개선을 시

작하는 기본 가이드라인(길잡이, Guide Line)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 시간이 나는 대로 다음편에 연재됩니다.  ///////////////// 

 

 

                De Jet_modeller 국민호랑이 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