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신호대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연료비 절약으로 즐거운 신호대기

無시동으로 연료비 절약!

조용하고 따뜻한 휴식!

운행중인 자동차가 신호등 및 정류장 등에서 일정시간 이상 정차시 시동이 꺼졌다가 재출발시 시동을 

걸어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현재 100만대 이상의 차량에 공회전제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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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장치 란?

혼잡한 도심 내에서 공회전을 줄임으로써 차종에 따라 최대 2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와 소음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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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장치 장착시 좋은점

공회전제한장치 연비절감 효과

구 분 휘발유 경유차

일(日) 공회전제한 30회 40회 50회 30회 40회 50회

연료소모량 25.0cc/회 28.4cc/회

연간주행일수 300일 300일

연료단가 1,700원/ℓ 1,500원/ℓ

연간연료절량 225.0ℓ 300.0ℓ 375.0ℓ 255.6ℓ 340.8ℓ 426.0ℓ

연간연료절감액 382,500원 510,000원 637,500원 383,400원 511,200원 639,000원

Brighter sky than we wish ~

“친환경 녹색운전”을 향한 “이룸지엔지”의 발걸음 

무시동히터
I n d e p e n d e n t  H e a t e r

Brighter sky than we wish ~

“친환경 녹색운전”을 위한 “이룸지엔지”가 만든 

공회전제한장치
iCES( id l e  Con t ro l  &  Economic  Sys t em)

“이룸지엔지”와 파트너인 체코 “BRANO Group”이 선보이는 강력 무시동히터는

차량의 無 시동 상태에서 공기를 가열하는 난방시스템으로 연료비를 절감하며 

배출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녹색제품입니다.

무시동히터 란?

하단 장착모습 디지털 타이머 아날로그 컨트롤러  

구 분 
히터 장착 전 히터 장착 후 

디젤트럭(공회전) BREEZE (1.9KW) WIND (3.8KW)

히터 가동시간 5시간/일 

히터 가동 일수 25일/월 

히터 가동 월수 5개월/년 

시간당 평균 연료소모량 2L 0.1L 0.17L

연간 히터 연료소모비 1,875,000원 93,750원 159,375원

연간 절감 효과
1,187.5L 1,143.8L

1,781,250원 1,715,625원

※ 참고
      1. 연료소모비 = 경유가격 x 가동시간 x 가동일수 x 가동월수 x 연료소모량
      2. 경유가격 : 1,500원/L 기준

경제성

경쟁사 대비 가장 낮은 작동 소음소  음

본점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83-1

대표전화 : 1577-9696, 고객센터 : 1588-8395
홈 페 이 지 : www.eroomgng.com

•업계유일의 24시간 A/S 및 견인 서비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 업체

•수년간의 당사 저공해엔진개조 A/S를 통한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 정비업체

차별화된 안심 A/S

(1회 기준 : 6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