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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자동차 필터’하면 에어컨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를 걸러 주기 위한 에어컨필

터(캐빈필터)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자동차

에는 에어컨필터 외에도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걸러

주는 오일필터,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에어필터, 연료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연료

필터등이 있다.

▣ 차량 내부 공기는 내가 책임진다, 에어컨필터(캐빈

필터)

캐빈 필터라고도 불리는 에어컨필터는 말 그대로 

에어컨/히터를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이

물질을 걸러준다. 에어컨을 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

다면 에어컨필터를 바로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퀴퀴

한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 때문일 수 있으므로 점검/

교체를 해야 한다.

에어컨필터는 일반적으로 글로브박스 뒤쪽에 위치

하여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글로브박스의 좌우 고

정핀을 제거하면 에어컨필터를 꺼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에어필터(에

어클리너)

에어필터는 에어컨필터와 이름은 유사하지만, 차량 

내부가 아닌,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이물질을 걸

러주는 역할을 한다. 에어필터의 경우 제때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공기의 불순물이 엔진으로 들어가 엔

진 마모를 일으켜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에어필터는 엔진룸 내에 에어필터 박스 안에 있다. 

에어필터를 꺼내서 청소하거나 교체 시기가 되었다

면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쉽게 에어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 

▣ 엔진오일이랑 같이 갈아주는 오일필터

에어필터가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불순물을 걸

러준다면, 오일필터는 말 그대로 엔진오일의 불순물

을 걸러준다.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에서 잘 흐를 수 

있도록 먼지나 금속 가루들을 걸러주는 것이다. 인

체와 비교하면 혈액을 여과해주는 신장과 같은 역할

을 한다.

오일필터의 교체 주기와 엔진오일의 교체주기가 비

슷하므로 동시에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로

운 엔진오일로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일필터가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제대로 엔진오일이 걸

러지지 않을 수 있어서 엔진오일과 같이 교환하는 것

이 더욱 좋다.

▣ 교체 주기가 길다고 잊지 마세요, 연료필터

연료필터는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의 불순물을 걸

러줘서 엔진 실린더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

아주는 역할을 한다. 연료 내에 불순물이 생기면 연

비 저하, 출력 저하 등의 작은 문제부터 연료를 분

사하는 차량 인젝터의 고장이라는 큰 문제까지 발

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

야 한다.

연료필터의 교체 주기는 다른 필터에 비해서 길어

서 놓치기 쉽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6만 km, 디젤 차

량의 경우 3만 km마다 연료필터를 교환해 준다. 디

젤 차량은 연료필터가 불순물뿐만 아니라 수분까지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보다 교체

주기가 더 짧다.

◈ 자동차 필터, 종류와 교체주기

자동차 필터마다 위치도 다르고 교체 주기도 제각

각이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와 차량 건강 지키는 자동차 주요 필터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