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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벨트
구동 벨트 중 하나로 엔진 동력을 이용해 에

어컨과 알터네이터, 냉각수 펌프 등 필수 장치

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냉각수

를 식히기 위한 워터펌프 또는 냉각팬을 구동 시

키는 벨트를 의미하는데 팬 벨트의 경우 엔진 후

드를 열었을 때 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운행 시 귀뚜라미 소리 같은 쇳소리가 

들리거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팬 벨트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혹

은, 배터리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에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켜졌다면 팬벨트를 점검

해 보아야 한다. 팬벨트에 이상이 생겼다면, 발

전기에도 영향을 주어 배터리 방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팬 벨트 이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운행을 

한다면 엔진이 과열되는 오버히트 현상이 나타

나 주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팬 벨트의 경우 보통 6-7만 마일 이상 운행 시 

교체하는 것을 권고하나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꼭 해당 주기를 따를 필요는 없다. 반대로 교체

주기가 아니더라도 갈라짐 등의 이상 증상이 보

인다면 교체가 필요하다. 벨트 교체 시 주변부

를 이루는 부품 역시 교체 시기가 비슷하므로 

함께 점검을 받아 다 같이 교체하는 것이 좋다.

■ 파워 벨트
팬 벨트와 마찬가지로 구동 벨트에 속하는 파

워 벨트는 파워펌프 벨트라고도 부른다. 핸들을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 근처

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핸들링을 가볍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팬 벨트와 같은 구동 벨트인 파워 벨트는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 벨트에 균열이 보이거나, 운전 

시 핸들링이 어렵다면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

다. 파워 벨트는 이상이 있다고 해도 핸들이 멈

추지는 않으나, 핸들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

검이 꼭 필요하다.

파워 벨트 역시 6-7만 마일 이상 운행 시 교

자동차의 힘줄, ‘벨트’ 관리해 주세요!

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꼭 해당 주기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교체 

시 주변부를 이루는 부품 역시 교체 시기가 비

슷하므로 함께 점검을 받아 다 같이 교체하는 

것이 좋다.

■ 타이밍 벨트
엔진의 힘줄이라고도 불리는 타이밍 벨트는 

엔진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엔진을 움직

이게 하는 흡배기 밸브를 열고 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이밍벨트가 끊지

거나 늘어나서 타이밍기어를 돌려주지 못하면 

자동차 엔진은 즉시 멈추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

을 주거나 심하면 실린더 해드까지 망가지게 된

다. 타이밍 벨트는 엔진룸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전문가

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타이밍 벨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격으로 인

한 소음이 크게 발생하고 차량에 경고등이 들어

오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인다. 타이밍 벨트는 

자동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

날 경우 시동을 즉시 멈추고 견인처리를 해야 한

다. 타이밍 벨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

가 점검이 어려우므로 6-7만 마일 이상 운행 했

다면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차량에 따라서는 벨트 대신 체인이 장착된 경

우도 있다. 타이밍체인은 페차 시까지 반영구적

으로 사용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체인 자체는 잘 

안 끊어져도 체인이 늘어나가나 체인과 연결된 

부품(체인텐셔너, 체인가이드 등)이 고장나서 수

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타이밍 체인과 관련 부속품들은 엔진오일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엔진오일을 제때에 교환하

지 않으면 고장 나기 쉽다.  타이밍 체인이 고장 

나면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상이 없더라도 에방 차원에서 12-13만 마일 

정도에는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교환해 주

는 것이 좋다.  

사진=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 존재하는 만큼 교체 주기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외에도 구동 벨트와 타이밍 벨트라는 부품이 

존재한다. 이들 벨트는 자동차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손상 시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삼성화재 다이렉트’(1boon.

kakao.com/sfdirect )가 자동차 벨트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기능: 엔진과 엔진을 연결하여 핸

들링을 가볍게 만드는 벨트.

▶위치: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 겉

에서 보이는 벨트.

▶이상 증상: 플래시를 켜고 봤을 때 

갈라짐이나 균열이 발견됨.

핸들이 무거워지는 등 핸들링 하기가 

어려워짐.

▶이상 발생해도  핸들이 멈추지는 않으나 핸

들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증가함.

▶기능: 습기, 배기 밸브의 기폐 순환 

시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벨트.

▶위치: 엔진룸 안쪽에 위치. 차량

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로 설치.

▶이상 증상: 유격으로 인해 소음이 

크게 발생함.

차량 경고등이 들어옴

▶이상이 있을 경우 차량 운행 중 시동이 

멈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동을 멈춘 다음 견인 처리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기능: 엔진 동력을 발전기 삼아 냉각

수 펌프를 구동하는 벨트.

▶위치: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 겉에

서 보이는 벨트.

▶이상 증상: 엔진 시동 초기 혹은 급 

가속시 쇳소리가 들림.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 경

고등이 켜짐.

▶이상 발생 시  엔진이 과열되는 오버히트 현상

이 발생해 자동차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펜 벨트

파워 벨트

타이밍 벨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