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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gine cooling system is a device that maintains the temperature in the engine 

room at an appropriate level by driving a cooling fan when the temperature in the 

engine room generated during the vehicle operation occurs over a certain temperature. 

In recent years, the vehicle cooling system has changed to an electronic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develop a hall sensor based electronic engine 

cooling system. In this paper, a hall sensor module and an actuator module for engine 

cooling control system are designed.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module, the magnetic field control was verified through the simulation of the 

diameter and the head of th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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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 엔진은 가솔린, 디젤, 가스 등의 연료를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장치이다. 차량 엔진의 연료 효율은 대략 20%∼

30%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0%∼80%는 

기계적인 손실, 배기가스와 열로서 대기 중에 방

출되고 있다. 이렇게 방출되는 열로 인하여 엔진

은 아이들링 상태(엔진 공회전 상태)에서도 오버히

트(overheating, 과열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엔

진의 오버히트가 심한 경우에는 실린더 헤드가 변

형될 수 있으며, 피스톤을 소착시키는 등 엔진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엔진이 안정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엔진냉각제어장치(engine cooling control system)

가 필요하다[1]-[3].

최근 그림 1과 같은 전자식 엔진 냉각시스템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자식 엔진냉각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홀센서를 이용한 전자식 엔진냉각제어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된

다. 2장에서는 차량엔진냉각시스템에 대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홀센서 기반 전자식 엔진

냉각제어 시스템 설계에 대하여 제안하고 4장에서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엔진냉각제어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와 같이 엔진 온도센서와 

압력센서와 같은 센서 신호와 PWM 신호에 따라 

엔진제어 시스템(engine management system)에 

의해 자동으로 냉각팬의 구동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엔진냉각제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엔진냉각 제어 시스템은 시스템의 일

측에 냉각팬이 결합되며 냉각팬에 부착된 팬클러

Fig. 1 Mechanical(left) / Electronic(right) engine cooling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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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내의 유체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외측 냉

각팬을 구동함으로써 크랭크 샤프트 일측과 냉각

팬 사이에 장착되어 냉각팬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

템이다[4].

현재 엔진냉각용 팬으로는 DC 모터에 의한 전

동식과 바이메탈을 이용한 온/오프(on/off) 방식 

온도 감응 유체 팬 클러치가 산업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DC 모터로 팬을 구동시키는 전동식

은 엔진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차 

설치 시 유연성이 있지만, 과다 전력소모로 인해 

주로 소형엔진 냉각에 주로 사용된다. 유체커플링

방식(fluid coupling type) 팬 클러치는 크랭크축

을 통하여 얻은 구동력을 유체커플링식 클러치를 

매개로 하여 냉각판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라디

에이터(radiator)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를 바이메

탈에 의해 감지하여 감응온도에 따라 팬 클러치 

내부의 밸브 조절판을 작동시켜 작동실로 유입되

는 점성유체 량을 제어하여 팬의 회전수를 자동적

으로 조절하도록 하면서 팬을 온/오프 시키는 장

치이다. 이 방식은 보조동력의 소모가 작고 엔진

의 냉각 요구에 따른 제어가 가능하며 소음과 진

동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여 소형엔진에서부터 디

젤을 주원료로 하는 대형 트럭 엔진에 이르기까지 

엔진의 냉각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현재 

가장 보편화 되어 있다. 

엔진 냉각공기는 프론트 그릴에서 팬 클러치에 

장착된 냉각팬에 의해 유입되어 오일쿨러, 콘덴서, 

라디에이터 등을 통과하여 엔진룸에 유입된다. 엔

진냉각팬의 구동력은 엔진의 크기와 작동속도에 

비례적으로 증가함으로 엔진파워에 있어 주요한 

소비 원인중의 하나가 되며 엔진소음과 진동의 주

요 원인이 된다.

자동차용 센서와 엑츄에이터에서는 검출감도, 

검출정도, 응답속도 등의 필요성능이 자동차의 가

혹한 사용 환경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내열성이나 

내진동성 등의 고신뢰성이 요구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선형 서모스태틱 코일 스프링에 

의한 냉각팬의 경우, 유체 커플링식 팬 클러치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엔진주위 온도에 따라 열

팽창계수가 다른 바이메탈스프링(bi-metallic 

spring)에 의해 밸브 레버를 단지 온/오프 시키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엔진온도 제어

나 팬의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점성유체 팬 클러치를 적용하면 자동차에서 발

생하는 공기역학적인 주 소음원인 엔진의 팬 소음

과 진동을 줄이고, 에어컨의 성능과 엔진의 연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5]. 따라서, 자동차용 

전자 센서와 엑츄에이터를 적용한 전자식 엔진냉

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홀센서 기반 엔진냉각제어 시스템

3.1 팬 클러치 제어용 홀센서 모듈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홀센서 기반 전자식 엔

진냉각제어장치는 센서부와 엑츄에이터부로 구성

된다. 우선 그림 2와 같이 비스코스 팬 클러치

(viscous fan clutch)의 쿨링팬 회전 속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홀센서 기반 센서모듈을 설계하였다.

회전속도 측정에 사용된 홀센서는 주위로 자석

이 움직이거나 자장의 방향이 바뀌면 홀전압에 변

동이 생긴다. 이러한 전압변동을 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의 변환주기

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자성물체의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팬 클러치의 회전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다.

홀 센서 모듈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되며, 쿨링 

팬에 연결되어진 방열 케이스와 센서하우징은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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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으로 조립되어져 있어서, 쿨링 팬과 방열 케이스

가 회전하면 센서하우징도 같은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여기서 홀센서는 센서하우징의 기어(요철)형

상부의 단차를 이용하여 회전속도를 감지한다. 

3.2 팬 클러치 제어용 액츄에이터 설계

비스코스 팬 클러치를 위한 전자식 밸브의 경

우, 온도센서에 의한 냉각수 온도를 차량의 ECU

가 감지하고, 설정된 온도 이상으로 냉각수 온도

가 상승하게 되면 ECU에 의해 전자식 밸브가 작

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때 솔레노이드의 자속세

기에 따른 밸브의 간극조절을 가능하여 온도별 유

량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는 엔진에 직결된 팬 클러치의 구조상 기계

식에 비해 부하에 따른 RPM 제어가 효율적이다.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기존 바이메

탈 방식의 밸브 구조와는 전혀 다른 솔레노이드 

결합형 엑츄에이터(밸브) 방식의 팬 클러치 구조가 

필요하여 그림 3과 같이 설계하였다.

팬 클러치는 하우징본체와 하우징 커버로 분리 

결합된 팬하우징의 내부 공간에 로터가 장착 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로터는 엔진 크랭크

축으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로터 회전

축과 일체로 회전되도록 로터 회전축에 결합한다.

이때, 팬 하우징과 로터 회전축 사이에는 베어

링이 삽입 개재되며, 팬 하우징은 로터 회전축이 

회전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동시에 회전되지는 않는

다. 팬 하우징은 그림 4와 같이 분리 판에 의해 

유체저장실과 유체작동실로 분리 구획되는데, 유

Fig. 3 Electronic actuator type fan clutch structure Fig. 4 Electronic actuator exploded view

(a) 3D details

 

(b) cross-section

Fig. 2 Hall sens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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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저장실에는 작동 유체가 저장되고 유체작동 실

에는 로터가 배치된다. 

분리 판의 한 측에는 유체저장실로부터 유체작

동실로 작동 유체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엑츄에이터가 장착되며, 이러한 엑츄에이터는 일

반적으로 기계식과 전자식 엑츄에이터에 의해 구

동된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로터 회전축이 회전

되면, 팬하우징이 고정된 상태로 로터가 팬하우징

의 유체작동실 내부에서 회전된다. 이때, 엑츄에이

터가 개방되어 유체저장실로 부터 작동 유체가 유

체작동실로 유입되면, 유체작동실에서는 작동 유

체의 점성 저항에 의해 로터와 함께 팬하우징이 

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팬하우징의 회전 속도는 작동 유체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점성 저항이 증가할수록 로터

의 회전에 대한 슬립이 감소하여 더욱 증가된다. 

유체저장실로부터 유체작동실로 공급된 작동 유체

는 유체작동실 내에서 로터 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의해 유체작동실의 외측 방향으로 이동된 후, 팬

하우징 내부에 형성된 리턴 유로(scavenge hole)

를 통해 다시 유체저장실로 순환 회수된다. 이와 

같이 회수된 작동 유체가 유체저장실에서 다시 유

체작동실로 공급되는 방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유

체흐름 메커니즘을 가진다.

Fig. 5 Electronic actuator exploded view

그림 5는 엔진냉각제어를 위한 홀센서의 분해

도이다. 센서를 분해하면 베어링커버, 센서커버, 

전자식센서, 센서하우징, 엑츄에이터 디스크로 크

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베어링커버: 외부의 먼지(dust)가 센서 커버

의 베어링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② 센서커버: 전자식 센서부를 충격으로부터 보

호하고 외부의 먼지로부터 보호

③ 전자식 센서: 자동차 미션의 ECU 정보를 받

아 센서하우징에 전자력(자기장)을 만들고 

센서하우징의 회전 속도를 센싱하고, 엑츄에

이터를 제어

④ 센서하우징: 회전속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

어형상의 돌출부가 있고, 자기장을 형성시

켜, 엑츄에이터(밸브)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⑤ 엑츄에이터 디스크: 센서하우징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회전 작동하며,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역할을 함. 회전 복원은 스

프링의 비틀림력에 의해 기계적으로 가능하

도록 설계

3.3 액츄에이터 메커니즘 설계

점성 유체의 흐름제어를 위한 엑츄에이터 메커

니즘은 그림 6과 같이 밸브의 개폐(on/off) 유무

에 따라 제어되도록 설계하였다. 

① 밸브닫힘(OFF): 스프링의 비틀림력이 엑츄에

이터에 반시계방향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회전하지 못하도록 스토퍼가 엑츄에이터를 

잡고 있으며, 이 상태가 엑츄에이터의 OFF 

상태

② 밸브열림(ON): 엑츄에이터의 작동 메카니즘

을 설명하면 센서에서 전자력(자기장)을 만

들면, 센서하우징의 슬릿트 부분이 자기장을 

만들어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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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츄에이터를 시계방향으로 작동 시켜 슬릿

트와 엑츄에이터가 일치됨. 이상태가 엑츄에

이터 ON 상태

③ 엑츄에이터 ON상태에서 OFF상태로 복원되

는 힘은 스프링의 비틀림력을 이용해 기계

적으로 작동

Product 
Name

material
Product 
Name

material

slit 
housing

SCP-2(SPCD) coil
0.45T, 550, 

7.5ohm

slit SCP-2(SPCD)
bearing 
cover

SCP-2
(SPCD)

disk
SMF5, 

Powder 
molding

bearing 6023

disk 
bushing

Brass
shaft 
guide

SCP-2
(SPCD)

front shaft SM5C
bobbin 
housing

SCP-2
(SPCD)

spring
SK-5

(spring steel)
Injectio

n
PBT-GF30%

valve SUS

Table 1. Material information for simulation

4. 센서 모듈 자속밀도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설계한 홀센서 기반 전자식 엔진

냉각제어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표 1과 같이 

각 부품별 재질을 선정하여 Maxwell을 이용한 자

속밀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우선, 홀센서 동작 상태(센서 on)의 자속밀도는 

그림 7과 같다. 센서부의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기

장은 샤프트에서 엑츄에이터 디스크를 통해 센서하

우징의 돌기부(pole)쪽으로 자기장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엑츄에이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정확한 위치에서 자

기장이 형성되고 있고 자속밀도도 알 수 있다.

전자력 자기장의 토크 힘은 그림 8과 같이 스

프링 토크보다 세므로 전자 센서를 이용하여 엑츄

에이터(밸브)를 동작시킬 수 있다. 

Fig. 8 Electromagnetic force/spring torque 

comparison 

Fig. 6 Actuator operating mechanism Fig. 7 Sensor magnetic flux dens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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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rque according to the angle of the 

actuator

또한, 그림 9와 같이 OFF 상태에서 ON 상태

로 엑츄에이터가 점차적으로 회전할 때 회전각도

에가 증가함에 따라 엑츄에이터의 토크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엑츄에이터가 센서

하우징의 돌기부(POLE)에 접근함에 따라 자기력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코일선경(직경)과 코일 권선수에 따

른 토크 변화 해석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10

과 표 2에서와 같이 피크토크와 평균 토크는 권선

된 코일부의 단면적, 코일직경 코일의 권선수, 전

류의 세기 코일의 저항 값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그림 10의 ①과 ②를 비교하면 코

일의 단면적은 45%, 코일 직경은 11%, 코일 권선

수 15% 증가시킨 결과 peak Toque 3%, Average 

Toque 7.5% 증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0의 ①과 ③를 비교하면 코일의 단면적은 100%, 

코일 직경은 22%, 코일 권선수 30% 증가시킨 결

과 peak Toque 70%, Average Toque 41% 증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코일의 직경과 권

선수를 조정함으로써 자기장을 조절하여 필요한 

토크 값을 설계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NO
Coil 

diameter 
(㎜)

number of 
coils (turn)

Cross-sectiona
l area(㎟)

Current 
strength (A)

Resistance 
value (Ω)

peak Torqu
(Nm)

Avgrage 
Torqu (Nm)

1 0.45 550
108.2

(=13.2 x 8.2)
1.6∼1.74 6.9 0.127 0.110

2 0.5 633
157.5

(=15 x 10.5)
1.6∼1.74 6.9 0.133 0.118

3 0.55 715
217.8

(=16.5 x 13.2)
1.6∼1.8 6.7 0.220 0.156

Table 2. Comparison of torque between coil diameter and turn of sensor 

Fig. 10 Electromagnetic force/spring torqu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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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홀센서 기반 전자식 엔진냉각제어 

시스템에 대해하여 제안하였으며, 냉각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홀센서 모듈, 엑츄에이터 모듈을 

설계하였다. 또한, 설계한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코일의 직경과 권선수 

조절을 통해 자기장 조절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 설계한 전자식 엔

진냉각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여 실차 검증

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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