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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실제형상과 같은 회전날개들을 가진 세 개의 세탁기의 모델들에 대하여 유동해석을 하였다. 
회전날개의 좌측, 우측 및 바닥 평면들에 대한 압력 및 속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Model C가 유동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크게 나와서 Model A에 비하여 2배 이상 나타났고, Model B와 Model A순으로 되었다. Model A, B 및 C의 회전
블레이드 측면에서의 유동의 유선속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Model C가 유동에 대한 속도가 가장 크게 나와서 Model
A에 비하여 1.7배 가량 나타났고, Model B와 Model A순으로 되었다. 회전날개의 갯수가 많다고 해서 유동상태가 양
호하다기 보다 Model C와 같이 Model A나 Model B에 비하여 날개의 개수가 적지만 날개의 하부 두께가 더 두꺼운
경우가 유동 압력 및 유동 속도가 커서 세탁성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적으로 세탁
기 회전날개의 내구성이 있는 효율적인 설계와 그 회전 날개의 미적인 융합에 적합하여 보인다. 

주제어 : 세탁기, 회전날개, 유속, 압력, 유동해석, 융합

Abstract  The flow analyses in this study were executed on the three washing machine models with the 
rotors like real shapes. On the pressures and speeds for the left, right and bottom planes of rotors, 
model C was generally found to have the greatest pressure on the flow, more than twice as much as 
model A, and in order of model B and model A. At the streamline velocities of flow on the side of the 
rotating blades of models A, B and C, model C had the greatest rate of flow overall, which was 1.7 times 
higher than model A, followed by model B and model A. In case of model C, the number of blades is 
smaller than model A or model B, but the thickness of lower rotor becomes thicker. It can be seen that 
model C improves the washing performance due to the high flow pressure and high flow rate. Also, 
it is seen that this study is adequate at the efficient design with durability of the washing machine rotor 
practically and the aesthetic convergence of the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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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즘 현대인들은 단정한 옷을 입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어 좋은 이미지를 주고, 화려한 옷을 입어서 여러 사람
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관심을 받는다.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고 갈아입게 되면서 세탁물이 많다. 하지만 현대
인 대부분은 손빨래에 시간을 투자할 만큼 시간이 넉넉
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다량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세탁기가 현대인의 일상생활
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세탁기의 종류는 펄세이터식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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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식으로 분류가 된다. 먼저 펄세이터의 경우 회전에 의
한 강한 물살을 이용한 방식으로 옷을 비벼 세탁하는 원
리이며, 드럼식은 세탁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하는 방
식으로 세탁이 진행이 된다. 세탁성능을 놓고 비교했을 
때 펄세이터식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
온다. 그 이유는 강한 물살의 마찰력으로 빨랫감을 비벼
서 세탁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물살이 강해지려
면 날개의 수 및 모양에 따라서 물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탁기 회전날개를 CATIA를 통해 3D 모
델링[1-5]을 하였으며, 설계단계에서 ANSYS를 통해 유
동해석을 수행하여 물살의 세기를 평가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제품 제작 전에 신뢰할 만한 유동 해석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다[6-10]. 세
탁기 내부의 회전날개에서의 유동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세탁기 성능 유동을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실제적인 세탁기 내부의 회전날개의 효율적인 
설계와 미적인 융합에 적합하다고 보인다[11-15].

 

2. 연구 모델 및 경계 조건 

2.1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각각 세탁기 내부 회전 날개에 사용되

는 총 3가지 모델들로서 Fig. 1과 같이 CATIA로 설계하
였다.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1. Solid models of rotors 

Table 1. List of models A, B and C
Nodes Elements

Model 1 34652 183544

Model 2 43597 232205

Model 3 108555 555901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2. Fluid models 

Model A, B 및 C의 크기는 지름이 180mm 높이 
50mm로 되어 있고, Model A와 Model B는 날개가 6
개로서 하부의 두께는 얇으나 Model A와 Model B는 
회전 날개의 모양은 다르다. Model A와 Model B에 비
하여 Model C는 하부 두께가 두껍고 회전 날개 3개로 
되어 있다. Table 1은 3개의 모델들에 대한 절점수와 요
소수들이다.

2.2 모델의 경계 조건 
Fig. 2와 같이 모델 주위에 원통 모양의 물의 유체를 

만들었다. 그림들과 같이 원통의 유체에서 고체인 회전 
날개를 뺀 유체는 1 atm의 압력인 상온 25℃의 물로 되
어 있다. 등온 상태로서 그 회전 날개는 Z축 둘레로 회전
하는 300 rad/s의 회전 속도를 주어서 소용돌이가 발생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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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Fig. 3은 Model A, B, C의 실린더의 회전날개의 좌
측, 우측 및 바닥 평면들에 대한 유동 압력을 나타내는 
등고선들이다. Model A, B 및 C에서 최대 압력은 각각 
6.435 MPa, 7.548 MPa 및 13.089 MPa로 나왔다. 전
반적으로 Model C가 유동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크게 나
와서 Model A에 비하여 2배 이상 나타났고,  Model B
와 Model A순으로 되었다. 

(a)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3. Side pressure contour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4. Side velocity contour

Fig. 4는 Model A, B, C의 실린더의 회전날개의 좌
측, 우측 및 바닥 평면들에 대한 유동 속도들을 나타내는 
등고선들이다. Model A, B 및 C에서의 최대 속도들은 
각각 51.666 m/s, 56.959 m/s 및 106.887 m/s로 나
왔다. 전반적으로 Model C가 유동에 대한 속도가 가장 
크게 나와서 Model A에 비하여 2배 이상 나타났고, 
Model B와 Model A순으로 되었다. Fig. 5는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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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및 C의 회전 블레이드 측면에서의 유동의 유선속도
를 나타낸다. Model A, B 및 C에서의 최대의 유선 속도
들은 각각 62.993 m/s, 71.108 m/s 및 106.887 m/s
로 나왔다.  대체적으로 Model C가 유선에 대한 속도가 
가장 크게 나와서 Model A에 비하여 1.7배 가량 나타났
고, Model B와 Model A순으로 되었다.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5. Streamline velocities of models 

전반적으로 세탁기의 유동 압력 및 속도를 고찰하였을 
때, 회전날개의 갯수가 많다고 해서 유동상태가 양호하다
기 보다 Model C와 같이 Model A와 Model B에 비하
여 날개의 개수가 적지만 하부 두께가 더 두꺼운 경우가 
유동 압력 및 유동 속도가 커서 유동 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형상과 같은 회전날개들을 가진 세
탁기의 모델들로서 유동해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Model A, B, C 의 실린더의 회전날개의 좌측, 우
측 및 바닥 평면들에 대한 유동 압력들과 유동 속
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Model C가 유동에 대한 
압력 및 유동 속도가 가장 크게 나와서 Model A에 
비하여 2배 이상 나타났고,  Model B와 Model A
순으로 되었다. 

2. Model A, B 및 C의 회전 블레이드 측면에 서의 유
동의 유선속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Model C가 
유동에 대한 속도가 가장 크게 나와서 Model A에 
비하여 1.7배 가량 나타났고,  Model B와 Model 
A순으로 되었다. 

3. 회전날개의 갯수가 많다고 해서 유동상태가 양호하
다기 보다 Model C와 같이 Model A와 Model B
에 비하여 날개의 개수가 적지만 하부 두께가 더 
두꺼운 경우가 유동 압력 및 유동 속도가 커서 유
동 상태가 좋아서 세탁성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실제적인 세탁기 
내부의 회전날개의 효율적인 설계와 미적인 융합에 
적합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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