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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도어락 스 치(Door-lock switch)는 드럼세탁기, 식
기 세척기등 회 이나 열이 발생되어 작동 할 때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가 제품에 쓰이는 도어안 잠 장치로 드럼세탁
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한 부품 의 하나이다. 드럼 세
탁기 도어는 소비자가 사용 할 때 항상 느낌을 가지는 부분으로 
안 성과 동시에 감성이 뒤따르는 부품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드럼세탁기의 도어에 감성과 련된 요소들을 조사하 으며, 도
어락 스 치의 기구 인 구조들을 악한 뒤 드럼세탁기에 장착
하 을 때 열림력, 닫힘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그와 소 트웨어
를 제작하여 측정한 힘의 그래 를 분석하고 사용자에 의해 평
가한 후, 드럼세탁기 도어락 스 치의 구조에 따른 감성에 차이
을 찾아보고 최 의 설계를 한 요소를 제시하 다.
 

1. 서    론

 감성기술을 용한 제품들은 인간의 시각, 각, 후각, 청각, 미
각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수  이외에 사람처럼 말하는 휴먼로
과 인간의 뇌 를 읽을 수 있는 뇌 컴퓨터, 인체공학  자동차 
등 보다 복잡하고 다기능화 된 제품들로 발 하고 있다. 기분에 
따라 알아서 음악을 틀어주는 오디오, 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커서를 움직이는 컴퓨터 등도 최근 등장한 기술들이다. 감성코드
는 이제 제품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고 그 용범
도 무한 로 넓어지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한마디로 ‘Feel’
이 꽂히는 제품을 원한다. 품질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 이라면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디자인, 컬러, 스타
일, 이미지 등 감성 인 요소가 상품의 값어치를 좌우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감성요소를 가미한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
고 21세기 시장을 선 하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심지어는 인간
의 감성을 이용해 소비욕구를 충동시키는 방법까지 연구되고 있
다. 감성은 이성과 달리 논리 이고 합리 이지도 않고 말로 설
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무의식 에 막연하게 끌리는 것이어서 
폭발 인 힘을 자랑한다.감성공학의 개념은 기술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마  분야에서도 매우 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감성기술과 감성디자인, 감성마 과 감성경 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심에 인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드럼 세탁기의 도어의 열고 닫는 감
성을 만족시키기 연구를 하 다.

2. 본    론

 2.1 측정시스템 구조
 도어락 스 치는 드럼세탁기, 식기 세척기등 회 이나 열이 발
생되어 작동 할 때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도어안 잠 장
치에 한 것으로 드럼세탁기에서는 빠지면 안 될 요한 부품 
의 하나이다. 한, 세탁기 도어의 열림과 닫힘을 안 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소비자가 사용할 때는 항상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안 과 동시에 감성이 뒤따르는 부품이기도 한다.
 도어락 스 치의 열림력/닫힘력의 측정기 이 없어 개발업체, 
개발자, 검증자의 Data가 상이하여 드럼세탁기의 도어에 감성과 
련된 연구들을 조사하 으며, 측정 시스템을 만들어 열림력과 
닫힘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감성을 평가토록 하 다.
도어락 스 치를 드럼세탁기에 장착하고, 측정시스템을 측정할 
세트 앞에 고정 시킨다. 
 Digital Push-Pull Gage 제품의 도아 핸들부 치에서 거리를 
SETTING한후 진 는 후진 하여 열림력  닫힘력을 
측정하여 data값을 측정한다.
이때 열림력과 닫힘력 기 은 2.5kg~ 5.5kg으로 만족 한다는 

조건하에 도어락 스 치의 구조별 특징을 그래 로 표 시켜 
분석 한다.

<표 2>미니탭 결과를 기준으로 한 Gage R&R 평가 기준

구분 구성요소
A push pull Gage 

B 앞 뒤 이동용 DC 모터 

C 좌 우 이동용 DC 모터 

D DC모터 RPM 

E push pull Gage 거리 SET

F 좌 우 거리 SET

G 상 하 거리 SET

G1 상 하 이동용 DC모터  

H 원

                  

                      <그림1>측정 시스템 

  2.2 측정시스템 검증

  제작한 측정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 변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6 시그마 
기법 Gage R&R을 사용하 다.
 Gage R&R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Xbar  R 방법과 분산 분석 방법
이 있는데 Xbar  R방법은 측정치의 변동을 부품  부품
(part-to-part),반복성(repeatability), 재 성(reproducibility)으로 나
어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재 성에 해서는 운 자(operator) 성분 
 부품(part)과 운 자의 교호작용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분산 분석 방법은 부품과 운 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므로 Xbar  R
방법보다 정확하며, Gage R&R(교차)분석 메뉴에서는 두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반면, Gage R&R(내포) 분석메뉴에서는 분산 
분석 방법으로만 분석된다.
 본 연구는 Gage R&R(교차)분석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열림력 분석 결과 Distinct Category No. : 13
측정 시스템 만족
닫힘력 분석 결과 Distinct Category No. : 11
측정 시스템 만족
Gage R&R 결과
Category No가 10 이상이므로 측정시스템 기 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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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닫힘 느낌 선호 <그림8> 열림 느낌 선호

<그림10> A구조 열림력

<표 2>미니탭 결과를 기준으로 한 Gage R&R 평가 기준

구 분 Category No.
사용불가 4 미만
비용/중요성 고려 4에서 9 사이
만 족 10 이상

 2.3 도어락의 구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도어락 스 치의 구조는 두가지로 <A>와 
같이 양쪽을 벌려 들어가는 구조와  <B> 같이 캠을 이용하여 걸
려 들어가는 구조를 분석 하 다.

<A> 양쪽을 벌리는 구조 <B> 캠을 이용한 구조

                  <그림2>도어락 스위치 구조  

 2.4 측정시스템 을 이용한 SET의 열림력 닫힘력 측정
 측정 시스템으로 8.5mm/sec의 속도로 측정을 한결과 아래와같
은 그래 를 만들어 냈다.

<그림3> A구조 닫힘력 <그림4> A구조 열림력

<그림5> B구조 닫힘력 <그림6> B구조 열림력

 2.5 소비자의 감성품질 평가
 드럼세탁기 열림력과 닫힘력을 측정하고 소비자를 상 로 감성
을 평가토록 하여 그림과 같은 선호도가 조사 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도어락 스 치의 구조는 두가지로 <A>와 
같이 양쪽을 벌려 들어가는 구조와  <B> 같이 캠을 이용하여 걸
려 들어가는 구조를 분석 한 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성의 그

래 모형이 아래와 같다. 
그림 9의 형상를 그림3과 비교해 볼 때 A구간은 길고 경사가 
일정하고 B 구간은 짧고 수직으로 떨어지며 H구간은 4~5kg사
이로 그래 가 그려져 선호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한 그림 10의 형상를 그림6과 비교해 볼 때 A구간은 짧고 경
사가 일정하고 B 구간은 짧고 수직으로 떨어지며 H구간은 
3~4kg사이로 그래 가 그려질 때 선호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추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그래 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설
계안을 연구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을 최 한 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림9> B구조 닫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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