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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에 들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세탁기를 사용하

고 있다. 점점 세탁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체

에서도 세탁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의 단순히 세탁기 성능에 대한 불만 

이외에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 저

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탁기 

작동 중 탈수구간은 긴 시간과 상대적으로 큰 소음

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또한 부하조건에 따라 그 소

음 특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탈수 구간

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탈수구간의 

소음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탁기 탈수 구간의 소음 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세탁기 탈수구간에서 발생하는 소

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세탁기의 탈수모드를 선

택하여 작동하였으며 무부하 조건, 실포 조건, 집중 

질량조건 총 3 가지의 조건으로 측정을 한 후 각각 

그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 때, 동시적으로 

Tachometer 를 이용하여 모터 rpm 신호를 같이 측

정함으로써 가진 주파수를 확인하였다. 

2. 세탁 탈수 소음 측정 

2.1 실험 장치 구성 

본 실험은 드럼세탁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Fig.1 과 같이 세탁기 전방 1m, 높이 1.5m 의 위

치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소음 데이터를 측정하였

고, 세탁기 모터 부위에 Tachometer 의 센서를 

장착하여 모터의 rpm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MULLER_BBM 사의 PAK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2.2 실험 방법  

실험은 총 3 가지 조건에 대해 진행하였다. 무부

하, 실포, 집중질량 각각의 부하조건에 대하여 세

탁기의 표준코스의 탈수 모드를 선택하여 작동시

킨 후 작동 소음과 rpm 신호를 측정하였다.  

 

2.3 측정 결과 

Fig. 2, 3, 4 는 각각 무부하, 실포, 집중 질량 조

건 시 시간에 따른 소음 측정 신호의 FFT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 구간별 소음 특성 파악 

3.1 실포 부하 조건의 소음 특성 
Fig.3 를 보면 시험포 삽입 조건 경우 하모닉 성

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하모닉 

주파수들은 시간에 따라 모터 rpm 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한다. Fig. 5 의 (a)는 모터의 rpm 신호를 측정

한 그래프이고 (b)는 모터의 rpm 신호를 주파수로 

환산한 그래프이다. (c)는 이 모터의 작동 주파수 신

호와 측정 소음의 주파수 신호를 함께 표시한 그래

프이다. 두 신호가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탈수 시 세탁조의 회전 운동에 의한 진동에 

의해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3.2 집중 질량 부하 조건의 소음 특성 

(1) 과도구간 
Fig. 4 를 보면 집중질량 조건의 경우 A 의 과도구

간에서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큰 소음이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Fig. 6 는 A 구간에 대해 FFT 결

과와 음압신호와 rpm 신호를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

다. FFT 결과와 음압을 보더라도 특정 rpm 의 지점

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는 모터의 작동 주파수가 세탁기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할 때 세탁기가 공진을 일으키며 큰 소음이 발

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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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실험 장치 구성 

 
Fig. 2 무부하 조건 시 소음 신호의 시간에 따른 FFT 결과 

 
Fig. 3 실포 조건시 소음 신호의 시간에 따른 FFT 결과 

 
Fig. 4 집중 질량 조건 시 소음 신호의 시간에 따른 

          FFT 결과 

 

(2) 최고속도구간 
Fig. 4 를 통해 집중 질량 조건의 경우 최고 속도구

간인 B,C 구간에서 넓은 주파수 범위의 값들을 가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Fig. 7 의 주파수 결과를 

통해 넓은 주파수대역에서 가진주파수의 배수성분이 

하모닉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탁조의 

불균형 질량의 영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함에 따라 큰 

변위가 발생하면서 세탁조를 지탱하고 있던 댐퍼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음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부하조건을 달리하여 세탁기의 소음 측정 실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세탁기에서 발생 가능한 탈수 소음

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그 발생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세탁포 조건 시 세탁조의 회전 운동에 의한 진동에 

의해 소음이 두드러지게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a) 가진 rpm  (b) 가진 frequency  

 
(c) 가진 frequency & 소음 signal frequency 

Fig. 5 가진 frequency 와 소음 신호의 frequency 비교 

 
Fig. 6 집중 질량 조건 시 A 구간의 FFT, 음압, rpm signal 

 
Fig.7 집중 질량 조건 시 C 구간의 FFT 결과 

 

집중 질량 조건의 경우 작동주파수와 세탁기의 고

유 주파수가 일치할 때 공진을 일으키며 큰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800 이상의 rpm 을 가지

는 속도 구간에서는 큰 변위 발생으로 인해 댐퍼에 
부딪히면서 특정 주파수의 하모닉 성분을 가지는 소

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부하조건에 따른 탈수 소음 특성 분석을 

통해 후에 각각의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하여 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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