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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헤어드라이어 기술 개발 현황 및 한계점

대표적인 소형가전제품 중 하나인 헤어드라이어는 현대 사회에

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생필품 중 하나이다. 
1890년에 최초로 개발된 헤어드라이어는 최근 다이슨, 필립스, 
JMW, 유닉스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에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

거나[1] 최대 110,000 PM이 가능한 고속 디지털 모터를 탑재한 

헤어드라이어[2]등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워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닉스, 한일전자, JMW 등 다수의 기업이 중저

가형 헤어드라이어를 출시하고 있으며, 모발 손상이 적고 손상모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플라즈마 모듈 활용 제품개발[3]을 통한 제품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국내외 헤어드라이어 제품개발의 경우, 디자인 선호를 고려한 

외형 형상 개선[4-6]을 통한 기술개발 및 제품출시와, 헤어드라이기 

주요 요소별 형상 변경에 따른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제품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10]. Park 등은[7] 팬 날개 수, 흡입구 직경 및 tip clearance에 

따른 풍속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Cho 
등은[8] 헤어드라이어의 부품 중 하나인 임펠러의 설계인자 최적화를 

위해 임펠러의 직경과 각도별 케이스를 분석하여 최적화 설계인자를 

도출하였다. Han 등은[9] 임펠러 날개의 형상을 4가지 모델로 미리 

설계하고 이에 대한 열변형 비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성능개선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Hwang 등은[10] 임펠러와 동일 회전 메커니즘

을 가진 사이클론의 유동분포를 해석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해석 

외에도 Mocko 등은[11] Matrix-based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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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어 디자인에 중요한 요소들을 matrix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

으로 최적의 디자인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Li 등은[12] Triz 이론을 

활용하여 각 부품별 기능을 고려한 비용함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최적의 디자인을 위한 부품형상 개선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Nasir 등[13]이 DFMA를 활용하여 total assembly time을 고려한 

최적의 헤어드라이어 디자인 선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Effendi 등[14]은 DFMA와  유한요소해석법을 결합하여 헤어드라이

어의 최적의 형상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보아 유추할 

수 있듯이, 현재 헤어드라이어의 최적의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부품

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험의 연계 분석을 통하여 성능 개선을 

이루어낸 사례는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헤어드라이어의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융합하여 분석한다면, 
실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의 코드 및 수학적 모델링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산해석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

며[15-16], 정확도 높은 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현상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설계 개선에 활용하여[17] 보다 

공학적인 제품성능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국산 헤어드라이어 제품의 풍속 성능 향상을 위한 

전산해석 기반 임펠러의 구조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

된 헤어드라이어의 경우, 전자파와 미세먼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에코 헤어드라이어로서, 타사 헤어드라이어와 같이 공기의 유동 

흐름이 일직선이 아닌 헤어드라이어 상단부에서 유입되는 공기 흐름

을 전면부를 통해 방출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

인 모발 건조를 위하여 특히 헤어드라이어의 온도와 풍속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설계한 헤어드라이기 도면에 기반

하여 임펠러 형상의 회전속도에 따른 헤어드라이어의 내부 압력분포 

및 내부 공기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여 설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위 전산해석결과를 활용하여, 헤어드라이어 임펠러의 날개부 형상의 

높이를 증가시키고, 날개 각도를 증가시켜 형상 설계 개선을 하였다. 
임펠러 설계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헤어드라이어의 회전속도에 

따른 풍속비교를 통해 성능개선을 비교하였다.

2. 연구 방법
2.1 헤어드라이어 풍속 측정 실험

헤어드라이어의 풍속 측정은 KS규격(KS C 9209: 2013)[18]

에 맞춰 풍속 0.1 m/s 이내의 장소로 온도(20℃)와 대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폐쇄된 내부공간에서 수행하였다.
풍속 측정은 Fig. 1과 같이 토출구에서 30 mm 떨어진 위치에서 

차압계(TESTO 510i)를 사용하여 동압을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동압은 식(1)을 활용하여 유속으로 변환을 통해 최대 풍속을 측정

하였다. 이 때, 피토관 계수는 1, 공기밀도는 1기압 20℃ 일때 1.2
kg/m3, 동압의 가속도는 중력가속도로 가정하였다. 풍속 측정은 

차압계 설치 후, ‘안정화 30초(off) - 동압 측정 180초(on) - 안정

화 30초(off)’ 순으로 측정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동일한 실험 조건으로 3회 반복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최대 풍

속을 비교하였다.

  





 (1)

(여기서, V는 유속(m/s), C는 피토관 계수, g는 동압의 가속도, 
h는 동압, r은 공기밀도)

2.2 전산해석기반 조건 풍속 평가
헤어드라이어 임펠러의 회전속도에 따른 유동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전산해석을 통한 유속 및 압력분포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상용 해석소프트웨어인 

COMSOL(COMSOL Multiphysics® v. 5.6)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층류유동(laminar flow)을 가정하여 COMSOL 회전 속도

에 따른 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rotating machinery, laminar 

(a) Hair dryer test method(KS C 9209:2013)

(b) Hair dryer experiment setting
Fig. 1 Flow velocity measurement with eco hair drye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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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를 활용하였다. 이때 층류해석(laminar flow)의 유동 지배방

정식은 아래 식(2)와 같이 정의된다.




 ∙∇  ∇∙ (2)

이때, ∇∙  이며, 여기서   ∇ ∇

(여기서, u는 유체의 속도, 는 유체 밀도, 는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전산해석의 모델은 Fig. 2와 같이 구성하여, 헤어드라이어 본체의 

소재는 polycarbonate로 가정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의 입구 공기

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헤어드라이어 내부로 들어가며, 헤어드라이

어 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헤어드라이어 토출구로 공기가 배출

되도록 모사하였다. 4단계(5000 RPM, 6000 RPM, 7000 
RPM, 8000 RPM)의 회전속도를 가지는 임펠러가 회전할 때 유속 

및 압력분포를 확인하고 설계 개선을 진행하였다. 

3. 헤어드라이어 풍속 특성 분석 및 개선
3.1 기존 헤어드라이어의 풍속 평가

기존 헤어드라이어의 임펠러 회전 단계에 따른 내부 공기의 유

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Fig. 3과 같은 유속분포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를 통하여 계산한 최대 풍속 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최대 풍속의 경우, 임펠러 회전속도가 1단계 증가할 때 마다 평균 

최대 풍속이 2.17 m/s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산해석을 통해 획득한 최대 풍속 측정값의 해석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회전단계별 피토관 동압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최대 풍속을 Table 2와 같이 계산하였다. 최대 

풍속 실험값과 전산해석 값을 비교한 결과, Fig. 4와 같이 전산해

석결과와 실험대비 최대 풍속의 차이는 평균 6.4% 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산해석 조건과 실험조건의 차이를 검토결과, 
전산해석의 경우 헤어드라이어 출구부 주위의 일정한 간격의 노드

(node)에서의 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속도를 계산하였으며, 

특정한 지점에서의 최대속도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풍압을 기반으

로 최대속도를 계산한 실험결과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Fig. 2 Hair dryer simulation analysis system design

(a) 5000 RPM

(b) 6000 RPM

(c) 7000 RPM

(d) 8000 RPM
Fig. 3 Hair dryer computational fluid analysis result

Table 1 Simulation result of hair dryer maximum exit speed by 
impeller rotation speed (RPM)

Impellar rotation speed (RPM) 5000 6000 7000 8000

maximum velocity (m/s) 6.78 7.59 9.84 13.3

Table 2 Experiment result of hair dryer average maximum exit 
speed by impeller rotation speed (RPM) before modifying 
the impeller design

Impellar rotation speed (RPM) 5000 6000 7000 8000

Maximum velocity (m/s) 6.89 8.42 10.4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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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이러한 최대속도 계산 방법의 차이와 오차 값을 비교

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이 비교적 실제 헤어드라이어의 풍속특성을 

잘 모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전산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헤어드

라이어의 내부 공기 흐름을 3.2절에서 상세히 분석하여 설계 요인 

및 임펠러 형상을 개선하였다.

3.2 내부공기 유동분석 및 임펠러 구조개선
헤어드라이기의 내부 유동 분포 및 압력의 최적화를 위해, 시뮬

레이션의 유속 및 압력 분포를 토대로 헤어드라이기 설계 도면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임펠러 주위에 공기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각 RPM별(5000 RPM, 6000 RPM, 7000 RPM 및 8000 RPM)
로 임펠러 주위에 균등한 간격으로 708개 지점의 노드에서 공기 

속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와 같이 계산하였다. 이 

때, 헤어드라이어 내부 유동 흐름과 임펠러 주위의 유동 분포는 

5000 RPM을 예로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펠러 회전단계에 따라 팬 주위에서 최대 0.81 m/s의 

속력으로 공기가 팬 하부로 향하게 되며, 이는 헤어드라이기 공기 

유입구 위치의 특성상 유입구에서 유입된 공기가 수직하강하면서 

Fig. 5(b)와 같이 임펠러 날개 형상에 의해 헤어드라이어의 하부로 

보내지고, 하부에 형성된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이를 통한 불균형

한 유동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균

형한 유동흐름은 Fig. 5(a)에서와 같이 헤어드라이어 하부에서 정

체되거나 멤도는 현상 이 발생하며 팬 하부에 압력을 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 Fig. 6 및 Table 4와 같이 

전문 3D 설계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 Professional 
2020 SP3.0)를 활용하여 임펠러의 설계 구조를 변경하였다. 기존 

헤어드라이어의 풍속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 유입구 위치 특성상 

수직 하강하는 유동을 임펠러를 통해 헤어드라이어 출구부로 효과

Fig. 4 Simulation vs. Experimental measurement of hair dryer 
maximum flow velocity comparison

Table 3 Average speed in the downward(-y) direction of the 
impeller fan for each impeller rotation speed(RPM)

Impellar rotation speed (RPM) 5000 6000 7000 8000
Average velocity in 
downward direction 0.34 0.37 0.81 0.76

(a) Bottom flow distribution

(b) Fan flow distribution
Fig. 5 Hair dryer flow distribution at 5000 RPM

(a) 3D CAD results before improvement

(b) 3D CAD results after improvement
Fig. 6 3D CAD result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of impeller 

design

Table 4 Key parameter changes before and after impeller design 
improvements

Model
Parameter Before After

Impeller height (a) 26.85 cm 33.35 cm
Impeller angle (b) 60.3º 72.3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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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유동 변화를 위해서는 임펠러의 단면

적을 증가시켜 강제유동 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설

계된 헤어드라이어의 부품간 배치를 고려하여 임펠러의 최대 높이

만큼 날개의 높이를 증가(65 mm)시켰다. 또한, 헤어드라이어의 

동일한 임펠러 날개의 높이에서 유출구 방향의 임펠러 단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임펠러 날개의 각도를 증가시켜야 하며, 
기존 날개들간의 간섭을 고려하여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각도

(12°)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3.3 설계 개선 전･후 헤어드라이어의 풍속 비교
임펠러 설계 개선한 3D 도면을 바탕으로 Fig. 7과 같이 헤어드

라이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헤어드라이어의 평균 

최대 풍속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실험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설계 개선 전･후 헤어드라이어의 최대 풍속 값을 Fig. 8과 같이 

비교하였다.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 설계 헤어드

라이어의 풍속(파란색) 대비 설계 개선된 헤어드라이어의 풍속(붉
은색)이 임펠러의 4가지 단계 회전속도에서 모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000 RPM에서는 설계 개선 전·후 최대 풍속이 

56.8%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계 개선 전·후 추가

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RPM에 따른 

외부 소음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소음측정기 세팅 후 ‘안정화 

30초(off) - 소음측정 180초(on) – 안정화 30초(off)’의 과정을 통

하여 소음 측정 결과, 모든 임펠러의 회전속도(5000 RPM, 6000 
RPM, 7000 RPM, 8000 RPM)에서 시장 출시 기준 소음인 70 
dBA를 초과하지 않아 다른 생성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FD)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기존 헤어드라이어의 유동 분석을 수행 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헤어드라이어 하부의 유동이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
어드라이어 하부 유동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헤어드라이어 

내부 부품의 배치를 고려하여 임펠러 날개의 높이를 6.5 cm 높이

고, 임펠러 각도를 약 12° 증가시켜 하부의 유동 불안정성을 개선

하였다. 개선한 설계를 기반으로 헤어드라이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적으로 토출구 최대 유속을 측정하여 기존 설계 제품과의 최

대 풍속을 비교하였다. 개선 전･후 최대 풍속을 비교한 결과, 헤어

드라이어 최대 유속은 약 34.4% - 56.8% 증가하여 전산해석에 

기반한 성능 개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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