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2K 1/18

     H02K 3/32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87280

2005년08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4-0013001

(22) 출원일자 2004년02월26일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최성봉

경상남도창원시용호동롯데아파트1동508호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청구 : 없음

(54)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요약

  본 발명은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와 제작후의 스테이터 무게를 줄이고, 제작공정도 간단하게 하면서, 터브나 베어링 하우

징과 같은 고정측에 안정되게 장착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용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띠 형태의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티스로 구성된 철판을 맨 하층부터 맨 상층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회전시키면서 쌓아 다층구조를 이루는 환형의 스파이럴 코어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형상에 대

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상부측을 감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질의 상인슐레이터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상인슐레이터와 상호 조립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하부측을 감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

질인 하인슐레이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에 일체로 형성되며, 터브의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고정할 수 있도록 상기 스파이럴 코어 내측으로부터 스테이터 중앙을 향하여 3군데 이상 돌출된 체결부가 구비되고, 상기

체결부에는 상기 터브의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체결부재로 고정하기 위해 형성되는 체결공을 이루는 보스가 형성되며, 상

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의 스파이럴 코어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出面) 내측에는 상기 보스와 보스

사이를 연결하여 상기 보스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의 강도를 보강하는 가이드리브가 형성됨을 특

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드럼세탁기, 모터, 스테이터, 스파이럴 코어, 상·하인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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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종단면도

  도 2는 기존 스테이터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

  도 3은 도 2의 분할코어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스테이터 외관 사시도

  도 5는 도 4의 분해 사시도

  도 6은 도 5의 상(上)인슐레이터의 일부를 나타낸 배면 사시도

  도 7은 도 4의 스테이터 요부 평면도

  도 8는 인슐레이터의 공용화를 보여주는 참고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6:스테이터 60a:상인슐레이터

  60b:하인슐레이터 150:베이스부

  151:티스 152:요입홈

  153:리벳 600:체결부

  620:보스 620a:체결공

  690:가이드리브 SC:스파이럴 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에 적용되는 아웃터로터형 BLDC 모터의 스

테이터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럼 세탁 방식은 세제와 세탁수 및 세탁물이 드럼 내에 투입된 상태에서,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

는 드럼과 세탁물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세탁을 행하는 방식으로서, 세탁물의 손상이 거의 없고, 세탁물이 서로 엉키지 않

으며, 두드리고 비벼빠는 세탁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드럼세탁기는, 구동방식에 따라서는 모터의 구동력이 모터 풀리 및 드럼 풀리에 감긴 벨트를 통해 간접적

으로 드럼에 전달되는 간접 연결 방식과, BLDC 모터의 로터가 드럼에 직결되어 곧 바로 모터에 구동력이 전달되는 직결식

으로 나뉜다.

  여기서,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모터 풀리 및 드럼 풀리에 감긴 벨트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은 구

동력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동력 전달과정에서 많은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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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드럼세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BLDC모터를 이용한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사용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 1을 참조하여 기존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드럼세탁기 구성을 나타낸 종단면도로서, 캐비닛(1) 내측에 터브(2)가 설치되고, 상기 터브(2) 내측 중앙

에는 드럼(3)이 회전가능하게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터브(2) 후방측에는 모터가 설치되는데, 터브 후벽부에 스테이터(6)가 고정되고, 로터(5)는 상기 스테이터

(6)를 감싸면서 터브를 관통하여 드럼(3)에 축연결되도록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상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는 터브(2)의 후벽부의 외곽 형상과 거의 동형을 이루며 상기 스테이터

의 체결시 터브 후벽부에 고정되어 스테이터의 하중을 지지함과 더불어 스테이터의 동심도(同心度)가 유지되도록 하는 금

속재질의 터브 서포터가 개재(介在)된다.

  한편, 상기 캐비닛(1) 전방에는 도어(21)가 설치되고, 상기 도어(21)와 터브(2)(Tub) 사이에는 가스켓(22)이 설치된다.

  또한, 상기 캐비닛(1) 상부면 내측과 터브(2) 외주면 상부측 사이에는 터브(2)를 지지하는 행잉 스프링(23)(Hanging

spring)이 설치되고, 상기 캐비닛(1) 하부면 내측과 터브(2) 외주면 하부측 사이에는 탈수시 발생하는 터브(2)의 진동을

감쇠시키기 위한 프릭션 댐퍼(24)가 설치된다.

  한편, 도 2는 도 1의 스테이터 외관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스테이터에 적용되는 분할코어(DC)를 나타낸 사시도로

서, 기존의 스테이터 코어 제조방법은 금속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티스(151)와 베이스부(150)를 가짐과 동시에 티스

(151)의 반대측에는 체결공(500a) 형성을 위한 돌출부(500)를 가지는 단위 코어들을 제작한 후, 이들을 적층하여 어셈블

리를 만들고, 다시 이들을 원주방향으로 상호연결하여 소위 분할코어라 불리는 스테이터 코어를 완성하게 된다.

  이 때, 상기 돌출부는 스테이터(6)를 터브 후벽부에 체결할 때 필요한 체결공(500a)을 제공함과 더불어 볼트의 체결력을

견디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분할코어(DC)에 의한 스테이터(6)의 제조 방법은 공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재료의 손실이 많이 발생한

다.

  따라서,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제작공정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티스(151)와 베이스부(150)로 구성된 철판을 나선형으

로 회전시키면서 적층하는 소위 스파이럴 코어(spiral core)가 유용하지만, 스파이럴 코어(SC)를 제작할 때는 띠형태로 타

발된 철판이 나선형으로 굽어져야 하므로, 코어 내측에 스테이터를 터브에 결합하기 위한 돌출부를 형성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스파이럴 코어(SC) 제작시 만약 코어 내측으로 돌출부(500)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돌출부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코

어 폭이 너무 커져 코어를 굽히기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할코어(DC)의 돌출부와 동일한 역할을 코어 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수행되도록 함으

로써 스파이럴 코어(SC)의 적용이 가능한 스테이터 구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참고로, 스테이터를 터브측에 체결하는 체결공을 갖게 되는 돌출부의 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BLDC 모터를 이용하여 드럼을 직접 회전시키는 세탁기는 터브 후방의 고정측에 스테이터가 직접 장착되게 된다. 그런데

스테이터만의 무게가 1.5kg 이상이 되고, 탈수회전 속도가 600~ 2,000 RPM 정도의 대용량 드럼세탁기용 모터에 있어서

는, 스테이터 무게와 고속 회전시의 진동 및 로터(5)의 흔들림과 변형으로 인하여 스테이터(6)의 체결부위가 파손된다.

  특히, BLDC 모터를 사용하면서 스테이터(6)를 터브 후벽부에 체결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스테이터(6)의 직경방향이

지면과 거의 평행을 이루게 되므로, 세탁기 운전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스테이터(6)에 있어서 터브 후벽부와의 체결

부위 파손이 더욱 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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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스테이터(6)를 터브측에 체결하는 체결공을 갖게 되는 돌출부의 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와 무게를 줄이고, 제작공정도 간단하며,

터브나 베어링 하우징과 같은 고정측에 안정되게 장착될 수 있는 스테이터를 갖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재료를 줄이면서도, 분할코어를 적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브나 베어링 하우징과 같

은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안정되게 장착할 수 있어, 스테이터의 무게만 1.5kg 이상이 되고, 회전속도가 0~2,000 RPM 또

는 그 이상의 속도까지 가변하는 드럼세탁기용 BLDC 모터에 적합한 새로운 구조의 스테이터 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스테이터를 구성하는 상·하인슐레이터에 형성된 체결부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스테이터 구조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띠 형태의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티스로 구성된 철판

을 맨 하층부터 맨 상층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회전시키면서 쌓아 다층구조를 이루는 환형의 스파이럴 코어와, 상기 스

파이럴 코어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상부측을 감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질의 상인슐레이터

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상인슐레이터와 상호 조립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하부측을 감

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질인 하인슐레이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에 일체로 형성되며, 터브

의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고정할 수 있도록 상기 스파이럴 코어 내측으로부터 스테이터 중앙을 향하여 3군데 이상 돌출된

체결부가 구비되고, 상기 체결부에는 상기 터브의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체결부재로 고정하기 위해 형성되는 체결공을 이

루는 보스가 형성되며,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의 스파이럴 코어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出面) 내

측에는 상기 보스와 보스 사이를 연결하여 상기 보스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의 강도를 보강하는

가이드리브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첨부도면 도 4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스테이터 외관 사시도이고, 도 5는 도 4의 분해사시도이며, 도 6은 도 5의 상(上)인슐레이터의 일부를

나타낸 배면 사시도로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6)는, 띠 형태의 베이스부(150)와 상

기 베이스부(150)로부터 돌출된 티스(151)로 구성된 철판을 맨 하층부터 맨 상층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회전시키면서

쌓아 다층구조를 이루는 환형의 스파이럴 코어(SC)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SC)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스파이

럴 코어(SC)의 상부측을 감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질의 상(上)인슐레이터(60a)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SC)의 형상에 대

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상인슐레이터(60a)와 상호 조립시 상기 스파이럴 코어(SC)의 하부측을 감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체

인 하(下)인슐레이터(60b)로 이루어지되,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에 일체로 형성되며 터브의 고정측에

스테이터(6)를 고정할 수 있도록 스파이럴 코어(SC) 내측으로부터 스테이터(6) 중앙을 향하여 3군데 이상 돌출된 체결부

(60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체결부(600;도 5참조)에는 터브등의 고정측에 스테이터(6)를 체결부재로 고정하기 위해 형성되는 체결공

(620a;도 5참조)이 형성되며, 상기 체결공(620a)은 체결부(600)의 비노출면쪽에 돌출된 보스(620)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의 스파이럴 코어(SC)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出面)

내측에는 코어의 내측면을 지지하는 지지리브(650)가 원주방향을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의 체결부(600)에는 체결공(620a)을 이루는 보스(620)와 지지리

브(650) 사이를 연결하여 상기 보스(620)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600)의 강도를 보강하는 보강

리브(660)가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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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기 상·하인슐레이터(60a)(60b)의 각 체결부(600) 내주면 상에도 비노출면 방향으로 보강리브(670)가 형성되

고, 상기 보강리브(670)와 코어의 내측면을 지지하는 지지리브(650) 사이에도 반경방향으로 연결되어 상호 버팀력을 제공

하는 연결리브(680)가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의 스파이럴 코어(SC)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

出面) 내측에는 상기 보스(620)와 보스(620) 사이를 연결하여 상기 보스(620)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

결부(600)의 강도를 보강하는 가이드리브(690)가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가이드리브(690)는 해당되는 각 보스(620)의 외측면에 연결되되, 상기 가이드리브(690)의 양끝단으로부터

가상으로 연장된 가상 연장부가 상기 체결공(620a)의 중심을 지나도록 형성되며, 이 때 상기 가이드리브(690)의 전체적인

연결 형상은 원형으로 형성된다.

  한편, 상기 상인슐레이터(60a)와 하인슐레이터(60b)의 각 티스(610) 양측벽면에는 조립시 서로 형합되는 단차면

(610a)(610b)이 형성된다.

  이 때, 상기 각 티스(610) 양측벽면에 형성되는 단차면(610a)(610b)은 어느 일측이 "ㄱ"자일 경우 다른 쪽은 "ㄴ"자 구조

를 이루도록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상인슐레이터(60a)와 하인슐레이터(60b)의 각 티스(610) 양측벽면에 대략 직교하는 양끝면에도 서로 형합

되는 단차면(610a)(610b)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상인슐레이터(60a)와 하인슐레이터(60b)의 티스(610) 끝단에는 스파이럴 코어(SC)의 코어 슈(151a)(core

shoe) 부분이 안착되는 안착면(611a)이 형성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상인슐레이터(60a)의 체결부(600)에 형성된 체결공(620a) 주위에는 터브등의 고정측에 형성되는 위

치결정홈 또는 위치결정공(미도시)에 형합되는 위치결정돌기(630)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체결공(620a) 내에 설치되는 원통형 슬리브(sleeve:800)는 절개된 부분에 의해 탄성을 갖는 스프링핀 또는

체결공(620a) 내로 강제 압입이 가능한 중공형핀으로서 부싱(bushing)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스파이럴 코어(SC)의 베이스부(150)에는 코어의 성형을 위한 와인딩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응력

을 감소시키기 위한 요입홈(152)이 구비되고, 상기 스파이럴 코어(SC)는 베이스부(150)에 형성된 통공을 관통하는 리벳

(153)에 의해 리벳팅되어 결합된다.

  또한, 상기 스파이럴 코어(SC)의 와인딩 시작부위와 와인딩 끝부위는 각각 접하는 베이스부(150)의 소정 부위에 용접되

어 접합될 수 있다.

  그리고,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스테이터(6)는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에 일체로 형성되며 코어

내주면으로부터 반경방향 내측으로 3군데 이상 돌출되는 체결부(600)를 구비하게 되는데, 상기 스파이럴 코어(SC) 외측

면으로부터 돌출된 각 티스(151)의 길이를 "a" 라하고, 상기 스파이럴 코어(SC) 내측면으로부터 상기 체결부(600)에 형성

된 체결공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b" 라고 할 때, a ≥b 로 정의될 수 있도록 체결부(600)가 형성된다.

  한편, 도 5의 미설명 부호 8은 모터 제어를 위한 홀센서 어셈블리이고, 부호 9는 스테이터측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

원 접속용 탭 하우징 어셈블리(Tap housing assembly)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은 스테이터를 구성하는 코어(15)로서는 티스(151)와 베이스부(150)로 구성된 철판을 나선형으로 회전시

키면서 적층하는 소위 스파이럴 코어(SC; Spiral Core)가 적용되므로, 분할코어(DC)에서와는 달리 분할된 코어들을 서로

짜 맞추고 용접하는 등의 공정이 생략되어 제조 공정이 단순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스파이럴 코어(SC)는 분할코어와는 달리 돌출부의 형성이 없어 재료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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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본 발명의 스테이터 제조 방법은 공정이 단순할 뿐 아니라, 재료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본 발명의 스테이터(6)는 상·하인슐레이터(60a)(60b)의 구조를 개선하여 코어 자체에 스테이터(6)를 터브

측에 고정시킬 때의 체결력을 견딜 수 있는 돌출부를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볼트 체결력에 대해 충분한 강성을 갖게 된다.

  즉, 본 발명은 분할코어(DC)의 돌출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상·하인슐레이터(60a)(60b)의 체결부(600)상에

둠으로써 스파이럴 코어(SC)의 적용이 가능한 스테이터(6)가 제공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체결부(600)의 비노출면 상에 구비되는 각 리브(650)(660)(670)(680)(690) 사이의 공간(640)은 모터 구동

시에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 완충 및 감쇠작용을 수행하여 스테이터(6)의 기계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상기 공간

(640)은 인슐레이터의 재료절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때, 상기 공간(640)에는 방진재를 채워 넣어 모터 구동시에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완충 및 감쇠작용을 더욱 증대시킬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의 스파이럴 코어(SC)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出面)

내측에 원주방향을 따라 형성된 지지리브(650)는 스테이터 코어(15)의 내측면을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상인슐레이터(60a) 및 하인슐레이터(60b)의 체결부(600)에 형성되어 체결공(620a)을 이루는 보스(620)와

지지리브(650) 사이를 연결하는 보강리브(660)는 상기 보스(620)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600)

의 강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기 지지리브(650)의 내측에 상기 보스(620)와 보스(620) 사이를 연결하는 가이드리브(690)는 상기 보스(620)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600)의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스테이터(6)는, 스테이터 만의 무게가 1.5kg 이상이 되고, 탈수회전 속도가 600~ 2,000 RPM 정도인

대용량 드럼세탁기에서도 고속 회전시의 진동 및 로터(5)의 흔들림과 변형으로 인한 스테이터(6)의 체결부위 파손 현상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그리고, 상기 체결부(600)의 체결공(620a) 주변에 형성된 위치결정돌기(630)는 터브(2)의 위치결정홈(미도시)에 형합됨

으로써 스테이터(6)의 체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스테이터(6)는 터브(2)에 결합할 때 위치결정 돌기가 있어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애프터서비스시에도 서비스맨의 유지 보수 작업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 때, 상기 터브(2)에 위치결정돌기(630)가 형성되고, 체결부(600)에 위치결정홈이 형성되어도 무방함은 물론이다.

  한편, 도 8a 및 도 8b는 인슐레이터의 공용화를 보여주는 참고도로서, 본 발명의 상·하인슐레이터(60a)(60b)는 스파이럴

코어(SC)의 적층 높이가 달라지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적용 가능하다.

  즉, 도 8a의 경우는 코어의 적층 높이(h1)가 상·하인슐레이터(60a)(60b)의 단차면(610a)(610b)이 완전히 형합하게 되는

높이일 때이고, 도 8b의 경우에는 적층 높이가 도 8a에 비해 보다 높아 상·하인슐레이터(60a)(60b)의 단차면

(610a)(610b)(도 5 및 도 6 참조)이 완전히 형합되지 못하고 벌어지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도 8b의 경우도 코어의 적층 높이(h2)가 상·하인슐레이터(60a)(60b)의 단차면(610a)(610b)이 완전히 형합하게 되는 높

이 보다 커서 단차면(610a)(610b) 사이가 벌어지게 되긴 하지만 코어 티스(151)에 대한 절연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적용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하 분리형 인슐레이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코어의 적층 높이에 관계없이 범용으로 사용가능토록 함

으로써 조립 라인에서의 작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들로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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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발명은 드럼세탁기용 BLDC 모터의 스테이터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와 무게를 줄이고, 제작공정도 간단하게 하

면서, 터브와 같은 고정측에 안정되게 장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발명은 스테이터 코어 및 인슐레이터의 재료를 줄이면서도, 분할코어를 적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브나 베어

링 하우징과 같은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안정되게 장착할 수 있어, 스테이터의 무게만 1.5kg 이상이 되고, 회전속도가

0~2,000 RPM 또는 그 이상의 속도까지 가변하는 드럼세탁기용 BLDC 모터에 보다 적합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드럼세탁기는 조립 라인에서 스테이터를 터브에 결합할 때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시에도 유지 보수 작업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드럼세탁기에서는 상인슐레이터의 체결부를 강화시켜, 이로 구성된 스테이터의 기계적 신뢰성 향상 및

수명 연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띠 형태의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티스로 구성된 철판을 맨 하층부터 맨 상층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회전시키면서 쌓아 다층구조를 이루는 환형의 스파이럴 코어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상부측을 감싸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질의 상인슐

레이터와,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상기 상인슐레이터와 상호 조립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하부측을 감싸

게 되는 전기적 절연재질인 하인슐레이터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에 일체로 형성되며, 터브의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고정할 수 있도록 상기 스파이럴

코어 내측으로부터 스테이터 중앙을 향하여 3군데 이상 돌출된 체결부가 구비되고,

  상기 체결부에는 상기 터브의 고정측에 스테이터를 체결부재로 고정하기 위해 형성되는 체결공을 이루는 보스가 형성되

며,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의 스파이럴 코어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出面) 내측에는 상기 보스와

보스 사이를 연결하여 상기 보스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의 강도를 보강하는 가이드리브가 형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리브는 해당되는 각 보스의 외측면에 연결되되, 상기 가이드리브의 양끝단으로부터 가상으로 연장된 가상 연

장부가 상기 체결공의 중심을 지나도록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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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이드리브의 전체적인 연결 형상은 대략 원형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의 스파이럴 코어 상하면과 각각 맞닿는 비노출면(非露出面) 내측에는,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내측면을 지지하는 지지리브가 원주방향을 따라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

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의 체결부에는,

  상기 체결공을 이루는 보스와 지지리브 사이를 연결하여 상기 보스에 집중되는 체결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체결부의 강

도를 보강하는 보강리브가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슐레이터 및 하인슐레이터의 각 티스 양측벽면에는,

  상기 상·하인슐레이터의 조립시 서로 형합됨에 따라 동일 평면을 이루는 단차면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티스 양측벽면에 형성되는 단차면은,

  상기 상·하인슐레이터 중 어는 일측의 티스 측면이 "ㄱ"자 형태일 경우, 다른 쪽은 "ㄴ"자 형태를 이루도록 형성됨을 특징

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슐레이터와 하인슐레이터의 각 티스 양측벽면에 대략 직교하도록 형성되는 양끝벽면에는, 서로 형합됨에 따라

동일 평면을 이루는 단차면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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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슐레이터와 하인슐레이터의 각 티스 양끝벽면 외측에는,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코어 슈(core shoe) 부분이 안

착되는 안착면이 돌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슐레이터의 체결부에 형성된 체결공 주위에는,

  상기 터브 등의 고정측에 형성되는 위치결정홈 또는 위치결정공에 형합되는 위치결정돌기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

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공 내측에는 원통형 슬리브(sleeve)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슬리브는, 외주면 상에 길이 방향을 따라 절개된 부분에 의해 탄성을 갖는 스프링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슬리브는, 절개부를 갖지 않으며 상기 체결공 내로 강제 압입되는 중공형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

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베이스부에는 코어의 와인딩시 응력이 감소되도록 하는 요입홈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

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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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는 베이스부에 형성된 통공을 관통하는 리벳에 의해 리벳팅되어 결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

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와인딩 시작부위와 와인딩 끝부위는 각각 접하는 베이스의 소정 부위에 용접되어 접합됨을 특징으

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의 스테이터 구조.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이럴 코어 외측면으로부터 돌출된 티스의 길이를 "a"라 하고, 상기 스파이럴 코어의 내측면으로부터 상기 체결

부에 형성되는 체결공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할 때, a≥b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세탁기용 아웃터로터형 모터

의 스테이터 구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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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5-0087280

- 11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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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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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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