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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량은 모델에 따라 다른 유리면의 크기나 곡률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차량은 각기 다른 와이퍼 시스

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와이퍼 시스템은 차량의 모델에 
따라서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 와이퍼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첫째, 블레이드의 이
동 궤적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둘째, 블
레이드가 유리면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누름압이 발
생해야 한다. 

와이퍼 시스템은 모터, 구동기구, 암, 블레이드 등의 여
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는 
매우 많은 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와이퍼 시스템을 쉽게 모델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을 이용하면 와이퍼 시스템을 쉽게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

으로 와이퍼 시스템의 작동시에 블레이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2. 설계 변수 선정  

와이퍼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 먼저 설계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Fig.1 은 와이퍼의 시스템의 강체 동역학 모델

을 보여준다. 동역학 모델은 9 개의 강체 부품과 11 개의 기
구학 조인트를 사용하여 부품간 연결 관계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와이퍼의 구동기구에 7 개의 점, 각각의 블
레이드에 3 개씩의 점을 선정하여 총 13 개의 점을 설계 변
수로 선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이 점들을 이용

하여 와이퍼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3. 프로그램 소개  
3.1 프로그램 개요 및 해석기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목표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Fig.2 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준다. 이 흐
름을 따라서 프로그램의 전 처리기에서 입력된 와이퍼 시
스템에 대한 정보가 해석기로 전달되어 해석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와이퍼의 움직임을 출력하게 된다.  

 

 
Fig. 1 Dynamic model of the rigid wiper system 

 
Fig. 2 Data flow of the program 

 

 
Fig. 3 Main window of the developed program 

 

 
Fig. 4 Sub menus of the developed program 

 
프로그램의 해석기는 Jung[1]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GUI 는 해석기

와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MATLAB Graphic User Interface 모
듈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2-5]. GUI 는 와이퍼 시스템을 쉽
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4-5]. Fig.3 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메인 창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의 기능들은 메
뉴를 이용하여 실행이 된다. Fig.4 는 프로그램의 메인 메뉴

와 하위 메뉴를 보여준다. 
 
3.2 프로그램의 전처리기 및 해석 
와이퍼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의된 설

계 변수들을 입력해야 한다. 이 값들은 3 차원 좌표값으로 
입력이 된다. 좌표값들은 미리 13 개의 좌표값을 포함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여 입력하거나 설계 변수들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5 는 와이퍼 모델링 대화상자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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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ometry dialog box 

 

 
Fig. 6 Deformation of blade 

 

Fig. 7 Simulation result 

 

창의 좌측에서는 변수들의 현재 좌표값과 새로운 좌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다. 입력된 좌표는 우측의 그
래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 변수들

을 입력하면 와이퍼 시스템의 모델링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해석기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3.3. 프로그램의 후처리기 
해석기에서 블레이드의 움직임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 후처리기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석

기에서 계산된 블레이드의 움직임을 두 가지의 형태로 출
력한다. Fig.6 는 와이퍼가 작동하면서 블레이드와 유리면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력과 마찰력에 의해 변형된 블레이드

의 단면을 보여준다. 블레이드의 단면은 변형이 발생하면

서 유리면에 대해서 접촉각 θ를 갖게 된다. Fig.7 은 시간에 
따른 와이퍼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4.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와이퍼 시스템의 움직임을 해석하

는 프로그램의 GUI 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와이퍼 시스템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와이퍼의 움직임에 따른 블레이드의 단면 형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추후에 연구를 더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1) 민감도 분석을 통한 좌표의 최적화 
2) 블레이드의 고무의 특성을 고려한 유리면과의 누름

압을 예측 
3) 블레이드 단면 설계를 통한 누름압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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