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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he windshield wiper consists of 4 parts: a blade, an arm, a linkage and a motor. The 

wiper blade makes contact with the windshield and is designed to be operated normally at 

an angle of 30 ~ 50 degrees to the front glass. If the contact pressure between the wiper 

blade and windshield surface is too high, noise and wear of the rubber will result. On the 

other hand, if the contact pressure is too low, the performance will do badly, since foreign 

substances such as dust and stains will not be removed well. The pressure and friction of 

the wiper blade has a great influence on its effectiveness in cleaning the front window. 

This is due to the contact of the rubber with the window. This paper presents the dynamic 

analysis method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f the flat type blade of the wiper system. 

The blade has a nonlinear characteristic since the rubber is an incompressible hyper-elastic 

and visco-elastic material. Thus,  Structural dynamic analysis using a complex contact 

model for the blade is perform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ade. The  flexible 

multi-body dynamic model is verified by the comparison between test and analysis result. 

Also, the optimization using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table is performed.

 

1. 서 론 

 
와이퍼 블 이드는 면 유리에 되어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면유리와 통상 30〫 ~ 

50 〫 정도의 각도를 이루며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일반 으로 와이퍼 블 이드와 유리면 사이의 

압이 큰 경우에는 소음과 고무의 마모 등이 발생하고, 반면 압이 작은 경우에는 이물

질을 제 로 닦을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와이퍼 블 이드의 

편마모 방지  이물질을 고르게 닦아내기 해서는 블 이드의 길이 방향 압은 고르게 

분포되어야만 하지만 뚜렷한 기 이 없고, 정 마찰계수의 설계  평가도 재에는 주로 경

험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지고 있다.

일반 으로 블 이드를 움직이는 구동력은 블 이드 고무와 유리면의 마찰력과 거의 일치

한다. 물론 마찰계수는 유리 표면의 윤활 상태에 따라서 변하고 마찰력의 크기도 그에 상응하

지만 닦임 성능에 주된 향력을 미치는 작용력은 아암 하 (P)과 마찰력이라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와이퍼 블 이드에 있어서 마찰력은 닦임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인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퍼 블 이드 구조물 형상 변경에서 바디스 링의 곡률 조정, 고무 단면

형상의 최  설계 등을 해석과 시험을 통하여 정 름압과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 다. 이를 

해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유연 다물체 거동 모델을 구성하 으며[1-2], 충분한 시험으로 

그 정합성을 입증 하 다. 한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 화[3]를 수행하여 와이퍼 블 이드의 

닦임 성능과 내구 성능을 지속시켜 신뢰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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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퍼 블 이드 거동 분석 

 
2.1 고무 모델 

와이퍼 블 이드의 핵심인 고무는 면 유리에 직  하여 작용되는 요한 인자로 고

무 자체의 재질, 경도, 단면 형상에 따라서 그 성능을 달리함은 물론, 코  사양과 마찰계수, 

그리고 름 압력과 각과의 상 계 등 다양하고 복합 인 라미터를 제공하기에 정확

한 설계를 해서 해석  시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실 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해석 인 연구도 고무 재료가 가진 비 압축성이나 비 

선형성 등에 기인하는 발산 문제로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다. 와이퍼 블 이드는 탄성 재질

(hyperelestic material)로 그 특성은 변형율 에 지 함수(strain energy function)으로 표 될 수 

있다. 특히 고무는 그 거동이 비선형, 비압축성  변형의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는 

탄성이론에 근거한 비선형 편미분방정식으로 표 된다. 그러므로 아주 단순한 기하학  모델을 

제외하고는 해석 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한요소해석 같은 수치 해석이 필요하다. 탄

성 재질의 정의에 사용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서도 Ogden, Hart-Smith, 

Mooney-Rivlin 등의 모델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ooney-Rivlin 2
nd

 model을 

사용하 다. 고무 물성은 인장 시험을 통하여 Table 1과 같은비선형 재료 상수를 선정하 다.

<표 1> Mooney-Rivlin  상수 설정

변형률
Mooney-Rivlin model 상수

C1 C2

50 % 0.5888 0.03056

75 % 0.55165 0.04243

100 % 0.53391 0.04042

2.2 와이퍼 블 이드 거동 해석 

비압축성이 포함된 탄성과 탄성을 고려한 고무 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생성하 다. 차량

의 유리 곡면은 강체로 가정하 고, 와이퍼암의 회  속도는 실체 차량의 데이터를 이용하 으

며, 와이퍼 블 이드 체를 르는 와이퍼 스 링 상수는 인장 시험에 의해 구하 다. 고무로 

되어있는 와이퍼 블 이드와 름압을 고르게 용시킬 바디스 링부분, 그리고 2개의 바디스

링을 아암과 연결시켜주는 고정(clamp)부분을 유연체(flexible body)로 정의하여 mesh를 생

성하 고, 블 이드 부분은 Mooney-Rivlin 모델을 용하여 구성하 다.블 이드는 강체 면

유리에 flexible-rigid contact으로 모델링 하 다. 이를 바탕으로 Fig. 4와 같은와이퍼 블 이드 

거동 해석을 수행하 으며, 름압 분포 데이터와 토크 데이터를 구하 다.

차량의 유리 곡면은 강체로 가정하 고, 와이퍼 암의 회  속도는 실체 차량의 데이터를 이

용하 으며, 와이퍼 블 이드 체를 르는 와이퍼 스 링 상수는 인장 시험에 의해 구하

다. 고무로 되어있는 와이퍼 블 이드와 름압을 고르게 용시킬 바디스 링부분, 그리고 2

개의 바디스 링을 아암과 연결시켜주는 고정(clamp)부분을 유연체(flexible body)로 정의하여  

 mesh를 생성하 고, 블 이드 부분은 Mooney-Rivlin 모델을 용하여 구성하 다. 블 이드

는 강체 면유리에 flexible-rigid contact으로 모델링 하 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은 와

이퍼 블 이드 거동 해석을 수행하 으며, 름압 분포 데이터와 토크 데이터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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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와이퍼 블 이드 유한 요소 모델

<그림 2> 구조 동역학 해석

 

3. 블 이드 단면 형상 최 화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모형 함수를 유도하여 최 화를 수행하 다. 목 함수는 유리 곡면과 

지 에서 발생하는 름압 산포의 최소화로 잡았으며, 설계 변수는 그림 3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와이퍼 블 이드 단면 형상을 결정하는 4개의 치수로 선정하 다. 표 1에서는 심합

성법에 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actor
Values (Level)

Min(-1) Current(0) Max(+1)

D1 (mm) 0.5 0.8 1.1

D2 (mm) 1.5 2 2.5

D3 (mm) 0.5 0.8 1.1

R (mm) 3 5 7

<그림 3> Design parameter of wipe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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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Central composite design table

No D1 D2 D3 D4 ND

1 0.5 1.5 0.5 3 1.223

2 0.5 1.5 0.5 7 0.951

3 0.5 1.5 1.1 3 1.221

4 0.5 1.5 1.1 7 1.112

5 0.5 2.5 0.5 3 0.868

6 0.5 2.5 0.5 7 0.945

7 0.5 2.5 1.1 3 1.035

8 0.5 2.5 1.1 7 1.025

9 1.1 2.5 1.1 7 1.154

10 1.1 2.5 1.1 3 1.216

11 1.1 2.5 0.5 7 1.211

12 1.1 2.5 0.5 3 0.988

13 1.1 1.5 1.1 7 0.849

14 1.1 1.5 1.1 3 1.028

15 1.1 1.5 0.5 7 1.235

16 1.1 1.5 0.5 3 1.152

17 0.8 2 0.8 5 1

18 0.376 2 0.8 5 1.359

19 0.976 2 0.8 5 1.425

20 0.8 1.293 0.8 5 0.958

21 0.8 2.707 0.8 5 1.129

22 0.8 2 0.376 5 1.512

23 0.8 2 0.976 5 1.354

24 0.8 2 0.8 2.172 0.984

25 0.8 2 0.8 7.828 1.095

의 분석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2nd order recursive 모형 함수식을 유도하 으며, 표 

2와 같이 분산분석표를 작성하여 유도한 모형 함수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 표 2> ANOVA table

Factor S Φ V F0 F(0.01)

Regression 

Variation
0.5203 4 0.1301 13.6811 4.43

Residual 

Variation
0.1901 20 0.0095

Sum 0.7104 24

표 2에서  ≥ 이므로 모형 함수는 1% 수 에서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

함수인 y값을 최소화 시키는 최 의 설계 변수 







 을 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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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ptimized design value

Factor Current Value Final Value

D1 0.8 1.04

D2 2 2.1

D3 0.8 1.02

R 5 5.9

Normal 

Distribution
1

0.821

(17.9% ↓)

에서 결정된 설계 변수 값들을 용하여 Fig. 11 과 같은 설계 변경을 수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다.

<그림 4> Design change

4. 통합 신뢰성 결과 검증
 

최  설계된 와이퍼 블 이드와 기존의 와이퍼 블 이드의 20만회 내구 수명 시험을 이용

한 비교 시험을 수행하 다. 름압에 최종 으로 향을 주는 요소는 유리 곡률과 하는 

와이퍼 블 이드의 각도이다. 즉 기의  각도가 내구 시험 후에도 변화가 없어야 설계 의

도를 맞췄다고 볼 수 있으며, 반 로 정한 름압 분포  마찰계수를 선정한 설계로 인정받

을 수 있다.

<그림 5> Befor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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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fter optimization

그림 5에서와 같이 기존의 와이퍼 블 이드는 내구 시험 후 각도의 변화가 2.6도에 이르

으며, 이는 름압 산포가 커지고 닦임 성능을 떨어트리는 주 원인이 된다. 최  설계된 와이

퍼의 경우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각도 변화가 0.4도 정도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 7> Comparison of durability test

 각도 변화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기 와이퍼 닦임 성능 시험과 20만회 내구 시

험 후의 닦임 성능 시험 결과를 비교하 다. 기 닦임 시험에서 두 와이퍼 모두 10등 을 받

았으나, 그림 7에서와 같이 기존의 와이퍼의 경우 내구 시험 후의 닦임 성능 시험에서 7등 을 

받은 반면, 최  설계된 와이퍼 블 이드의 경우는 내구 시험 후 닦임 성능 시험에서 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9등 을 받았다. 이로써 최  설계된 와이퍼 블 이드의 향상된 성능을 검증 

할 수 있었다.

5. 결 론

1) 와이  설계 시에 가장 많은 향을 주는 인자는 바디스 링과 블 이드의 형상과 재질

에 따른 름압 분포이며, 이는 와이퍼의 마찰력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는 와이퍼 시스템의 

닦임 성능과 내구 수명을 결정하게 된다.

2) 균일한 름압 분포를 갖는 블 이드의 형상 설계와 재질을 결정하기 해 기존의 정

인 설계 방식의 한계 을 인지하고, 고무의 물성이 충분히 반 된 모델을 제시 하 다.

3) 랫 타입의 와이퍼 블 이드의 동역학 분석 방법을 제시 하 고,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유연 

다물체 거동 해석을 수행하 다.

4) 시뮬 이션 결과를 바디 스 링의 변형률 측정 , 와이퍼 시스템 링크 토크 측정, 름압 분포 측정 

등의 실험을 통하여 그 정합성을 충분히 검증하 다.

5) 검증된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 화를 수행하 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 변경

을 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으며,  기 닦임 성능 시험  내구 시험 후 닦임 성능 시험 결과 비교를 통

하여 향상된 성능을 검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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