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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름압 분포를 나타내는 랫형 블 이드 
스 링 일의 곡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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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nalytical procedure to determine a proper profile of the spring rail that generates intended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flat wiper blade is introduced. The flat wiper blade is one piece blade and subjected to 
pressing force at a center point. In this type of blade,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tip of rubber strip is determined 
by the pressing force, the initial profile of the blade before contact and bending stiffness of the blade. Experimentally 
obtained bending stiffness of the blade assembly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spring rail. Principle of reciprocity has 
been used to define the initial profile of spring rail from the deformed profile that is assumed to be identical to the 
windshield glass profile. The procedure has been verified experimentally by measuring the contact pressure of the blade 
assembled with the spring rail designed by the procedure proposed here. Measured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s of the 
blades show good agreements with intended distributions over the entire blade span. Consequently, it can be concluded 
that proposed procedure has relatively good accuracy in developing the spring rail for flat blade having a specific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Key words : Wiper blade(와이퍼 블 이드), Contact pressure( 름압), Flat wiper( 랫와이퍼), Spring rail(스 링

일), Rail curvature( 일곡률) 

1. 서 론1)

드쉴드 와이퍼는 자동차 후방 유리면에 부착

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닦아내어 운 자의 시

야를 확보하게 해주는 장치로, 그 닦음성능은 우천 
시 고객들의 안락성  쾌 성에 큰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운 자의 시인성을 좌우함으로써 안 성에

도 직 인 향을 미친다.1) 한 와이퍼 작동 과
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이로 인한 소음도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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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탑승자의 안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와이퍼시스템의 형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의 특성들이 이와 같은 요성을 지닌 닦음 

성능  진동  소음 성능에 향을 미치지만, 결과
으로 블 이드와 드실드 유리면 사이에 발생하

는 름압 분포가 그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1-6) 름압 분포가 하지 않

은 경우에는 작동  무늬가 나타나거나 부분

으로 닦이지 않는 상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닦음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 의 름압 분포와 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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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기술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3-6)

최근 기술의 발 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되던 토

먼트 타입 외에 구조가 간단하고 외 이 우수한 

랫 와이퍼가 새로 개발되어 용되고 있으나 이

런 형태의 와이퍼에 한 름압 분포를 측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직  샘

을 제작하여 름압분포  닦음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시행착오를 통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이러한 개발과정

으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증 되고 문제 발생 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증

되는 문제 이 있다. 
최근 스 링 일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 시행

착오 방법를 통해 균일한 름압 분포를 가진 블

이드를 개발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3,5) 길이 방향
으로 균일한 름압을 분포시키는 최 의 곡률을 

가진 스 링 일 개발 용함으로써 닦음성능과 내

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제시되었다.4) 그러나 시
행착오 방법을 이용한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고 균일하지 않은 름압 분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 불가능한 문제 이 있다. 
한, 드실드 유리면의 곡률이 부 에 따라 일정

하지 않아 작동 에 와이퍼 블 이드의 치에 따

라 유리면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작동하는 추종성능

이 부족한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이 의 연

구에 따르면 와이퍼 고무 스트립과 유리면 사이의 

름압이 블 이드 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경우

에는 블 이드 진행 방향이 역 되는 치에서 발

생되는 고무스트립의 역  동작에 의한 진동  소

음이 증 된다.7)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스 링 일 

곡률의 부분 인 조정을 통한 름압 분포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서는 샘 을 이용한 

실험없이 름압 분포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의 개

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퍼의 닦음 성능
을 좌우하는 름압 분포에 한 측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정  름압 실측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용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블

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들 사이의 마찰은 무

시할 수 있다. (2) 블 이드  스 링 일은 선형성

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성(reciprocity)을 만족한다. 
(3) 고무 스트립과 유리면 사이의 마찰이 름압 분
포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본 
연구의 요한 목 은 다음과 같다. (1) 고무스트립
과 유리면 사이에 원하는 형태의 름압을 발생시

키는 랫 블 이드에 용 가능한 스 링 일의 

형상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한다. (2) 유도된 
방법의 타당성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3) 랫 
블 이드를 구성하는 각 부품이 블 이드 체 굽

힘강성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분석한다.

2. 랫타입 와이퍼

2.1 랫타입 와이퍼 구조

랫 와이퍼 블 이드의 체 인 3차원 형상을 
통 으로 사용되어 오던 토 먼트형 블 이드와 

비교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랫 와이퍼는 토 먼트형에 비해 부품

의 수가 히 음을 알 수 있다.
랫 블 이드의 구성부품  조립형태는 Fig. 2

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부품을 서로 끼우는 형태로 조립된 랫 와이퍼

는 통 인 토 먼트형에 비해 결합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a)

(b)
Fig. 1 Blade assembly (a) Tournament type (b) Fla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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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nents consisting of a flat type blade

블 이드를 구성하는 부품 에서 고무스트립은 

드실드 유리면과 실제 하여 닦음 역할을 수

행하는 부품으로 와이퍼의 진행 방향에 따라 변형 

형태가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반 (flip-over) 상이 
발생하게 된다. 스 링 일은 와이퍼 암(arm)에서 
가해진 름력을 고무스트립에 달하는 동시에 

름력으로 인해 곡률이 변경되면서 고무스트립에 원

하는 형태로 름압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한 클립은 결합부와 함께 고무스트립과 
스 링 일을 연결하여 일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2 랫형 와이퍼의 름압 발생 기

Fig. 3에 설명된 와이퍼 암을 통해 달된 름력
이 클램 를 거쳐 스 링 일로 달되고 이 름

력에 의해 일과 연결된 블 이드 고무스트립과 

유리면 사이에 름압이 발생된다. 따라서, 름압 
분포는 암을 통해 달되는 름력의 크기와 블

이드의 구조 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1-5)

3. 름압분포와 스 링 일의 곡률

3.1 이론  배경

일반 으로 랫 와이퍼 블 이드는 그 형상과 

작용하는 름압이 좌우 칭이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앙부에서 클램 로 고정되어 있다. 이
와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앙부에서 양 끝단까지

를 구조 으로 기 곡률을 가진 하나의 외팔보로 

모델링할 수 있다. 한 블 이드에 한 상 인 

강성을 고려하면 드실드 유리면은 동일한 곡률을 

가진 강체로 모델링될 수 있다. 따라서, 클램 를 통

Fig. 3 Wiper arm and blade assembly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essing 
force and contact pressure in a flat type blade

해 달된 름력으로 블 이드가 유리면에 압착되

는 상은 Fig. 4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 외
팔보들이 앙부에 가해진 름력으로 인하여 강체 

형상과 동일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면에서 압력

을 발생시키는 과정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따라서, 블 이드가 드실드 유리면에 압착되

었을 때 고무 스트립 끝단에 원하는 형태의 름압

을 발생시키는 것은  의 블 이드 기 형상

을 히 설정하여 압착시 곡률변화량을 의도된 

형태로 조정하는 문제로 이상화될 수 있다. 이 문제
를 풀기 해서는 기 블 이드 형상을 가정하고, 
블 이드가 압착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곡률의 변

화를 이론 으로 구하여 름압을 측하는 방법과 

가정한 기 형상을 지닌 블 이드에 원하는 름

압 분포와 동일한 형태의 분포하 을 가한 다음 블

이드의 형상이 유리면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형되

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일의 기 형상을 가정하고 정해진 름력을 가

하여 유리면 사이에 발생하는 름압 분포를 분석

하는 방법이 있다.6) 이 방법들은 기 형상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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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에 따른 름압 분포 확인 후 기형상을 수

정하는 시행착오 방법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
는 기 형상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상반성(reciprocity) 원리를 이용하여 스 링

일의 압착된 형태를 기본 형상으로 설정하고 원하

는 형태의 름압과 동일한 분포하 을 압착시 발

생하는 름압과 반 방향으로 작용시켰을 때 나타

나는 형상을 Fig. 4의 기형상으로 선정한다.8) 이 
경우 름력에 의해 블 이드가 유리면에 압착되면 

작용시킨 분포하 과 동일한 형태의 름압이 발생

하게 된다.

3.2 드실드 유리면의 형상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자동차 드실드 유리

면의 형상은 차종에 따라 크게 다르고 일반 으로 

출시된 블 이드는 특정한 차종에만 용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한 동일 차종에서도 치에 

따라 유리면의 형상이 서로 달라 와이퍼 작동  블

이드에 하는 유리면의 형상이 계속 변화한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블 이

드를 설계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한 안으로 산업 장에서는 차종별, 치별로 

측정된 형상들을 바탕으로 평균 형상을 선정한 다

음, 이를 기 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연

Table 1 Spring rail dimensions and material properties
Vehicles / Locations Radii of curvatures

A 4828
B 3105
C 4202
D 3899
E 4006
F 4983
G 3803
H 3123
I 3313
J 4523
K 4806
L 2781
M 5837

Average 3917

구에서도 Table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
산되는 여러 차종의 다양한 치에서 측정된 결과

를 바탕으로 유리면의 평균 형상을 4,000mm의 단일 
곡률반경으로 선정하 다.

3.3 블 이드 부착물의 향

Fig.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랫 와이퍼는 
스 링 일에 고무 스트립을 비롯한 여러 부품들이 

결합된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와이퍼에 요구되는 
특성들을 부여하기 하여 각 부품 사이의 미끄러

짐이 허용되고, 마찰이 거의 없는 형태로 조립되어 
있어 각 부품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랫 와이퍼의 름압 분포는 스

링 일에 의해 부분 결정되며 고무스트립 등 

타부품의 향은 미미하다.5)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기타 부착물이 블 이드의 체 굽힘 강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체 블 이드를 구조

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앞 에서 소개된 방법을 

간편하게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 링 일에 부착되는 부품이 체 블 이드의 

굽힘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1) 스
링 일 단품 (시편 I) 2) 해당 일에 Fig. 2에 설명된 
체 부품이 조립된 블 이드 (시편 II), 2 종류의 시
편에 한 굽힘시험을 통해 강성을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 링 일의 기하학 인 치

수와 재료 물성치는 Table 2에 주어져 있다.
블 이드가 유리면에 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편의 기 형상  길이를 실제 블 이드 반과 

동일하게 제작하 다. 시편 I, II의 샘 을 각각 3 개
씩 제작한 다음 Fig. 5에 소개된 시험장치를 이용하
여 시편의 오목면을 로 향하게 앙부를 고정한 

상태에서 끝단에 힘을 가하면서 힘(F)과 발생되는 
변 (δ) 사이의 계를 측정하 다.

Table 2 Spring rail dimensions and material properties
Rail total length (2LS) 650.0 mm

Clip length (2LC) 25 mm
Rail width (b) 14.0 mm

Rail thickness (h) 0.82 mm
Young's modulus (E) 170 GPa

Poisson's ratio (ν)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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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setup for bending stiffness

이 실험에서 측정된 F와 δ 사이의 계를 Fig. 6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경우 모두 스 링 일과 모든 부착물이 장착된 블

이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시험에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된 각 시편의 굽힘
강성을 계산한 다음 Table 3에 설명하 다.
한 시험에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식

을 이용하여 계산된 각 시편의 굽힘강성을 계산한 

다음 Table 1에 설명하 다.


 

 (1)

(a)

(b)

(c)
Fig. 6 F-δrelation for the two kinds of specimens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Table 3 Equivalent bending stiffness of Sample I and II from 
the test

Sample No. Equivalent bending stiffness (N/mm2)
I 119700
II 121500

Fig. 6과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 링

일과 블 이드는 부착물에 무 하게 거의 동일한 

강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도 이 결과를 바탕으
로 체 블 이드를 스 링 일로 치하여 형상을 

계산한다.

4. 곡률선정 Procedure

랫 블 이드의 스 링 일에 곡률을 부여하는 

목 은 블 이드가 드실드 유리면에 압착되었을 

때 부에 원하는 형태의 름압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상반성 원리를 이
용하여 유리면의 형상과 동일한 기 형상을 가진 

스 링 일에 원하는 형태의 름압과 동일한 분포

하 을 가했을 경우, 발생하는 변형 형상을 스 링

일 완제품의 형상으로 선정한다.
앞 장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체 블 이

드를 스 링 일로 단순화한 다음 Fig. 7에 설명되
어 있는 방법을 용하여 블 이드 압착  형상을 

유도한다. 우선, Table 2에 주어진 단면치수를 기

Fig. 7 Overall procedure for the calculation of the spring rail 
profile generating intended contac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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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스 링 일의 성모멘트

를 계산하 다.

  

  (2)

이 결과와 Table 2에 주어진 일 재질의 률
(Young's modulus)를 이용하여 얻어진 일의 굽힘
강성(EI)을 기 으로 주어진 분포하 에 의한 스

링 일의 변형량을 계산하 다. 이 결과와 유리면 
형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스 링 일 완성품의 형상

을 선정하 다. 이 형상을 기 으로 스 링 일을 

제작한 후 부품을 조립하여 블 이드를 완성한다. 
이 게 완성된 블 이드에 해 와이퍼 블 이드 

용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름압을 의도한 

름압과 비교, 분석하여 정확도를 검증한다.

5. Validation Study

앞 장에서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랫 와이퍼 

블 이드를 제작  실험함으로써 그 정확도와 실

용성을 검증하 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1) 블 이

드 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름압을 발생시키는 

스 링 일( 일 I)  2) 앙부에 비해 50% 큰 
름압을 블 이드 양단에 발생시키는 일( 일 II)
의 곡률을 계산하 다. 일 I의 름압은 일반 으

로 사용되는 형태이고 일 II의 름압은 유리면 
코 부의 미닦임을 방지하기 해 사용되는 형태이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스 링 일에 여타 

부품을 조립하여 블 이드(블 이드 I, II)를 제작한 
다음 름압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름압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소개된 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5.1 곡률계산

Fig. 7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그
림에 주어진 형태의 름압을 발생시키는 스 링

일의 형상을 계산하 다. 이 에서는 3.3 에서 설

명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스 링 일만 고려하여 

4장에서 설명된 과정을 용한다.
그림에서 LS는 체 블 이드 길이의 반, LC는 

클램 로 고정된 길이의 반, LR은 경사하 이 작

용된 구간이고 p0는 균일한 분포하 의 크기, p1은

Fig. 8 Intended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s (a) Blade I (b) 
Blade II

경사하 의 최 값을 나타낸다. 우선 Fig. 8(a)와 같
이 블 이드 체 길이에 걸쳐 p0 = 10 g/cm의 균일
한 름압을 나타내는 일 I의 형상을 계산하 다. 
다음으로 동일 조건하에서 Fig. 8(b)와 같이 앙부 
름압 p0 = 10 g/cm, 양단 름압 p1 = 15 g/cm, LR = 

70mm인 름압 분포를 발생시키는 일 II의 형상
을 계산하 다. 스 링 일의 재질과 치수는 표 1에 
주어져 있으며 드실드 유리면의 형상은 반경 

4000mm의 단일 곡률로 가정한다.
두 결과를 Fig. 9에 비교, 분석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단의 름압을 50% 증 시

켰을 경우, 양단의 곡률 반경이 균일한 름압의 경
우에 비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9 Calculated spring rail profiles

5.2 Sample 제작

5.1 에서 계산된 스 링 일의 곡률을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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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Comparison of calculated profile and sample profile 

of the spring rails (a) Rail I (b) Rail II

로 두 경우에 해당하는 스 링 일을 제작한 다음 

Fig. 9에서와 같이 계산된 곡률을 실제와 동일한 크
기로 그린 도면과 비교, 검증하 다. 그림에서 아래
쪽의 곡선은 계산된 형상을 실제 크기로 그린 곡선

이고 쪽은 제작된 스 링의 형상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작된 일의 형상은 앞에서 

계산된 형상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
로 이 일에 고무스트립, 클립  결합부 등을 조립
하여 블 이드를 완성하 다. 의 일 I  일 II
를 용하여 각각 블 이드 I  블 이드 II를 조립
하 다. 일 외 조립된 부품의 특성 차이는 없다.

5.3 름압 분포 측정 

와이퍼 블 이드와 드실드 유리면 사이에 발생

하는 름압은 용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다.9,10) 이 장치는 름압을 측정할 수 있는 30~100μm 
정도의 PET 필름 센서부와 데이터를 획득하기 한 
PCI 카드,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한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  길이의 와이퍼 블

이드에 해 면에서 발생하는 름압을 측정

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도 름압 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제작된 두 종류의 블 이드를 

상으로 름압 분포를 측정하 다.

Fig. 11 Measured and intended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s 
(a) Blade I (b) Blade II

Fig. 11(a)에 주어진 블 이드 I의 름압 측정 결
과를 보면 의도한 로 블 이드 체 길이에 거의 

균일한 름압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Fig. 11 
(b)의 블 이드 II 결과 역시 의도한 로 끝단 름
압이 앙부에 비해 50% 정도 크게 나타났다.  결
과를 종합하면 검증 상인 두 경우 모두 의도한 형

태와 유사한 형태의 름압을 나타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방법이 랫 와이퍼 스

링 일의 곡률 선정에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랫 와이퍼의 닦음  추종 성능

에 큰 향을 미치는 블 이드 고무스트립과 유리

면 사이의 름압을 원하는 형태로 발생시키는 스

링 일 형상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우
선, 와이퍼 블 이드를 구성하는 각 부품이 블 이

드 체 굽힘강성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분

석하여 블 이드의 강성은 부분 스 링 일에 의

해 결정되고, 여타 부품의 향은 미미하여 스 링

일의 강성만으로 형상 선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 링 일만을 상으로 

상반성의 원리를 응용하여 블 이드가 압착될 유리

면의 평균 곡률을 스 링 일의 기본 곡률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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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하는 름압과 동일한 분포하 을 일의 

볼록면에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을 일의 가공 

형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1) 블 이

드 체 길이에 걸쳐 름압이 동일한 블 이드 2) 
앙부에 비해 양단의 름압이 50% 큰 블 이드 

두 종류 블 이드를 제작한 다음 실험을 통해 름

압을 확인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검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1) 유리면 형상에 따른 최 의 

름압 분포 검토 (2) 름압 분포에 따른 랫 블
이드의 진동 특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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