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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단순

한 소모품이었던 와이퍼 블레이드에 대한 연구도 많

이 진행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덕분에 현재는 와이.
퍼 작동시에 나타나는 소음을 주파수크기에 따라 크

게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000Hz
이상에서 발생하는 이음을 스퀼소음 이라고 한다.
와이퍼가 운전자 시야에서 작동하는 만큼 운전자는

와이퍼의 작동상태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스퀼소음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
어트리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운전환경의 질을 많

이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스퀼소음은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발생 조건도 불규칙하,
다 스퀼소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위해 스퀼.
소음 발생시 나타나는 신호의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자 회전원판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얘기한 회전원판 실험장치와

을 이용하여 스퀼‘Microphone’, ‘Laser Vibrometer’
소음 발생시 나타나는 소음을 측정하고 블레이드에,
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하여 두 신호를 비교 분석

하고 회전원판의 속도를 조절하여 소음 및 진동 신,
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장치 구성2.

스퀼소음 발생시 나타나는 소음신호와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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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동신호를 비교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 장치를 구성 하였다 와이퍼 블레이드는 시중.
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원판 크기에 맞게 잘라 사용

하였고 회전원판을 불균형하게 모터에 장착하여 회,
전시 특정 구간에서만 소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진동신호와 소음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Fig.
과 같이 과 를 배치하1 microphone laser vibrometer

였다 또한 반사테이프를 와 같이 부착하여. Fig. 2
블레이드의 진동이 측정 될 수 있게 하였다.

laser
vibrometer

microphone

wiperholder
&

wiperblade

rotating
glass

Fig. 1 실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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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반사테이프 부착위치

회전원판 실험장치를 이용한 와이퍼 블레이드 스퀼소음 측정
The measurement of squeal noise for wiper blade using the Rotating

Circlepanel experiment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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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퀼소음 및 진동 측정3.

스퀼소음신호와 블레이드의 진동신호에 대한 비

교를 위해 블레이드를 유리위에 안착시킨 후 회전원

판을 작동시켜 소음 및 진동신호를 측정하였다.
의 와 는 각각 소음과 진동에 대한Fig. 3 (a) (b)

시간응답 신호로 실험에 대한 결과이다 회전원판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음신호가 발생하는 순간 같은 시각에,
블레이드의 진동신호 또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와 는 각각 소음과 진동에 대한Fig. 4 (a) (b)

주파수응답 신호이다 소음측정에서 주파수 신호가.
배수성분을 갖는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진동측.
정 때에도 역시 소음주파수와 동일한 위치에서 주파

수가 발견되었으며 배수성분을 갖는 특성 또한 동일

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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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스퀼소음 발생시의 시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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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스퀼소음 발생시의 주파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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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스퀼소음 발생시의 속도별 waterfall plot

의 와 는 각각 소음과 진동에 대한Fig. 5 (a) (b)
속도별 주파수응답 신호를 으로 그린waterfall plot
것이다 배수 성분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만. 1
관찰을 하였으며 소음과 진동에 대한 신호가 동일,
한 주파수 대역폭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속도가 단계적으로 증가 할수록 주파수가 점차

증가되어 특정주파수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회전원판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스

퀼소음 및 블레이드의 진동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를 통해 소음신호와 진동신호가 동일한 시.
간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주파수 역,
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속도에 따라 소음 및 진동신호가 특정 주파수로

수렴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블레.
이드에서의 진동이 스퀼소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속도에 따라 그 스퀼소음 특성이 변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앞서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이론모, ,

델을 설계하여 블레이드 진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을 파악하고 요소별 스퀼소음 측정실험을 병행한다

면 좀 더 정확한 스퀼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현대 자동차 현대엔지비 지원하에 이,
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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