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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d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of the cab mask & telescopic handrail arms for the New 
Zealand EMU to be applied with inter-city transportation in 2010.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are 
improvements of driver's sightline, implementation of safety zone of gangway plate by using the telescopic 
handrail arms, improvements of staff & female crew & ground crew's convenience. and also, during have 
looking the New Zealand EMU(Electric Multiple Unit), I hope that people who having the interesting of the 
cab mask design would be gotten help with basic knowledge.
------------------------------------------------------------------------------------

1.  서  론

과거 40여 년간 전기 동차 제작을 해외로 발주한 적이 없어 뉴질랜드로부터 최근 우리나라가 받은 발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이 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뉴질랜드를 맘속

에 꿈꾸는 모든 설계자와 일반사람들이 전동차 전 두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1)첫째이며, 뉴질랜드 키위레일(Kiwirail(국영기업)) 운전자 조합(Driver Union)이 요구하는

전 두부 설계가 가지는 요소 알려주는 것이 (2)둘째이며, 좀 더 나아가, 도시는 집중화, 산업화가 가속

화됨에 따라 교통체증의 전일화 현상으로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현재 건설 또는 운

영 중인 도시철도만으로는 다양하게 증가되는 수송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에 직면하게 된, 현 철도 사회에서 잠시나마, 뉴질랜드에서 달리고 있는 기차와 자연을 보며 환경

Design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3)셋째입니다.

2.  뉴질랜드 전동차 전두 형상 특성 및 Telescopic Handrail Arms

뉴질랜드 전동차 전두 형상은 운전사 사양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 차례 형상 변경을 가졌다, 전면 창 좌, 우

의 사이즈가 다른 이유가 있다, 운전사의 시야확보를 위해 상이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오른쪽 운전사의 작동범

위를 넓게 가져가게 하기위해 Front End Door/Gangway Plank를 기차 center line에서 좌측으로 편심지게

만들어졌다. 이는 최소곡선 통과 시 최소한의 겹치는 면적을 두고 설계한 것이다. 이때, staff가 운행 중에 건

너가기도 하는데.Gang Plank를 내려놓고, Telescopic Handrail Arms을 서로 마주보게 걸어놓고, Guide Bar

역할로서, 안전요소를 첨가한 설계이다. 이는 운전자 조합에서 고집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차량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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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요구조건 구현방안

1. 운전사 사양 만족
- Sightline(시야)확보

- 비상 탈출장치 설치

2. STAFF 사양 만족

- Gang Plank 설치

(비상 탈출장치와 자동으로 펴지도록 설계)

- Telescopic Handrail Arms 설치

3. 정비사 사양 만족

- Handrail 설치

- Foot Step 설치

- Jumper Cable & Receptacle 설치

ET3298 ET3321 EM1367 ET3407 EM1436

ET3442 EM1494 ET3010 ET3327 EM1062

ET3102 ET3154 Silver Fern

1. Mock Up 2. 3D 모델 3. 목형 4. 몰드 5. LAY UP 6. 탈형

결할 때, staff가 차량연결부 위를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foot step이 설치되어있으며, 이 때, 여성무원의 작은

키를 고려하여 선두 Handrail을 Cab Mask에 취부하는 구조로 형상을 변경하여 설계하였다.

표 1. 전동차 전두 개발 요구조건별 구현방안

2.1 뉴질랜드 전동차 구조 현황 검토

위의 개발 요구조건을 설비구성품에 접목시키기위해 뉴질랜드 현 운행중인 키위레일(Kiwirail) 전동차를 검

토 해보았다 이는 먼저, 키위레일(Kiwirail)운전자 조합(Driver Union)인들의 성향을 알고자 함은 물론이고,미

국시장에서 운행하는 몇 몇 전동차와 비슷함을 알수 있었으며, 자연환경을 고려한 설계라는 부분을 확인 하였

습니다. 모든 기차들이 둥근 아치형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New Zealand EMU Series

2.2 뉴질랜드 전동차 선두 제작 공정 검토

그림2. Cab Mask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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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운행차량 제원검토 및 고객요구안 반영 CONCEPT #1

5% Female(height)을 고려한 고객요구안 반영 전방 및 측창시야를 고려한 고객요구안 반영

비상문치수확정 3D로 Detrainment Ramp 구현 Mock Up구현

3 전두 형상 특성 및 Telescopic Handrail Arms 구현 방안

 3.1 운전사 사양 만족

■SightLine(시야)확보

그림3. Sightline

■비상 탈출장치 설치

그림4. Detrainment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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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Gangway Plank Offset결정 ❷Telescopic Handrail치수 결정 ❶❷치수 최종확립

 3.2 Staff 사양 만족

■Gang Plank설치/Telescopic Handrail Arms설치

  그림5. Gang Plank및 Telescopic Arms

표 2. Gangway Plank & Telescopic Handrail Arms의 설계 요소

구분 설계요소

1.Gangway Plank

-Ramp와 동시에 전개되도록 구현

-Gangway Plank와Gangway Plank의 offset area는 최대값으로 구현

-140kg의 Crew가 올라갔을때, 최소한의 처짐으로 구현

2.Telescopic Handrail Arms

-승무원들이 통과할 때, Guide Bar역할을 할 것.

-승무원들이 손으로 잡을때, 손가락 끼임현상 없앨 것.

-Handrail과 취부 될 것.

-Telescopic Handrail Arms이 파손시 선두부에 고정된 Main

Handrail보다 먼저 파손되어져야 할 것.

3.3 정비사 사양 만족

■Handrail 설치/Foot Step/Jumper Cable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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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rail설치위치 확정 Foot Step 위치 확정(97.5%(Male) & 50%(Female)검토)

Jumper Cable 설치위치 확정 C-Curve Negotiation 검토 S-Curve Negotiation

4.  결  론

뉴질랜드 전동차에 적용된 전두 형상 특성 및 Telescopic Handrail Arms 적용의 사례는 전두 형상 설계 및

운전실을 설계하는 설계자에게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졌으면 합니다. 또한 설계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예리한 추론도 있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 및 환경조건이 중요하

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갑을 논하지만, 당사자입장에서는 가끔 을의 의미로 받

아들여, 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있으니, 설계시 주의하도록 당부드리면서, 향후 진보적인 설계를 위해 좀더 현

실적이고, 실용적인 설계로 추진토록 기본적인 설계지식을 보강하여, 앞으로 전진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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