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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실의 인체공학적 설계에 대한 연구

Study for the ergonomic design of driver's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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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ver's cab shall be designed ergonomically to provide the comfort for a driver to gather the information 
from the equipments and to operate the equipments effectively. The typical three design factors effected on 
the comfort are the access of driver's cab, freedom of movement inside the cabs and visibility condition. All 
control equipments shall be arranged so that those which are most often used or are of critical importance are 
the most convenient to the driver.  The layout of driver's cab shall maximize the use of available space to be 
rugged and easily maintained. The visibility for the running direction along the track shall be secured. The 
visibility condition apply the seating position of the driver. Not only the environment condition(temperature, 
humidity, rattle, etc) but also the construction of driver's cab can be ergonomic design factor.

1. 서 론

전동차의 편성차량 양 끝단은 차량운행을 조작하는 주요기기가 집중된 제어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차량은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객실과 운전실을 분리하고 있다. 전동차는 주목적이 승객의 운송에 있기에

운전실은 최소화된 공간구조를 갖게 된다. 운전자는 협소한 공간내에서 수많은 기기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실은 각종 제어기기를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문서의 목적은 운전실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간공학적 설계요소를 소개함에 있다.

2. 본 론

2.1 인체공학의 정의

인체공학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한다면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 또는 작업환경 등을, 사람의

해부학적·심리학적으로 기계적 특성에 맞게 설계,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연구" 라 하겠다. 이를 전동차 운전실 설계에 적용하자면 " 사용자가 운전실 기기를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운전실을 설계하는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2.2 운전실의 인체공학적 설계방향

인체공학적 운전실 설계는 운전자가 운행 중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기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상의 조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작업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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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최적 작업조건과 동작의 한계를 선행 검토한 후 적합한 공간에 각종 기기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드는 설계 요소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운전실 기기의 접근성 및 조작성.

둘째, 운전자의 편안한 동작 공간 확보

셋째, 운전자의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

이외 에도 운전실의 온도, 습도, 소음, 진동, 조명 등의 환경적 요소와 각 기기의 정비성 그리고 운전실의

차량에서의 위치 및 구조 또한 운전실의 인체 공학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인체 공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실을 설계될 때 비로써 운전자의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

공 할 수 있다.

2.2.1 신체동작 영역과 한계

인체는 넓이, 크기와 해부학적으로 동작영역의 한계성이 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은 손가락 관절에 딸려 있고

팔꿈치와 어깨, 엉덩이는 회전운동이 되는 동그란 소켓 조인트 ( Socket joint ) 가 있다. 다음 그림들은 인체

사이즈 및 각 부 운동의 한계에 관해 연구 발표된 그림 자료들이다.

그림 1. Measurement of 2.5, 50 and 97.5 Percentile U.S.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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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ximum Angular Movement of Body Compartment

그림 3. ENVIRONMENT COMFOR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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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운전실 기기의 접근성 및 조작성

운전실 기기는 사용 빈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운전자가 각 기기의

최적의 시야 조건 및 조작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

2.2.2.1 절대 취급 기기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집중시키며 조작해야 하는 기기

- 주 제어기 ( Master controller)

- Dead-man Device

2.2.2.2 요 주시 기기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찰해야 하는 기기

- 속도계

- 열차 정보 장치

- Fault Indicator

2.2.2.3 비이석(非離蓆) 취급 기기

운전자가 항상 주시하거나 조작할 필요는 없으나 차량 운행 중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하는 기기

- 방송 및 무선장치

- Wiper controller 및 살수장치

- 제 상기

- 기적

- 햇빛 가리개

- 기타 각종 스위치 류

2.2.2.4 이석(離蓆) 취급 기기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에는 조작할 필요가 없으나 차량 정지 시 운전석을 이탈하여 조작하여도 되는 기기

- 조전원 작동장치

- Side operating 스위치 류

2.2.2.5 고정 기기

운전자가 작업영역과는 무관하게 운전실에 배치되어도 되는 기기

- 비상용품 ( 비상사다리, 공구함)

- 기타 각종 고정 기기

2.2.3 운전자의 편안한 동작 공간 확보

기본적으로 운전실 공간 배치는 운전자의 동선영역을 최대한 확보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최소한 운전자가

기기 조작 및 비상시 이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2.3.1 운전대

운전대는 절대 취급 기기 및 요 주시 기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각종 기기를 최적의 조건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동선 영역을 고려하여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 주제어기 조작시 어깨와 팔꿈치 동작의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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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정보 장치 최적 시야 배치

- 운전대 하면과 운전자 무릅의 공간 확보

- 운전대 발판 조작 기기와 발동작의 적정 높이

- 운전석 회전시 운전대와 운전자의 간섭

- 점검카바 작동시 간섭 등

운전자가 기기 조작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기 사항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림 4. Space Envelope

그림 5. 마닐라 경전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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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운전석

운전자의 편안한 기기 조작을 위한 운전석의 인간공학적 검토는 대단히 중요하다. 최적의 운전조작환경은

운전자의 편한 자세에서 출발하며, 운전대와의 상관관계, 충분한 가시거리 확보 등은 운전자의 조작자세 및

위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문제는 운전자 신체조건의 가변성이다. 즉, 절대조건이 아닌 운전자 각각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작자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 져야 한다. 국내 전동차의 경우

운전석은 Wall 에 부착되어 전진 및 높이 조절기능과 동선공간의 최대화를 위해 접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근 제작된 수출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 요구되는 기능은 대단히 많다.

- 회전기능

- Cushion 높이 조절기능

- 전/후진 조절기능

- Back cushion Pitch 조절기능

- Seat cushion Pitch 조절기능

- Lumbar support 조절기능

- Arm rest 높이 조절기능

상기 운전석의 조절기능은 신체적 조건이 각기 다른 운전자에게 최적의 운전조작 자세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용한다.

그림 6. Seat dimensions and Adjustments

2.3.3 운전자의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차량의 시각정보 장치 외에 전방의 기후, 선로 및 신호 등 차외정보를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운전자의 시야 조건은 운전자의 위치 및 전면창 주변 기기 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일반적으로 차량 전면 사구간 한계는 차량 전두부에서 레일 상면까지 10m 이내이며, 운전자가 편한

자세에서 충분한 운행 시야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면 사구간 한계는 운전대 높이, 전두 유리 형상,

운전대 상단과 전두 유리 하단간 거리 등과 연관되어 운전자의 전시 위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그림은

차량의 가시거리 한계를 단신 운전자와 장신 운전자를 비교하여 교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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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ositions of the reference surfaces of the eyes and condition of visibility

2.2.4 그 밖의 요소

2.2.4.1 쾌적한 작업 환경 요소

인간공학적 설계는 최적의 동선제공 외에 신체가 편안하도록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앞서 제시된 Environmental Comfort Zone 내에서 온도, 습도, 환기, 소음 , 진동 및 조명 등은 차량

운행시 운전자의 신체활동 및 제어기기 조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들면, 인체는 항상 주위와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신진대사활동을 한다. 다시 말해 차량 실내 온도는 끊임없이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실내온도가 너무 더우면 인체는 열압박을 받으며 작업성능 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손가락의 조작

기민성은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업 성능 저하를 가져 온다. 즉, 인체는 외기 조건에 따라 Stress 를

받으며 결국 작업 성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주변 작업환경 조건의 최적영역을 결정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2.4.2 정비의 용이성

기기의 조작성외에 운설실 기기배치는 정비의 용이성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적의

기기배치도 기기 정비의 불편함을 준다면 좋은 설게라 할 수 없다.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기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Module 化 및 Block 개념설계가 요구된다.

3. 결 론

전동차의 운전실 설계는 최적 작업 환경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본 문서는 개략적인

설계 검토 사항과 기 보고된 인체측정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인간공학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자의 인체 측정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 설계가 되어야

한다. 즉, 인간공학적 운전실은 운전자의 동작영역과 한계를 이해하고 각 구성기기의 기능에 맞는 최적 배치

및 최소동선에 의한 최대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의 최소 정비 및 제작공기단축을

할 수있도록 제품의 Module 化 및 Block화 설계도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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