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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1971, the aptitude test for domestic train drivers has been long maintained. With the revision of the 
Railroad Safety Act in 2006, the aptitude test was changed from the type of written and skill test into the 
type of question-and-answer and reaction test. However, the main structure of the test was not changed. In 
this paper, we focus our atten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aptitude test. We surveyed on two 
groups, one is the railroad expert group and another is train driver's group, questioning about the importanc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aptitude test items.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 desirable aptitude test 
system for the railroad safety. 
------------------------------------------------------------------------------------

1.  서  론

  도로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한 교통정체의 증가와 그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

도 운송이 대중교통수단과 물류 운송 수단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

요도시의 전철과 고속전철의 등장으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철도 운송을 물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도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타 운송 수단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낮은 철도 운송은 그동안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기관사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면서 철도 운송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

져올 가능성이 높은 열차 사고는 철도 안전업무수행자의 부적절한 업무적성에 기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 안전업무수행자를 선발할 때 필요한 업무적성

을 가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적성검사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관사 적성검사 제도는 1971년부터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2006년 철도안전법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현행 적성검사 제도는 1949년부터 운전 적성검사를 제도화

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적성검사 제도와 유사한 데,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현에서 1분 30초 

늦은 전차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급커브 길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다 생긴 철도 차량 탈선 사고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6년 6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국토교통성령을 

발표했고 일본 RTRI(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에서도 새로운 적성검사 항목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철도 운송이 국가별 횡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럽의 경우에도 철도 기관사 적

성검사 항목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따르고 있으며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

당한 적성검사 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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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는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및 디젤차량 기관사의 적성검사를 철도인력개발원 적성검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방법,

절차 및 합격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해 놓고 있다[5, 6]. 본 논문은 인적오류에 의

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성검사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철

도 기관사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 세부항목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이 항목들이 철도운전 업

무에 갖는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철도분야의 전문가들과 기관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철

도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성검사 항목들을 조사하고, 이들 중 우리나라 적성검사 제도에서 실시

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파악하고자, 이들이 철도운전 업무에 갖는 중요도를 

철도분야의 전문가들과 기관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향후 적성검사 제도

를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본  론

2.1 현행 적성검사항목

  현행 철도기관사의 적성검사 항목은 검사구분으로 보아 문답형 검사와 반응형 검사로 이루어져 있

다. 문답형 검사는 질문이 종이에 인쇄되거나 컴퓨터 모니터 등에 출력되어 답변들을 답안지에 기록하

거나 화면에 체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표준화된 지능, 흥미, 성격검사 등이 문답형 검사에 해당한다. 

문답형 검사로 평가하기 힘든 경우, 예를 들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항목은 실

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검사가 반응형 검사이다. 현행 문답형 검사와 반응형 

검사의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답형 검사

   ① 지능 검사 : 지능 검사는 지각속도, 공간-수리 추리력, 판단능력 등을 측정한다. 지능 검사는 읽  

    고, 쓰고,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방법은 원안   

    에 그려진 선의 방향과 동일한 모양을 찾는 방법을 이용한다.

   ② 작업태도 검사 : 작업태도 검사는 작업수행 중 나타나는 행동 특징을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임의

    의 두수를 더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③ 품성 검사 : 품성 검사는 긍정적 인상 척도, 신경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과 정신증 성향을 측정  

한다. 측정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 형태의 질문  

에 응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2) 반응형 검사

   ① 속도예측능력 검사 : 속도예측능력 검사는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예측하는 능력과 속도예측능

력의 일관성을 측정하며 측정방법은 물체의 이동속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구간의 이동속도를 예

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② 주의력 검사 중 선택적 주의력 검사 : 주의력 검사는 선택적 주의력, 주의배분능력, 지속적 주의

력으로 구분되며 이 중 선택적 주의력 검사는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각각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 동작을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③ 주의력 검사 중 주의배분능력 : 주의배분능력 검사는 동시에 제시되는 여러 목표자극에 대한 반

응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한다. 좌우에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각각 정해진 동작을 하는 방법으로 측

정한다.

   ④ 주의력 검사 중 지속적 주의력 : 지속적 주의력은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중앙에 

제시되는 숫자를 보고 정해진 숫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그 외의 숫자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측정한다.

   ⑤ 거리지각능력검사 : 거리지각능력검사는 목표자극에 대한 원근감을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두개의 

고정된 목표물 사이에 있는 한 개의 목표물을 이동하여 대각선상에 놓일 때 반응하는 정도를 보고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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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안정도 검사 : 안정도 검사는 눈과 손을 이용한 동작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침봉을 

1cm 높이로 유지하면서 코스를 벗어나거나 바닥에 접촉하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

2.2 현행 적성검사항목의 중요도 설문분석 결과

  1) 설문 대상 및 방법

  설문은 철도전문가 집단 7명과 철도 기관사 55인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철도공사, 서

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의 적성검사관련 전문가들과 전직 기관사 출신의 관리직 이상으

로, 기관사 집단은 현직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기관사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7점 척도로 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기관사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 

항목들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기관사들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관제사와 신호조작원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민첩성 검사(적응능력, 판단력, 동작정확력, 정서안정도) 항목도 기관사 업무와 많은 연

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이 철도운전 업무에 갖는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설문항목에 포함시켰

다.

  2) 항목별 설문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과 기관사들에게 설문조

사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들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중요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

내는 데 1점은 중요도가 매우 낮음을 7점은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① 전문가 집단의 설문분석 결과

  <표 1>에서 전문가 집단은 설문분석 결과 지속적주의 검사와 품성 검사에 대해 평균값이 6점을 넘

었다. 이 두 항목은 조사결과의 표준편차에서 나타나듯이 전문가 간 편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하면, 전문가 집단은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속적 주의력 검사와 긍정적 인상척도, 

신경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과 정신증 성향을 측정하는 품성검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

가 집단은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도가 보통(4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현행 기관사 

적성검사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제사와 신호조작원 등의 적성검사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판

단력, 동작정확력, 적응능력, 정서안정도의 중요도도 5점 이상으로 다소 높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작업태도 검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1. 현행 우리나라 적성검사항목의 전문가 집단 설문결과 중요도 순위

전문가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속적주의 7 5 7 6.29 0.76

품성 7 5 7 6.14 0.69

선택적주의 7 5 7 5.86 0.69

주의배분 7 5 7 5.86 0.69

지능검사 7 4 7 5.71 1.25

판단력 7 5 7 5.71 0.76

속도예측 7 3 7 5.57 1.27

안정도 7 4 7 5.57 1.27

동작정확력 7 4 6 5.57 0.79

적응능력 7 4 7 5.43 1.13

거리지각 7 4 6 5.29 0.76

정서안정도 7 4 7 5.29 0.95

작업태도 7 3 6 4.86 1.07

  ② 기관사 집단의 설문분석 결과

  <표 2>에서 기관사 집단은 설문분석결과 6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 항목은 없었지만 판단력,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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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동작정확력, 정서안정도 항목의 순서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현행 기관사 적성검사 항목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제사와 신호조작원 등의 적성검사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판단력, 동작정확

력, 정서안정도의 중요도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적응능력의 중요도도 5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속적 주의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능검사의 중요

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기관사 집단도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도가 보통(4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현행 우리나라 적성검사항목의 기관사 집단 설문결과 중요도 순위

기관사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판단력 55 3 7 5.64 1.30

지속적주의 55 3 7 5.51 1.15

동작정확력 55 3 7 5.42 1.13

정서안정도 55 3 7 5.40 1.18

선택적주의 55 3 7 5.36 1.28

속도예측 55 2 7 5.33 1.41

안정도 55 3 7 5.29 1.12

주의배분 55 3 7 5.25 1.21

작업태도 55 2 7 5.24 1.43

품성 55 3 7 5.20 1.27

거리지각 55 2 7 5.16 1.24

적응능력 55 1 7 5.11 1.30

지능검사 55 1 7 4.18 1.19

  ③ 현행 적성검사항목의 분석 결과

  현행 적성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기관사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한 결과 모든 적성검사항목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현행 기관사 적성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제사와 신호조작원 등의 적성검사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적응력, 판단력, 동작정확력, 정

서안정도의 중요도도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이들을 기관사의 적성검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항목의 설문분석 결과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항목은 ATKINS보고서[7]과 CER-ETF협약서[1], RSSB보고서[8]를 근간으로 

추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철도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성검사항목 중 

중요한 항목들을 파악하고자 철도분야의 전문가들과 기관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적성검사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철도전문가 집단 7명과 

철도 기관사 55인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피설문자가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항목은 철도 선진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적성검사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2) 항목별 설문분석 결과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 항목의 중요도 평가도 현행 우리나라 적성검사 항목의 중요도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①전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표 3>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은 설문결과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 안전지식,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인내력, 단독업무수행능력검사, 절차/규칙이행능력에 대해 평균값이 6점을 넘었다. 이 다섯 가지 항

목은 조사결과의 표준편차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간 편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시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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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있는 차량의 기관사가 받는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구 지하

철 참사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고, 

1인 승무원 체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에 단독업무수행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관사의 기본역량인 절차와 규칙의 이행 및 안전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3.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항목의 전문가 집단 설문결과 중요도 순위

전문가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간제약중 판단대처 7 6 7 6.42 0.54

안전지식 7 5 7 6.29 0.76

스트레스상황 인내력 7 5 7 6.14 0.90

단독업무수행 7 4 7 6.00 1.00

절차/규칙이행 7 5 7 6.00 1.00

기술관련지식 7 4 7 5.86 1.07

야간시력 7 4 7 5.71 1.11

의사소통 7 3 7 5.27 1.50

모순된 정보처리 7 3 7 5.29 1.38

동체시력 7 3 7 5.29 1.25

심리전문가면담 7 3 7 5.14 1.35

고객응대 7 3 7 5.00 1.53

대인관계 7 3 7 4.86 1.68

독해및언어 7 3 7 4.27 1.50

발표력 7 2 7 3.86 1.68

  ②기관사 집단의 설문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면 기관사 집단은 설문결과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 기술관련지식, 단독업무수행능력에 

절차/규칙이행, 안전지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항목의 기관사 집단 설문결과 중요도 순위

기관사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간제약중 판단대처 55 3 7 5.78 1.08

기술관련지식 55 3 7 5.42 1.17

단독업무수행 55 2 7 5.40 1.24

절차/규칙이행 55 3 7 5.38 1.11

안전지식 55 3 7 5.35 1.17

스트레스 상황인내력 55 2 7 5.24 1.09

동체시력 55 1 7 4.89 1.24

야간시력 55 1 7 4.84 1.32

모순된 정보처리 55 1 7 4.78 1.26

대인관계 55 2 7 4.69 1.22

고객응대 55 3 7 4.69 1.02

심리전문가면담 55 2 7 4.64 1.18

의사소통 55 1 6 4.29 1.18

독해및언어 55 1 6 3.85 1.08

발표력 55 1 6 3.85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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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 항목의 분석 결과

  철도 선진국의 적성검사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기관사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 안전지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 

단독업무수행능력검사, 절차/규칙이행능력, 기술관련지식 항목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기관사의 적성검사시 이들 항목들을 검사할 필요성에 대해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항목별 세부 분석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항목 중 안전운행과 사고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 3가지를 우선순위를 고

려하여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설문은 이 항목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기관사 31명, 전문가집단 11명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우선순위 1위 항목은 3점, 우

선순위 2위 항목은 2점, 우선순위 3위 항목은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5.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기관사집단의 설문결과

전문가 집단

전문가점수 기관사점수

기관사 집단

검사항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독해및언어 0 0 0 0 0 0 0 0

의사소통 0 0 1 1 5 1 1 0

발표력 0 0 0 0 0 0 0 0

모순된 정보처리 0 0 1 1 13 4 0 1

대인관계 0 0 1 1 11 3 0 2

고객응대 0 0 0 0 2 0 1 0

단독업무수행 0 1 1 3 28 6 4 2

시간제약중 판단대처 2 2 0 10 41 10 4 3

스트레스 상황인내력 2 1 0 8 18 0 9 0

절차/규칙이행 1 1 1 6 28 3 6 7

안전지식 1 0 1 4 25 2 6 7

기술관련지식 0 1 1 3 4 0 0 4

동체시력 1 0 0 3 4 0 0 4

야간시력 0 1 0 2 0 0 0 0

심리전문가면담 0 0 0 0 7 2 0 1

   

  <표 5>에서 전문가 집단은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이 안전운행과 사고감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 절차/규칙 이행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다. 기관사도 전

문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절차/규칙이행, 단독업무

수행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 절차/규칙 이행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 안전지식, 단독업무수행능력검사 항목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관사의 적성검사 항목에 이들 항목들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현행 기관사의 적성검사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집단과 기관사 집단 모두 각 

항목이 중요하다고 평가함을 볼 수 있었으므로 현재 적성검사 항목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었다. 한편 현행 기관사 적성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제사와 신호조작원 등의 적성검

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적응력, 판단력, 동작정확력, 정서안정도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이들을 기관사의 적성검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철도 선진국 적성검사 항목 중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 안전지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

내력, 단독업무수행능력검사, 절차/규칙이행능력, 기술관련지식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기관사 

집단 모두 각 항목이 중요하다고 평가함을 볼 수 있었으므로 향후 기관사의 적성검사 항목에 이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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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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