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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fore 2010, assignments proposed by government caused inconvenience of users(operation institutions & 

customers) as performing that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suggested requirements from private organizations to 
special institutes, but now the institution of assignments is improving to reflect opinions from the present users.

This is a study on methods for drawing a task of Rolling stock's core parts & enhancing of Urban Railway/Light 
Railway Transit. The definition of multiple stakeholders(local government, operation institution, research 
organization, academic world, the industrial world, etc.) related to rolling stock of urban railway/Light railway 
transit, experts in rolling stock and the application for designing of question items verified and designed through 
Delphi technique for objectivity, justness and fairness. 

Also, it is to draw a conclusion of assignments through a study on methods for drawing a task of Rolling stock's 
core parts & enhancing of Urban Railway/Light Railway Transit as sharing a process of assignments and integrating 
opinions of each stakeholder of urban railway/light railway transit.

국문요약

2010년 이전 국책연구과제는 국책연구기관이 민간산업계의 요구사항 위주로 전문기관에 제안하여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운영기관 및 고객)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 사용자가 제시

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추세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의 핵심부품 및 장치에 관한 기술고도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과 연관된 이해당사자 그룹(지방정부, 운영기

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관한 정의, 차량전문가에 관한 정의와 설문항목 설계를 위한 기법 적용

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획연구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써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의 이해관계자 그룹 간 

의견을 통합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 핵심부품 및 장치에 

관한 고도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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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목적

본 논문은 국토해양부 주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철도 핵심부품 및 장치 고도화 개발기획 연구과

제의 한 분야인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의 고도화 대상 과제 도출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기술 적용

과 기술성장을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 기법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전문가 인터뷰(또
는 전문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본 과제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1.2 필요성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은 복합공종의 다분야 System과 연계된 복합시스템으로 차량의 가격이 고가로 

인해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정부나 운영기관의 정책 및 구매기획 단계의 프로세스로부터 연구․설계․

제작․시운전․운영단계까지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룹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신기술을 적용한 핵심부품/장치의 기술개발 과정이 매우 지난한 실정이다. 따라

서 국책과제로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

평성을 유지하여야만 상반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따라서 델파이 기법1)을 적용하여 

국책연구 과제를 개발하려면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및 차량전문가 그룹 정의를 선행해야 하

며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그룹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수집하여 요구사항에 관한 범위를 그룹화 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코자 하였다.

2. 과제 도출 기법

2.1 사전 요구사항 수집 및 연구기법 사례조사

본 연구는 주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매우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객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2개 대학원, 1개 공학원, 1개 협회, 1개 연구

원, 1개 공공기관, 2개 운영기관, 2개 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연구기법에 관한 자문과 사전 요구사항을 수

집하여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 핵심부품/장치에 관한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 카테고리 설정에 필요한 

사전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미래철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인터뷰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전 요구사항 수집 항목

연번 요구사항 수집대상 항목 비고

1 국내 도시철도차량 부품 중 성능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품은? 
2 민간기업차원에서 국산화 하기 곤란하여 정부차원에서 국산화 필요부품은?
3 차량제작사/부품제작사 기술능력 부족으로 외자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품은?
4 국산화시 사용빈도와 경제성이 없어 국산화 미추진 부품은?
5 국내 기술능력과 실적에 의한 품질신뢰성 미입증으로 기술개발 지연부품은? 
6 작업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품은?
7 국산화개발 되었으나 성능 업그레이드/개선이 필요 부품은?
8 국산화 되었으나 업체경쟁으로 표준화 필요 부품은?
9 국내 타산업군 사용기술 미적용하여 성능/품질/작업성향상 필요기술로 신규제작 필요부품은?

10 미래 철도차량 기술선도 필요성이 있어 선행연구개발 필요 부품/기술은?

표 2와 표 3은 사전 요구사항 수집 항목에 관한 대상기기 및 기능분석용 템플릿이며. 표 1의 사전 요구사

항 수집항목의 응답자 평가요소 및 지표에 관한 템플릿은 표 3과 같다.

1) 델파이(Delphi) 기법 :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종합하여 정리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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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 요구사항 수집항목의 대상기기 및 기능분석

구분
부품의 기능 또는 역할

(독립적인 기능의 핵심사항만 기술)
대상기기명

(구성품/조립품 단위로 기재요망)
기능 및 대상기기명 

표 3. 사전 인터뷰 항목의 평가요소 및 지표

차량의 구성요소 필요성 가중치 중요도 가중치 기술난이도 가중치

개발

우선

순위

차체

기기

대차

기기

실내

기기

추진 및 

보조전원

장치

차상신호 및 

열차제어장치

서비스

설비

성능

향상
국산화

품질

향상

작업성

향상

비용

절감

H
(3)

M
(2)

L
(1)

H
(3)

M
(2)

L
(1)

각각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방문하여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의 핵심부품/장치에 관한 다양한 사전 요

구사항을 수집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분석되었다.

그림 1. 사전 핵심장치 고도화 요구 현황

2.2 델파이 기법에 의한 설문항목 및 프로세스 설계

델파이 기법에 의한 전문가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항목 설계는 설문에 관한 객관성․형평성․공정성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하므로 설문항목 설계 및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설

문항목 설계와 설문조사에 관한 프로세스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2는 설문조사 항목 설계 및 설문 추진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그러나 설문조사 모집단수 총 조사원수를 산정하려면 이해관계자 직종 및 구성현

황이 선행 조사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조사원의 구성집단이 상이하고 다양하여 산정이 매우 어려워 

차량전문가를 표본 추출하여 이해관계자 정의, 차량전문가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철도 기술개

발사업 기획연구 과업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의 핵심부품/장치에 관한 본 과제 

도출이 우선이기에 도출과제의 범위설정을 위한 사전 연구를 선행하고자 하였으며, 짧은 연구기간(6개
월)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과제도출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요구사항 이견(이해관계자 

간)과 소속별 국책연구 추진과제 제시(운영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표 

4 ~ 표 6은 이해관계집단을 나타낸다.

구분
한국

철도공사

서울시
인천

메트로

부산교통

공사

대구도시

철도공사

대전도시

철도공사

광주도시

철도공사

한국공항

철도공사

한국공항

셔틀

트레인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

공사
9호선(주)

운영

노선수
10 6

(지선포함)
5

(지선포함) 1 1 4 2 1 1 1 1

표 4. 이해관계자 중 전동차 운영기관 현황(2011.3월 현재)

※ 출처 : 도시철도 운영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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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기관 대학 대학교 대학원

대상수 2 1 3 1

표 5. 이해관계자 중 철도차량 관련 연구기관 및 학교(2011.3월 현재)

구분 완성차 철도차량협회 전장품 제작사 기계장치 제작사 기타

업체수 6 1 27 55 3

표 6. 이해관계자 중 철도차량 업계 현황(2011.3월 현재)

※ 출처 : 한국 철도차량공업협회 자료참조

구분 내용

차량분야 이해관계자 정의
․복합시스템이므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정당성․형평성 확보

설문항목 신뢰도/타당도의 검증 방안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의 모집단 대상인원은 산정곤란, 정량적 신뢰

도/타당도 확보 미흡

․정성적 기법에 의한 검증

단계별 설문으로 신뢰도/타당도 향상 ․사전 설문 및 이해관계자․차량전문가․설계항목 적정성 검증 등 설문 시행

과제도출을 위해 설문조사 2회시행
․1차 설문조사 : 개방형 설문 시행

․2차 설문조사 : 패쇄형(5점 척도) 시행

2.2.1 설문항목 설계기본 방향 및 추진 프로세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구성원과 각 집단에서의 차량분야의 핵심부품/장치에 관한 정의를 선행하

려면 차량전문가를 표본 추출하여 이들을 통하여 차량전문가 정의를 하여야 하며, 차량전문가를 통한 

설문항목 설계방향을 설정 후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7. 설문설계 기본방향

그림 2. 설문항목 설계 및 시행 프로세스 

2.3 이해관계자 및 차량전문가 정의 프로세스

델파이 기법에 의한 설문조사 항목의 설계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적합성을 검증하거

나 정성적 기법에 의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켜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설문조사

852



를 위한 모집단 전체인원을 산정하거나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설문항목 응답자의 분산형 분포에 의하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에 종사하는 공종이 정책 및 기획, 연구, 교육, 설계 

및 제작, 운영 등 다양한 범위로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집단의 대상인원 산정은 거의 불가능한 실

정이다.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수(신뢰도 95% 수준, 허용오차 ±5%)는 384명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분야에 종사하는 표본집단을 균형있게 모집한다는 것은 연구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대상인원 선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 그룹을 정의한 후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차

량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100명 내외의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들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에 관한 정

의 및 차량전문가를 정의하였다.

2.3.1 이해관계자 정의

공식문서로 설문대상인원을 추천토록 의뢰한 후 임의로 17명에게 이해관계자 정의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해관계자는 종사 직종에 따른 공공․운영․연구․시험인증기관, 학계, 관련협회, 산
업계 등의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2.3.2 차량전문가 정의

각 연구기관, 운영기관, 산업체 등에 임의 대상자 17명에게 설문하여 얻은 결과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전문가라고 정의하였으며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 전문가 그룹에 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전문가 그룹 설정 설문결과

2.4 설문항목 설계 및 검증 

설문항목의 적절성 평가는 사전 설문조사(시행청, 운영기관, 철도차량 제작사 대상 개방형 설문)와 현

장인터뷰를 통해 설계된 설문항목에 대해 차량전문가그룹(공공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차량제작사 등

에서 추천한 패널 총 72명) 대상자 중 난수표로 임의 선정하여 설문하였다.

2.4.1 설문항목

설문항목은 경량전철 표준규격을 대상으로 삼아 핵심장치/부품에 관한 카테고리로 설문항목을 구성하

였으며, 설문항목의 정제를 위하여 11개 항목의 개방형 질문으로 설계항목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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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차 개방형 설문항목

문항 설문내용

1 도시철도/경량전철차량표준 규격표에 명기된 각종 차량부품 및 규격

2

2-1. 성능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2-2. 고장 시 열차 운행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는 장치는?
2-3. 민간기업차원에서 국산화하기 곤란하여 정부차원에서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품 및 장치는?
2-4. 부득이 외자품을 사용하는 부품 및 장치는?
2-5. 국내 개발이 되어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이 완료되었지만 상용차 적용 사례 등 사용실적이 없어 

운영기관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품 및 장치는?
2-6. 국산화된 제품 중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부품의 호환성을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2-7. 타산업군에서 사용 중인 기술 중 철도차량 특성에 적합하고 검증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상 

부품 및 장치는?
2-8. 미래의 국내외 철도차량의 기술을 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선행연구개발을 필요로 하

는 부품 및 장치는?
2-9. 개발된 제품에 대해 신뢰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시험열차 및 시험선을 제공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부품 및 장치는?
2-10 기타의견

2-11 기타

2.4.2 설문항목 검증

설문조사 적절성 평가는 수정․보완된 설문항목으로 철도차량 전문가 그룹(패널 72명) 중 난수표에 의한 

임의선정 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항목은 부적절 의견이 있어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4, 그림 5는 그 결과이다.

항목

인

원

그림 4. 1차 설문항목 적절성 평가 결과

인

원

항목

그림 5. 2차 설문항목 적절성 평가 결과

2.4.3 1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는 패널 72명 중 이해관계자 및 차량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 적절성 평가 대상

자를 제외하고 임의선정 한 2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철도 핵심부품 및 장치 고도화 개발 기획연구 과제 

카테고리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 및 필요성에 관한 설문과 핵심장치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9～표 11과 같다.

표 9. 1차 개방형 설문결과 핵심부품/장치 카테고리

연번 설문문항 내용
설문응답 분석결과

문항번호 우선순위

1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 3 정부차원 국산화, 미래선도기술 장치
2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 3-2 고도화, 국산화 

3 핵심부품 및 장치 3-3 신호보안장치, 추진제어장치, 종합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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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도화 국산화 기대효과 기타 무응답

분포도 10 9 2 0 2

표 10. 우선 추진 필요성 분석

대상
신호보안

장치

추진제어

장치

종합제어

장치
대차

견인전동기

(영구자석식) 배전반
컨버터/
인버터

정지형

인버터
윤축

답변 17 8 5 2 1 1 2 1 1

표 11. 핵심부품 및 장치 분석

2.5. 2차 설문항목 설계 및 검증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 대상 패널에게 정부주도로 우선추진 해야 할 국산화(고도화) 대상장치를 

국산화 필요성, 고도화 시급성, 기술개발 기대효과 등의 평가요소와 기술수준이 낮은 장치 등에 관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설계 기본방향은 표 12와 같다.

표 12. 2차 설문항목 설계 기본방향

구분 기본방향 내용

1차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거 설계

․최우선 추진 요구사항 선정 : 우선순위 설문항목의 다빈도로 설문항목 설계

․추진요구 대상 장치 : 1차 설문조사에서 다빈도로 요구한 부품/장치

설문항목 신뢰도/타당도의 

검증

․표본집단을 구성하여 정성적 기법에 의거 신뢰도/타당도 향상

․5점 척도 적용

설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기준 : 평가요소 및 수준

․평가방법 : 평가요소 및 항목별 취득점수 순위로 분석

2.5.1. 2차 설문항목 설계 및 평가방법

설문항목의 정량적 검증을 위하여 귀무가설을 설정, 이해관계자 그룹의 차량전문가가 설문항목의 신

뢰도 수준 95%±5%의 범위에서 차량의 핵심부품/장치가 1차 설문조사의 카테고리에서 이탈할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 설문분석은 SPSS2)를 이용하였으며 귀무가설이 신뢰도 수준의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귀무

가설이 성립되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기각으로 설정하였다.

2.5.2. 2차 설문항목 평가 수준

2차 설문조사의 평가 수준은 표 13과 같으며 2차 설문조사 결과 핵심부품/장치는 신호보안장치, 대전

력 제어소자, 추진제어장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2차 설문항목 평가수준

구분 기본방향 내용

레벨수준 ․대상기기 레벨수준은 3레벨까지 세분화

대상장치 ․정부주도 우선추진 국산화(고도화) 대상장치 종류는 차체, 대차, 전기장치, 기타(3레벨수준)

평가지준

․5점 척도 평가기준은 3개 요소와 각 요소별 개별 방법 설정

  -평가요소 : 정부주도 국산화 필요성, 고도화 시급성, 기술개발 효과

  -평가수준 : 매우 낮음(1점), 낮음(2점), 보통(3점), 높음(4점), 매우 높음(5점)
  -평가방법 : 3가지 평가요소 점수 합산, 항목별 5점 만점 대비 취득점수 순

2) SPSS :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의 약자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 입력, 데이터 관리, 데이

터 집계 및 통계분석을 하는 통계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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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귀무가설의 SPSS에 의한 분석 및 검증

정량적 분석 프로세스는 검증 프로세스까지의 분석결과를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설문의 귀무가설에 관

한 검증을 위하여 표준오차범위의 신뢰도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오차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 없어 모두 

기각되어 정상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핵심장치로서 설정한 신호보안장치, 대전력 제어소자, 
추진제어장치가 검증되었으며, 분석프로세스와 검증을 위한 기법의 프로세스 정의는 그림 6과 같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상관분석

가설검증

회귀분석

분산분석

그림 6. 결과분석 프로세스 

2.5.4. SPSS에 의한 평가수준 및 분석결과

전체 종합분석 결과 전체평점(5점 만점) 중 3.38점을 취득한 고도화대상 부품장치에 대하여 타 항목 

대비 높으므로 고도화 과제선정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검증이 성립되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와 

설계항목이 신뢰도 수준에서의 핵심부품과 장치가 도출되었다.

표 14. SPSS 평가수준

구분 기본방향 내용

빈도분석의 평가척도
․설문의 방향을 결정지으며 설문항목 평점대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을 선정하되 

반드시 설문응답 표본수와 응답결과가 동일하여야 분석 자료의 효용성을 갖는다.

기술통계분석
․전체항목 평균점수대 설문항목의 점수분포도를 4회 시행하여 단순비교 하고, 각 항목

별 평균값을 산정 후 평점수준을 분석

교차분석 ․설문항목/기본항목과의 상관관계 분석

검    증 ․설계 시 설정한 가설의 진위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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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SPSS에 의한 분석결과

대상 기기
평균값

합계 순위
국산화 고도화 기대효과

신호보안장치 4.67 4.46 4.75 13.88 1
자동열차제어장치 4.58 4.42 4.67 13.67 2

차상 지상간 통신장치 4.50 4.42 4.63 13.54 3
자동열차운전장치 4.46 4.42 4.67 13.54 3

정위치 정차 검지장치 4.25 4.21 4.50 12.96 5
대전력 제어소자 4.08 4.04 4.04 12.17 6
추진제어장치 4.13 3.96 3.92 12.00 8
컨버터/인버터 4.00 3.96 4.08 12.04 7
견인전동기 3.88 3.92 4.00 11.79 9

차상용 에너지 저장장치 3.79 3.67 3.71 11.17 13
하이브리드 차량시스템 4.04 3.79 3.88 11.71 10
견인전동기(영구자석식) 3.92 3.75 3.88 11.54 11

견인전동기(DDM) 3.88 3.79 3.83 11.50 12
종합제어장치 3.46 3.83 3.79 11.08 14
편성제어컴퓨터 3.38 3.75 3.79 10.92 15
차량제어컴퓨 3.38 3.75 3.79 10.92 15
모니터장치 3.17 3.63 3.63 10.42 17

지상출력분석장치 3.17 3.58 3.54 10.29 18

2.5.5. 2차 설문조사 결과 종합 교차분석 결과 및 검증

교차분석 결과 신뢰도 수준의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설계응답자 답변이 적정하였다.

표 16. 2차 설문조사 결과 교차 종합분석

이해관계자 범주 Base for % 국산화

전체 평점

고도화

전체 평점

기대효과 

전체 평점

기술수준 

전체 평점
계

전체 24 3.22 3.38 3.30 2.98 2.98

소속

연구기관 1 3.32 2.61 2.54 2.84 2.84
운영기관 18 3.20 3.43 3.32 3.02 3.02
산업체 5 3.24 3.35 3.41 2.86 2.86

근무경력

10년 이하 1 3.32 2.61 2.54 2.84 2.84
10년~15년 3 3.48 3.62 3.45 3.05 3.05
15년~20년 4 3.37 3.36 3.43 2.98 2.98
20년~25년 8 3.24 3.61 3.55 3.03 3.03
25년 이상 8 3.00 3.18 3.04 2.91 2.91

연령

30세~40세 2 3.55 3.22 3.03 2.96 2.96
40세~50세 11 3.22 3.45 3.45 2.87 2.87
50세~60세 11 3.16 3.34 3.21 3.09 3.09

학력

전문학사 5 3.19 3.41 3.52 3.07 3.07
학사 11 3.40 3.41 3.39 3.04 3.04
석사 7 2.94 3.43 3.13 2.84 2.84
박사 1 3.32 2.61 2.54 2.84 2.84

자격증

기능사 1 3.22 3.33 4.01 2.99 2.99
산업기사 6 3.13 3.46 3.22 3.03 3.03
기사 11 3.19 3.38 3.31 3.04 3.04
기술자 3 3.18 3.59 3.22 3.02 3.02
무응답 3 3.51 3.05 3.29 2.6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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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차 설문조사 교차분석 결과 및 검증

기술통계량과 기본항목과의 관계분석은 상관관계는 표준편차 수준범위보다 훨씬 낮은 0.01으로 유의

수준이 오차한계 범위 이내이므로 설문항목 설계 및 조사가 적정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기술통계량의 결

과는 표 17과 같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국산화 전체 평점 3.2158 .52899 24

고도화 전체 평점 3.3817 .45915 24

기대효과 전체 평점 3.3033 .49975 24

기술수준 전체 평점 2.9767 .37262 24

표 17. 기술통계량

2.5.7. 2차 설문조사 교차분석에 따른 상관관계 및 검증

상관관계 분석은 국산화 범주부터 기술수준 범주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도화 대상과 기대

효과가 가장 접근되었으며, 유의수준이 신뢰도 수준에서 검증되었으므로 고도화 대상 아이템으로 설문

조사 결과의 핵심부품/장치 대상장치가 적정함이 검증되었다.

구 분
국산화 대상

전체 평점

고도화 대상

전체 평점

기대효과

전체 평점

기술수준

전체 평점

국산화

전체 평점

Pearson 상관계수 1 .373 .671** .220

유의확률 (양쪽) .073 .000 .301

N 24 24 24 24

고도화

전체 평점

Pearson 상관계수 .373 1 .655** .264

유의확률 (양쪽) .073 .001 .213

N 24 24 24 24

기대효과

전체 평점

Pearson 상관계수 .671** .655** 1 .254

유의확률 (양쪽) .000 .001 .232

N 24 24 24 24

기술수준

전체 평점

Pearson 상관계수 .220 .264 .254 1

유의확률 (양쪽) .301 .213 .232

N 24 24 24 24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18. 상관계수

2.5.8. 설문조사 패널 기초사항 분석

설문조사 패널 24명은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66%, 연령층은 40~60세의 22명으로 92%, 학사 이상의 

학력이 75%이고 석사 이상이 8명, 자격증 소지에 대한 조사는 기사 이상이 14명으로 58%이고 기술사도 

3명이며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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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공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성능인증기관 산업체 무응답

0 1 18 0 5

근무경력
10년 이하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무응답

1 3 4 8 8

연령
30세 이하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무응답

0 2 11 11 0

학력
고교졸업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무응답

0 5 11 7 1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무응답

1 6 11 0 3 3

표 19. 설문자 기초사항

3. 결론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 핵심부품 및 장치의 기술 고도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을 도시

철도/경량전철 차량과 연관된 이해당사자 그룹 정의, 차량전문가 정의와 설문항목의 설계 및 검증을 델

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성․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였고 기획연구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

써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의 이해관계자 그룹 간 의견을 통합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 핵심부품 및 장치의 고도화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설문조사

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의 전문가는 이해관계그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의되었으며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할 항목은 정부차원 국산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의 필요성은 고도화, 국산화 순이

고 핵심부품 및 장치는 신호보안장치, 대전력 제어소자, 추진제어장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기간이 6개월로 설문조사 기간이 짧아 설문조사에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응해주

신 패널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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