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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K-WAIS and FTD on flight aptitude, which we utilize to

sort out good pilot candidates among applicants, we adopted Fuzzy regression model and

expressed the result of flight aptitude tests in Fuzzy number by using maximum/minimum

values and mean values. The 7 aspects of K-WAIS were broken down into three similar

groups: mathematical ability, visualization ability and organization ability. While

mathematical ability and organization ability showed a positive relevance with the FTD test

with respect to flight aptitude, visualization ability of K-WAIS showed a negative(-)

relevance with flight aptitude, which presented an opposite result to the previous research.

Thus, we are to increase the number of samples and do the research thereof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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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경과 목적

조종사를 선발하는 항공관련 기관 및 산업체는

군과 민을 불구하고 다양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가의

항공기를 전문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1][2].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은 인적 요인에 의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종사는 공중근무의 특성

상 안전의식, 공간지각능력, 기동 능력, 순발력,

판단 능력, 주의분배 능력 및 침착성 등이 동시

에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훈련을 통해 일부

양성되기도 하지만 적성 또는 고유의 능력을 보

유하고 있지 않으면 적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특성

은 건강한 신체를 기반으로 3차원 고속운동을 하

는 항공기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이에 따른 조종

(반응)을 위하여 탁월한 감각(시각, 청각, 평형/

운동감각 등)과 비행 중 비정상 환경 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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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판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전한 정신

활동과 인성 및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이며 아울

러 첨단 장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4][18]. 이러한 운영 환경과 기

재에 맞는 적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비행적성 검사도구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퍼지회귀모형을 이용하여

K-WAIS 검사와 비행훈련장치 검사가 비행적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 조종사 선발과정은 군과 민이 그 특

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수행되지만 공통으로 수

행되는 비행적성 지필검사와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FTD)/모의비행장치(Simulator)

의 평가결과와 실제 비행적성과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여 적성검사도구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앞으

로 비행적성 관련된 도구의 개발방향과 보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비행적성 지필검사는 군과 민이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사용하나 자료보안 등의 이유로 연구에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비행적성과 관련된 요인들

에 대한 평가와 측정이 가능한 K-WAIS 검사를

수행하여 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와 함께 비행적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군과

민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필검사가 비행적성에 미

치는 영향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 하였다.

2. 본 론

2.1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

2.1.1 개 요

비행적성 연구 대상으로는 K 대학교의 항공운

항학과 학생들로서 평균비행시간이 30시간인 조

종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 별로

K-WAIS 검사와 FTD 검사를 수행하였다. 비행적

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행 교육을 하기 전에 대상

을 선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없어 이

미 비행을 시작하여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

들을 선정하여 비행 적성과 성적을 우선하여 파

악한 후 지필검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비행 적성검사를 통하여 선발되어 기성

조종사로 성장한 조종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행

적성 판단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

여, 현재 비행교육자원인 조종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행 적성 판단유는 한 검사와 비행성적과의 상

관관계와 유의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비행

적성도구를 개발 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

다. K-WAIS와 FTD 검사 결과가 비행적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K-WAIS와 FTD 검사

결과를 정량적인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충분

한 자료가 미치는. 그리고 비행적성의 평가 결

과를 특정한 값인 실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

정한 범위로 나타내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비행적

성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적성에 영향을 주는 변

수를 문자적 혹은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

요하다. Zadeh(1965)는 정성적인 방법이나 문자

적으로 구분된 변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석

하기 위하여 퍼지수를 제안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비행적성의 결과를 일정한 범위

를 이용하여 퍼지수로 표현하였고 문자적인 표현

을 이용하여 K-WAIS와 FTD 검사 결과를 퍼지

수로 표현하였다. K-WAIS와 FTD가 비행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퍼지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2.1.2 K-WAIS 검사1)

K 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소의 상담심리 전문가

2명이 K-WAIS 검사 및 상담을 통하여 비행적성

과 관련된 언어성의 일부와 동작성을 판단하였

다. K-WAIS 검사의 세부내용은 숫자외우기, 산

수문제,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 쓰기이다.

2.1.3 비행훈련장치(FTD) 검사

K 대학교의 비행훈련장치(Frasca-142)를 이용하

여 교육진도에 맞추어 기본자세 계기비행(직선수

평비행, 선회, 상승 및 강하)과 비정상자세 회복

(Unusual Attitude Recovery) 비행과목을 국토해

1) K-WAIS 검사는 개인의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전체지능지수, 백분위, 표준측정오차범위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면 언어성 지능 103, 동작성 지능

105, 전체 지능 105라고 한다면 이 개인의 지능 수

준 범위는 보통 수준이며 백분위 63이다. 다시 말

하면 100명 중 37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통 수준

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K-WAIS 검사는

선행연구(조종적성 진단모형 발전방향 연구. 공군사

관학교)에서 검사항목 인자 별로 비행적성과 유의

성을 나타내고 있어 비행적성 지필검사로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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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행적성 FTD

K-WAIS

A B C D E F G

1 
아주

좋음
14 15 11 14 15 15 16

2 
아주

좋음
15 18 12 14 17 11 16

3 
아주

좋음
13 18 13 14 18 14 13

4 
아주

좋음
15 17 10 12 16 15 14

5 
아주

좋음
9 10 10 14 15 15 10

6 
아주

좋음
14 17 10 12 14 15 13

7 
조금

좋음
14 15 12 10 12 15 16

8  좋음 13 15 9 12 13 14 17

9  보통 15 13 10 14 18 14 17

10  보통 10 14 9 12 13 15 16

11 
조금

좋음
18 17 12 10 11 11 12

12  좋음 12 15 11 16 14 15 13

13  보통 13 15 12 12 13 14 15

14  좋음 14 13 9 13 13 13 9

15  좋음 15 14 9 14 14 15 16

표 1 비행적성과 K-WAIS/FTD 검사결과

양부 항공종사자 실기시험위원 1명이 전담하여

평가하였다.

2.1.4 비행적성과 K-WAIS/FTD 검사

결과

비행적성 점수는 비행교육 중인 조종학생들의

비행 적성 판단을 위한 검사와 비행성적을 종합

한 점수 중 최솟값, 최댓값, 평균을 이용하여 삼

각퍼지수로 표현하여 각 학생별로 적용하였다.

조종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된 비행적성과

K-WAIS 및 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o 참조(K-WAIS)

A(숫자 외우기), B(산수문제), C(빠진곳 찾기), D

(차례 맞추기), E(토막짜기), F(모양 맞추기), G(바

꿔 쓰기)

2.2 연구내용 분석 및 해석

2.2.1 퍼지이론

수학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자연이나 사회에

서 발생하는 현상을 수학적인 도구인 수, 혹은

수와 연관된 기호나 공리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모형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모형을 이용하여 자

연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연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수학적인 문제로 모형화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다. 불확실성에는 시간이 흘러가거나 실험을 통

하여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확률적인 불확실성과

실험이나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없는 퍼지적 불확실성이 있다. 확률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Zadeh(1965)는 실험이

나 시간과는 무관한 퍼지적 불확실성을 애매함

(Ambiguity)과 모호함(Vaguenness)으로 설명하

고, 애매하고 모호한 문장이나 정보들을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퍼

지이론을 소개하였다. 집합의 모호한 정도를 퍼

지정도(Degree of Fuzziness)라 하고, 선택에 대

한 불확실 정도를 퍼지측도(Fuzzy Measure)라

한다. 퍼지이론에서는 애매함과 모호함을 퍼지정

도과 퍼지측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정량적으로 표현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론, 평

가, 의사결정 등을 처리한다[5,6].

퍼지이론에서 애매함과 모호함을 표현하기위해

퍼지집합과 퍼지수, 그리고 퍼지수에 대한 연산

을 이용한다. 전체 공간 X에 대하여 퍼지집합

(Fuzzy Set) A는 다음과 같은 순서쌍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A={ (x,μA(x)):x∈X}.

여기서 함수 μA : X → [0,1]을 집합 A

의 소속함수 (Membership Function)라고 한다.

만약 함수 μA(x)의 공역(Codomain)이 {0,1}이

면 퍼지집합 A는 크리스프(Crisp)집합이 되고 함

수 μA(x)는 특성함수가 된다. 또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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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xμA(x)= 1이면 A를 표준(Normal)퍼지집

합이라 하고, 집합 S(A)={x∈X:μA(x)>0}

을 퍼지집합 A의 지지(Support)라 한다. 구간

[0,1]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α 에 대하여, α-

수준집합( α-level set)은 다음과 같이

Aα={x∈X:μA(x)≥α}

정의하고

A*α={x∈X:μA(x)> α}

을 강 α-수준집합(strong α-level set)이라 한다.

Dubois와 Prade(1978)는 실수 R상에서 특별한

퍼지수(Fuzzy Number)를 정의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관함수(Reference Function) f(x)를

정의하였다[7].

(2.1) 함수 f(x)은 구간 [0,∞)에서 감소한

다.

(2.2) f(0)= 1이다.

(2.3) f(x)= f(-x)

그림 1 LR 퍼지수

Dubios와 Prade(1979)가 제안한 LR 퍼지수 A의

소속함수는

 











  for ≤ 


  for ≥ 

이고,    와 같이 표현한다[7]. 이

때, 함수 L(x)과 R(x)는 연관함수이고, 을

중심(Center)이라 하며, 그리고 0보다 큰 수인 

과을 각 각 좌우의 폭(Spread)라고 한다. 그림

1은 LR 퍼지수를 나타낸다. 또한, LR-퍼지수 A

의 α-수준집합( α-level set)

   
  

 

는 
 

 와 같이 표시한다.

특히, 함수 L(x)과 R(x)가 일차함수  이

면 삼각퍼지수(Triangular Fuzzy Number)라 하

고,   와 같이 표현한다. 특히

  이면    을 대칭삼각퍼지수라

한다. 퍼지수 A의 소속함수 μA(x)가 구간

(-∞,0)에서 0이면 A를 양의 퍼지수(Positive

Fuzzy Number)라고 하고, 구간 (0,∞)에서 0

이면 A를 음의 퍼지수(Negative Fuzzy Number)

라 한다.

Dubois와 Prade(1979)는 두 LR 퍼지수에 대한

기본 연산을 정의하고 다음 정리를 증명하였다

[7].

정리 2.1 두 퍼지수 A=(a, l a,r a) LR와

B=(b, l b,r b) LR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2.3) 덧셈:   

       

(2.4) 음수:-(a, l a,r a) LR=(-a, l a,r a ) LR .

(2.5) 뺄셈:   
      

(2.6) 곱셈: 두 양의 퍼지수 와 에 대하여

 ⋅ 
 ⋅ ⋅ ⋅ 

일반적인 퍼지수의 정의하기 위해 볼록표준퍼

지집합(Convex Normal Fuzzy Set)을 정의할 필

요가 있다. 임의의 x1,x2∈X과 λ∈[0,1]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μA(λx1+(1-λ)x2)≥min｛ μA(x1 ),μA(x2 ) ｝

을 만족하는 퍼지집합 A를 볼록퍼지집합(Convex

Fuzzy Subset)라고 한다.

정의 2.2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R상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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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표준퍼지집합(Convex Normal Fuzzy Set) 을

퍼지수 (Fuzzy Number)라 한다.

(1) μA(x)=1을 만족하는 점 x가 유일하게 존

재한다.

(2) 소속함수 μA(x)가 구분적연속(Piecewise

Continuous)이다.

2.2.2 퍼지회귀모형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고 모형화하는 통계적 기법이

다. 다른 변수로부터 추정 또는 예측되어야 하는

변수들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혹은 반

응변수(Response Variable)라 부르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혹은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라

한다. 설명변수와 반응변수간의 관계를 수학적인

모형으로 표현한 식을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여기서 xi는 설명변수를, y i는 반응변수를,

ε i는 오차항을, 그리고 는 미지 모수

(Unknown Parameter)를 나타낸다. 회귀분석에서

는 반응변수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로 인하

여 반응변수의 관측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측값과 추정값의 차의 제곱

을 최소로 하는 최소제곱추정량(Least Squares

Estimators)이 수학적인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모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Gauss-Markov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정규성 - 오차항 ε i는 평균이 0인 정규분

포를 따른다.

(3.2) 등분산성 - Var (ε i)=σ
2
.

(3.3) 독립성 - Cov(ε i,ε j)=0 if i≠j.

회귀분석에서 추정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뿐만 아니라 반응함수

(Response Function) f(x)나 혹은 회귀계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Tanaka(1980, 1982)는 Zadeh(1965)가 소개한 퍼

지이론을 회귀분석에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퍼지

회귀모형(Fuzzy Regression Model)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8][9][16].

      ⋯    ⋯

여기서 설명변수      
 

 , 반응

변수      
 

 , 회귀계수

    


 는 모두 L-R 퍼지수이다. 퍼

지회귀모형은 반응함수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퍼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5,8,9].

(3.4) 설명변수와 반응변수가 각각 퍼지적 불확

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5)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관계에 퍼지적 불

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퍼지회귀모형에 포함된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

은 크게 수치해석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Tanaka, Hayashi와

Watadal(1989), Kao와 Chyu(2003), Kao와

Lin(2005) 등이 소개한 수치해석적인 방법은 퍼

지수인 반응변수의 퍼지성을 최소화하는 퍼지회

귀계수를 추정한다[10][11][12]. Diamond(1988),

Kim과 Bishu(1998), Choi와 Buckley(2008), Choi

와 Yoon(2009, 2010) 등이 제시한 통계적인 방법

을 이용하여 추정된 퍼지회귀계수는 퍼지추정값

과 퍼지관측값의 차를 최소화하는 퍼지수이다

[12][13][14][15].

2.2.3 비행적성에 대한 퍼지회귀모형

K-WAIS와 비행적성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하

여 K-WAIS에 대한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K-WAIS에 포함된 여러 변수들 사이

에 내재하는 상호의존 및 구조관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축약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자분석 결과

K-WAIS는 수리능력(숫자외우기/산수문제/빠진

곳찾기), 형상화능력(차례맞추기/토막짜기/모양

맞추기) 및 조직화능력(바꿔쓰기)와 같이 세 그룹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KMO-value=0.53, 표 2.

참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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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TD에 대한 퍼지수

구분

Component

수리

능력

형상화

능력

조직화

능력

숫자외우기

산수문제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바꿔쓰기

.766

.878

.769

-.024

.328

-.359

.054

-.300

.119

.186

.882

.817

.531

.009

.085

.139

-.122

-.166

.090

.209

.969

표2. Rotated Component Matrix

K-WAIS와 함께 비행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FTD의 성적은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성적으

로 평가된 FTD 성적을  (아주아주 좋

음),  (아주 좋음),  (좋음),

 (조금 좋음),  (보통), 

(조금 나쁨),  (나쁨),  (아주 나

쁨),  (아주아주 나쁨) 등과 같이 퍼지수

로 변환하였고, FTD 성적에 대한 퍼지수는 아래

그림 2과 같다.

수리능력( )과 형상화능력( ), 그리고 조직화

능력( )로 분류된 K-WAIS와 FTD( )에 대한

비행적성( )의 퍼지회귀모형은

          

와 같다. 여기서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는 삼

각퍼지수이고 는 실수이다(  ⋯). 따

라서 조직화능력에 대한 회귀계수 는 실수이

고 나머지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는 삼각퍼지수이다. 다음과 같

은 세 단계 절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퍼지회귀모

형의 퍼지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는 반응함수의 왼쪽 연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퍼지회귀계수의 연관함수는 동일한 방

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1단계 : 중심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

관측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중심에 대한 자

료

   ⋯

와 통계적 추정법


  



     

을 이용하여 중심에 대한 회귀모형




 
 

 


을 추정한다. 여기서 함수 ⋅는 실수에서 미

분가능한 함수이다.   
와   인

경우를 각각 최소제곱추정법(Least Squares

Method, LSM)과 최소절대편차추정법(Least

Absolute Deviation Method, LADM)이라고 한

다.

2단계 : α-수준집합의 폭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

1단계에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반응변수의 중심

즉,   에 대한 추정식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

로 종속변수의 α-수준집합을 추정하여야 한다.

    일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α-수

준집합의 폭을

 
    

   와 
  

 

같이 정의하자.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의 α-수준집

합의 폭에 대한 관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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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약추정법(Constrained Estimation Method)


  





 




 







  

subject to  
     

을 이용하여

 







 


 




을 추정한다. 퍼지수 는

  이면 
    

  

을 만족하므로 식

  


        

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α -수준집합의 폭   



을 추정한다.

3단계 : 퍼지반응변수에 대한 연관함수를 추정

앞에서 제시된 1단계와 2단계에서 추정된 종속

변수의 자료


  




     ⋯

와 주어진 연관함수 ⋅, 그리고 통계적 추정

법을 이용하여 연관함수  
와 반응변수의 폭을

추정한다.

위에서 주어진 3단계 방법과 최소자승법을 이

용하여 추정한 비행적성에 대한 퍼지회귀모형은

   

  

    

와 같다. 추정된 비행적성의 중심에 대한 회귀모

형은

   

이고 폭에 대한 추정된 회귀모형은

  
   

 

이다.

2.2.4 추정된 퍼지회귀모형의 분석

수리능력과 조직화능력은 비행적성에 양의 영

향을 주고, 형상화능력과 비행훈련장치 검사는

비행능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을 추정된 퍼지

회귀모형은 보여주고 있다.

즉 수리능력과 조직화능력이 좋을수록 비행적

성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행훈련

장치 검사의 평가가 작은 퍼지수로 표현될수록

비행적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행훈

련장치 검사가 우수할수록 작은 퍼지수로 표현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는 형상화능력이

높을수록 비행적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

은 형상화능력이 비행적성과 비례하다는 선행 연

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에 지속 연구하여할

부분이다[4].

퍼지수에서 중요할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도 향후 연구하여야 할 부분을 제시하여 주

고 있다. 비행적성은 형상화능력과 비행훈련장치

검사의 영향을 받았고 수리능력은 영이므로 계속

될 연구에서는 최소절대편차추정법이나 다른 추

정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퍼지회귀모형을 이용하여

K-WAIS와 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가 비행적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K-WAIS 7개 검사

항목은 비행적성과 관련지어 3개의 유사인자 그

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추정된 퍼지회귀모형은

K-WAIS와 비행훈련장치 검사를 이용하여 비행

적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추정된

퍼지회귀모형은 수리능력와 조직화능력의 값이

클수록, 비행훈련장치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비

행적성이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형상화능력이 좋

을수록 비행적성이 낮게 나타났다.

형상화능력과 비행적성에 대한 관계는 후속 연

구에서 참여할 학생 수를 확대하거나, 다른 추정

법을 이용할 예정이다. 비행적성검사 도구의 보

완 및 개발을 위하여 기초체력검사와 운동지각능

력검사를 포함하여 비행적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

를 계속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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