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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에서 조사자는 응답자가 정확하고, 진실하
게 답을 하리라고 가정을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응답자의

일부는 조사자의 가정과 달리 부정확하고, 비일관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만약 이런 비정상적인 응답이 증가한다면 설문 조
사 결과는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응답자의 구인(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 응답에서 비정상적인 응답을 탐지/분류/보정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때 설문 조사는 이해 득실이 낮은
(low-stake) 검사로 의도적으로 반응을 왜곡할 이유가 없고, 역문항

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잠재변수와 반응패턴의 관계는 등급

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 GRM)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반응패턴 외에 가용한 추가 정보는 없다고 가정하

였다.

연구 1에서는 비정상응답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인 무작
위반응잠재집단모형(LCRRM; Latent Class of Random Respons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로그우도()와 비교하였다. 모사 실

험(시뮬레이션) 결과, LCRRM은 상대적으로 오경보율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검정력이 높았다. LCRRM의 높은 수행은 정확하게 문항

모수를 추정하고, 우도가 아니라 확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응답을 탐지하였다면,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연구 2에서는 단순 통계치와 일관성 통계치를 활용하여

비정상 응답을 유형별로 선택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 2의 방법은 비정상응답 유형에 따라 예상 가능한 응답 모형을
설정한 후, 해당 모형과 정상응답모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통계치의

분포 차이를 활용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개인반응곡선(Person

Response Curve; PRC)과 문항별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
와 달리 통계적 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로그 우도 검정과

다르게 정확한 모형을 필요치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비정상응답 유형의 하나인 극단반응방식의 응답은 잠재변수와 반
응방식에 의해 반응이 결정된다. 따라서 반응방식을 통제한다면 정

확한 잠재변수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구 3에서는 극단반응방식과



GRM을 통합한 새로운 모형(eGRM; extreme resopnse GRM)을 제

안하고, eGRM의 내포된 모형인 eGRSM(extrem response GRSM)
의 모수 추정을 R로 구현하였다. 특히 모수의 최대주변우도추정

(Maximum Marginal Likelihood Estimation)을 R 패키지 mirt를 활

용하여 컴퓨터로 구현하였다. 최대주변우도추정방법은 마르코프 연
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보다 짧은 시간에 분

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사 실험을 통해 참 모형이 eGRSM

일 때, 잠재변수의 추정이 GRSM보다 정확함을 보였으며, 실제 자
료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보였다.

대부분의 설문 조사자는 응답자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리라

는 가정을 하지만, 가정의 진위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며, 주관적
인 판단에 의해 일부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연구 1, 2,

3은 비정상응답이 존재할 때 이를 탐지/분류/보정하는 통계적 방법

을 개발, 연구하였다. 이 방법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설문 조사 결과
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등급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 GRM), 비정상응답(abnormal response), 무작위 응답

(random response),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개인적합도

(person-fit), 극단응답방식(extreme response style)

학 번 : 2002-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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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설문조사방법이란 설문지(또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응답자 본인으

로 하여금 질문에 답을 기입하게 하는 방법이다(홍종선과 박용석,

2007). 설문조사는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응답의 정확성 또는 타

당성(validity)을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자는 응답자가 설문문항에 대해 진실하

고 정확하게 답하리라고 가정할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런 응답을

정상응답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

정이 모든 응답자에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본 논문에서는 이런 응

답을 비정상응답이라고 하였다). 만약 비정상응답이 설문응답에 만

연하다면 설문응답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

다. 하지만 만약 설문 응답에 비정상응답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탐지하고, 보정할 수 있다면 설문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1. 정상응답과 비정상응답

  본 논문에서 비정상적인 응답은 연구자가 가정한 정상응답에서 벗

어나는 모든 응답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다. 객관적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자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대답하리라 가정한다. 이 경우 비정상적인 응답은 부정확한 대답이

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나이를 묻는 간단한 질문에 응답자가 정확

하게 대답할 것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부정확한 나이를 보고하는 것

은 비정상응답이 된다.

하지만 심리 측정(psychological measurement)과 같이 직접 측정

이 불가능한 구인(잠재변수)(예. 태도, 성격 등)을 측정하는 경우 응

답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란 어렵다(예를 들어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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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란 질문

에 대한 대답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특히 같은 문항에 대한 설문 응답이 문항의 설문지

내 위치나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응답인지

명확하지도 않다.2) 그리고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인(잠재변수)을 측정하는 경우에 설문 조사의 목적은 하

나의 문항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항에 대

한 반응 패턴을 통해 응답자의 구인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구인(잠재변수)과 응답자의 반응 패턴의 관계는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을 통해 가정된다(3절 참조). 따라서 구인(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경우에 연구자는 응답자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응

답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반응 패턴이 특정한 측정모형을 따르

리라고 가정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이 가정에 어긋나는 모든 응답을

비정상응답이라고 보았다.

2. 만연한 비정상응답

Goldsmith(1988)는 2개의 가상의 브랜드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물

었다.3) 이에 대해 41%의 응답자가 2개 중 1개의 브랜드를 안다고

대답했고, 17%는 2개 모두 안다고 대답했다. Goldsmith(1989)가 “모

른다”는 선택범주를 제공했을 때도 이 비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

2) 예를 들어, “당신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십니까?”와 “당신은 부부관계에
만족하십니까?”란 두 문항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다른 대답을 이끌어낸다면,
각 문항에 대해 정확한 응답을 정의하기가 힘들어진다(Leary & Dorans, 1985).

3) 가상 브랜드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
이다. 예를 들어 현재 “미라클”라는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지만 설문 응답의 정
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라클”이란 브랜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이 후의
글에서 “가상”이란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응답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해 연구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브랜드, 광고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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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ldsmith(1988, 1989)가 정리한 부정확한 응답에 내용 연구를

소개한다. Simmons(1961)의 연구에서 2∼6주 전에 발행된 잡지에서

가상 광고를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32.4%였다. 라이프 잡지의 정기

구독자 중 79%가 16개의 가상 광고 중 하나 이상을 봤다고 대답했

다(Appel & Blum, 1961). Clancy, Ostlund와 Wyner(1979)의 연구에

서는 27∼37%가 8개의 가상 기사, 4개의 가상 광고 중 하나 이상을

봤다고 응답했다. TV 광고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하루 전에 가상

TV 광고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2∼7%이었으며, 0∼15%는 어디

선가 봤다고 응답했다(Zielske, 1982). 마케팅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

구를 찾을 수 있다. Wells와 Dames(1962)의 연구에서 중산층 가정

주부의 15%가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브랜드 중 5개 이상을 구입했

다고 응답했다. Wind와 Lerner(1979)의 연구에서는 48%의 식료품

구입자가 구입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브랜드를 “가장 자주 구입하

는” 브랜드라고 응답했다. Hornik, Nebenzahl(1983)과 Kaatz(1983)는

가상 자극에 대한 인지율이 실제 존재하는 자극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였다.4)

설문의 내용이나 주변환경, 응답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 연구

는 경우에 따라서 설문 조사에 부정확한 응답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심리 척도나 태도 척도의 문항의 경우에는 정확성을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Bradburn, Sudman, & Wansink, 2004;

Schuman, 2008).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가상 이슈를 활용하여 태도

관련 문항의 정확성(혹은 오차)에 대해 연구하였다(Bishop et al.,

1980, 1986; Schuman & Presser, 1980; Sturgis & Smith, 2010). 이

들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가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찬성 혹은 반대의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슈이다”,

4) 가상 자극의 경우 실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반응이 거짓임을 쉽
게 알 수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자극의 경우에는 그것을 봤다는 응답에 대해
정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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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라는 반응 범주가 포함되어 있을 때

에도 11∼15%의 응답자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었다(Sturgis

& Smith, 2010).5)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

도 비정상적인 응답이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표 1은 2000년 이후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에 수록

된 척도 개발 연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응답의

수를 보여준다. 총 11개의 척도 개발 연구에서 분석에서 제외된 응

답자가 1명 이상이라고 보고된 경우는 6건이었고, 대다수의 경우에

분석에서 제외된 응답의 비율은 .02에서 .05였다. 하지만 글로벌 역

량 척도(노상충, 정홍식, 서용원, 2012)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된

응답의 비율이 .34이었다. 이렇게 대다수의 설문응답에서 비정상응

답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항상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3. 측정 모형

Borsboom, van Heerden과 Mellenbergh(2003)에 따르면 측정 모

형은 크게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ory; Lord & Novick,

1968), 문항반응이론(Hambleton & Swaminathan, 1985; DeMars,

2010), 그리고 공리적 측정모형(Axiomatic Measurement Theory;

Krantz, Luce, Suppes, & Tversky, 1971)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측정 모형을 가정했느냐에 따라 문항 반응의 정확도와 오차가

다르게 계산된다.6)

5)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란 반응범주가 제공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1/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냈다(Bishop et al.,, 1980, 1986;
Schuman & Presser, 1981).

6) 오차는 편이(bias)와 분산(variance)로 나눌 수 있다. 고전검사이론에서는 진점수
는 관찰된 점수의 기댓값이 때문에 편이는 항상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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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이름 참고 문헌 조사방법

분석

제외

응답자

총

응답자

분석

제외 비율
분석 제외 이유

직업정체성 척도
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2014)
오프라인 - 390 -

일터영성 척도 노상충, 서용원(2014) 오프라인 5 244 .02
중도포기,

문항편차가 .3 이하

성인경력고민척도
탁진국, 이은혜, 임그린,

정일진(2013)
온라인 - 1091 -

글로벌 역량 척도
노상충, 정홍식, 서용원

(2012)

온라인 +

오프라인
198 579 .34

중도포기, 부정문항과
긍정문항의 큰 응답
차이, 불성실

코칭리더십 척도 탁진국, 조은현(2011) 온라인 7 300 .02 불성실

한국형 일몰입 척도 박근수, 유태용(2007) 오프라인 16 1032 .02 중도포기, 불성실

조직변화 단계 진단 척도
장해미, 장재윤, 김민수

(2006)
온라인 - 1754 -

멘터역할척도 개발 정현, 탁진국(2005) 오프라인 10 248 .04 성의없는

경력지향 유형척도 강경규, 탁진국(2004) 오프라인 - 216 -

일가치감 및 그
결정요인의 척도

오동근, 이영석, 김명언,

서용원(2004)
오프라인 - 392 -

경력장애척도 탁진국, 권성욱(2002) 오프라인 23 438 .05 성의없는

표 1. 2000년대 ≪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에 수록된 척도 개발 연구에서 분석에서 제외된 응답의 수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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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형 중에서 심리 검사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은 문항

반응이론과 고전검사이론이다. 고전검사이론의 경우에는 검사 점수

의 총합을 우리가 측정하려는 잠재 변수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하지

만 이 총합은 검사 문항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문항반응이

론에서는 검사 문항에 독립적인 잠재변수를 추정하는 장점이 있

다(DeMars, 2010).

본 논문에서는 문항반응모형의 하나인 등급반응모형(GRM;

Graded Reponse Model; Samejima, 1969, 1997)을 가정하였다. 등급

반응모형은 문항반응에 대해 부분 점수 채점이 가능한 경우나 리커

트 척도 문항에 대한 반응처럼 반응범주가 순서가 있는 범주형(명목

형)일 때 적절한 모형이다(Embretson & Reise, 2000; Nering &

Ostini, 2011).

반응의 범주가 개인 경우, 반응 범주는 0에서부터 까지 가

능하고, 반응 범주가 0보다 클 확률은 다음의 2-파라미터 문항반응

모형으로 나타난다.

반응범주가 와 같거나 클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exp (1)

(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문항 의 경사모수,

:문항 의 반응범주 1의 위치모수)

 ≥ exp

exp (2)

(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문항 의 경사모수,

:문항 의 반응범주 의 위치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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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로 정의하면,  

 는 번째

반응 범주와 번째 반응범주를 구분하는 경계특성곡선이 된다(그림

1). 등급반응모형의 중요한 가정의 하나는 한 문항에서 범주별 경계

특성곡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 의해 식 2의

는 같은 문항 내에서 범주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림 1 경계특성곡선의 예(경사 모수=1.226, 반응범주의 위치 모수 = 
(-2.924, -0.901, +2.267). 각 반응범주의 위치모수는 경계특성곡선이   

과 교차하는 를 나타낸다.

만약 반응범주가 일 확률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식 (3)을 활용하

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는 응답자의 잠재변수에 따른 각 범주별 확률을 나타낸 것

으로, 문항반응범주특성곡선(item response category characteristic

    ≥ ≥ (3)
(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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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혹은 기능특성곡선(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고 불린

다.

등급반응모형(식 2)에서 는 번째 문항의 경사모수 또는 변별

도라고 하며, 는 번째 문항의 -번째 반응범주의 위치모수 또

는 난이도라고 한다. 따라서 한 문항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모수

는 개(      )이다.

등급반응모형은 응답자의 잠재 변수에 따라 응답이 확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응답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측정 모형에 의해 관찰 확률이 희박

(improbable)한 응답은 비정상응답으로 의심된다.

4. 비정상응답의 유형 및 원인

그림 2 문항반응범주특성곡선의 예(그림 1과 동일한 문항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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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비정상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는 주어

진 측정 모형에서 관찰될 확률을 계산하여 관찰 확률이 희박하다면

비정상응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문항반응모형에서 주어진 반응패

턴이 측정모형과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치를 개인적합도(person

fit)이라고 한다.7) 따라서 개인적합도가 낮은 응답은 비정상응답으로

의심된다.

개인적합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원인과 유형의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때 비정상응답의 유형

과 원인은 검사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검사는 크게 최대수

행(maximum performance) 검사와 평상수행(typical performance)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최대수행검사에서 응답자는 자신의 최대 능력

치를 발휘하여 문항에 답한다(예. 지능검사, 학업검사). 반면 평상수

행검사에서 응답자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동이나 감정 등을 보

고하게 된다(예. 성격검사, 심리검사, 태도검사).

최대수행검사에서 비정상응답의 원인은 남의 답안 베끼기

(cheating), 쉬운 문항에서 실수하기(fumbling), 무작위로 답하기

(random responding) 등을 들 수 있다(Reise & Flannery, 1996). 하

지만 평상수행검사에서는 문항을 잘못 이해하기, 동기 부족, 개인

비신뢰성(person unreliability)8),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특이한

반응범주 활용 등을 수 있다(Ferrando, 2010; Meijer, Egberink,

Emons, & Sijtsma, 2008; Reise & Flannery, 1996; Reise & Waller,

1993; Waller & Reise, 1992; Zickar & Drasgow, 1996;

Ferrando(2015)에서 재인용).

Nichols, Greene과 Schmolck(1989)는 심리 검사의 맥락에서 진실

하지 않은 응답(반응왜곡)을 내용무관반응

7) 이 밖에도 다른 용어(예. scalability index, appropriateness measures, response
aberrancy index, caution index 등)도 쓰인다(Reise & Flannery, 1996).

8) 개인 비신뢰성이란 성격 검사에서 무특질(untraitedness)과 비슷한 개념으로 응
답자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했음에도 반응패턴이 측정모형에서 어긋나는 정
도를 의미한다(Tellege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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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onresponsiveness)왜곡과 내용반응성왜곡

(content-responsive faking)으로 구분하였다. 내용무관반응의 대표

적인 예는 주어진 질문의 내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여러 반응범주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용반응성왜곡의 대표적인 예는 실

제와 다르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대답을 선택하는 것

이다. 이렇게 비정상응답은 크게 문항 내용과 상관없는 응답과 문항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설문 문항에 리커트 척도가 쓰였을 때 반응은 문항의 내용 뿐 아

니라 응답자가 반응범주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반응범주에 대한 주

관적인 해석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문항 반응

이 문항의 내용이 아닌 응답자의 의도 혹은 무의식적 경향에 의해

결종되는 것을 반응 설정(response set) 혹은 반응 방식(response

style)이라고 부른다. Rorer(1965)는 설정(set)과 방식(style)을 구분

하면서, 특정한 목적(예. 사회적 바람직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반

응 범주를 선택하는 행위를 설정(set)으로 보았고, 특정한 목적 없이

특정한 반응 범주를 많이 선택하는 것을 방식(style)로 보았다

(Jackson & Messick, 1958; Johnson, 2003 참조). 그 밖에도 van

Sonderen et al.(2013)은 반응 설정(response set)은 문항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으로, 반응 방식(response style)은 문항의 내용과 관계

없는 것으로 구분했다.

반응 설정과 반응 방식의 구분을 Nichols, Greene과

Schmolck(1989)의 내용무관반응왜곡과 내용반응성왜곡과 비교해 보

자. Nichols, Greene과 Schmolck(1989)는 비정상응답을 내용에 무관

한 비정상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비정상의 두 종류로 구분했다면,

반응설정과 반응방식은 비정상응답의 독립적인 두 차원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면서 극단

반응을 선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요 관심사는 태도와 같은 잠재변수를 설문조사로

측정할 때 비정상응답을 탐지하여 설문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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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때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예. 익명조사)로 응답자가 특

별한 의도를 가지고 반응을 왜곡할 유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때 중요한 비정상응답의 원인은 불성실, 부주의(inattentive), 반응

방식(response style)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Krosnick(1991, 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불성실한 응답

설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동기가 부족할 경우 설문 문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응답자는 문항의 내용

에 상관없이 반응범주를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하나의 반응범주를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응답자의 주변을 통제할

수 없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응답자가 수업의 크레딧(credit)을 받을

목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에 불성실한 응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부주의한 응답

부주의한 응답은 문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

는 응답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문항(예.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

지 않습니까?”)에 대해 반대로 대답하는 경우이다.

반응방식

Vaerenbergh와 Thomas(2013)은 반응방식에 대한 개괄논문에서

반응방식을 묵종(acquiescence), 역묵종(disacquiescence), 중간반응

(mid-point response), 극단반응(extreme response), 역극단반응(mild

response), 총묵종(net aquiescence), 반응범주제한(response range),

비일관적응답(noncontingent responding)의 총 8가지로 구분하였다.

묵종반응방식(ARS; Acquiescence response style)은 문항 내용에

상관없이 긍정적(5점 척도 리커트 척도에서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반응 범주)으로 응답하는 반응방식이다. 역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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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방식(DARS; Disacquiescence response style)은 묵종반응방식과

반대로 문항 내용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반응방식이다.

중간반응방식(MRS; Mid-point response style)은 문항 내용에 상관

없이 중간반응을 자주 선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극단반응방식

(ERS; extreme response style)은 극단의 반응 범주(예.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의 반응범주)를 택

하는 경향이 높은 반응방식이다. 역극단반응방식(MLRS; Mild

response style)은 극단반응방식과 반대로 극단반응범주를 택하는

경향이 낮은 반응방식이다. 총묵종반응방식(Net Acquiescence

response style)은 묵종반응과 역묵종반응 중 묵종 반응이 우세한

반응방식이다. 반응범주(RR; Response range)반응방식은 평균 반응

범주를 기준으로 좀 더 넓거나 좁게 반응범주를 활용하는 반응방식

이다. 비일관적반응(NCR; Noncontingent responding)방식은 문항

내용에 불성실하고 무작위로 반응하는 반응방식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방식은 묵종과 극단반응방식이다.

Wolfe와 Firth(2002)는 반응방식의 대부분은 묵종과 극단반응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van Herk 등(2004), Cheung과

Rensvold(2000), Johnson 등(2005)은 이들이 문화 간 비교 연구의

타당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De Beuckelaer et al.(2010).

하지만 묵종반응방식의 경우에 만약 검사가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

다면(fully balanced;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

으로 제시되는 형태), 개인적합도로 묵종을 탐지할 수 있지만, 그렇

지 않을 경우(특히 전혀 균형이 잡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탐지하기

어렵다(Ferrando & Lorenzo-Seva, 2010). 그리고 Moors 등(2014)는

극단반응방식의 효과가 묵종반응방식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고하였

다.

5. 본 논문의 목적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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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설문 조사에서 연구자의 가정에 어긋나는 비정상응답을 탐지한

다.

2) 1번에서 탐지한 비정상 응답의 유형과 원인을 밝힌다.

3) 반응 방식에 의한 비정상 응답의 경우에는 반응 방식을 통제하

여 잠재변수 추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구인(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

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설문의 성격은 평상수행검사이고 의도적으로

반응을 왜곡할 이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측정모형은 다항 리

커트 문항에 대한 반응을 모형화할 수 있는 등급반응모형을 가정하

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연구한 여러 방법은 다른 다항문항 모형

에 대해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항 문항은 역문

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비정상응답의 유형도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성실한 응답이다.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 문

항 내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반응을 하거나, 동일한 반응 범주를

연속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극단반응범주를 지나치게

많이 선택하거나, 역으로 극단반응범주를 지나치게 적게 선택하는

극단반응응답과 역극단반응응답이다.9)

9)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반응방식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응방식은 극단
반응방식과 묵종반응방식이다. 하지만 묵종반응방식은 정문항과 역문항이 고루
섞여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Ferrando &
Lorenzo-Seva, 20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응방식에 의한 비정상응답은 주
로 극단반응방식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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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무작위응답 잠재집단 모형(LCRRM)을

통한 비정상 응답의 탐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자의 가정에 어긋나게 응답자가 문항에 응

답을 한다면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 분석에 의

한 잠재변수 추정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응답자의

비정상성(aberrance) 혹은 응답자의 적합도(person fit)을 추정하여

비정상적인 응답을 탐지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Meijer &

Sijtsma, 2001; Rupp, 2013). 흔히 개인 적합도(person fit)라고 불리

는 통계치는 주어진 응답이 가정된 모형에 의한 응답 유형에서 얼

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계산한다. 여러 가지 개인적합도 통계치 중

에서 표준화로그우도(; Drasgow et al., 1985)(부록 E 참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치 중의 하나이다(Armstrong et al. 2007). 표준화

로그우도는 정확한 문항 모수와 개인 모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모수는 응답 자료를 통해 추정되고, 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 분산이 작아진다(예. Nering, 1995; Molenaar

& Hoijtink, 1990; van Krimpen-Stoop & Meijer, 2002).

Snijders(2001)는 개인 모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지 추정치만 존

재하는 상황에서 점근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개인 적합도

통계치 
을 제안하였다.

Glas와 Dagohoy(2007)은 라그랑주 승수 검정법(Lagrange

Multiplier Test)12)를 활용하여, 문항 모수의 추정치와 개인 모수의

12) 먼저 라그랑주 승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라그랑주 승수법은  를 만족

하면서 를 최대화할 때 쓰인다. 라그랑주 함수를 ℒ  

로 정의하면,  를 만족하면서 를 최대화하는 는 ∇ℒ을 만족한

다. 이 때 ∇ℒ을 만족하는 는 제약  에 의해 를 최대화하는

가 제약이 없을 때의 값과 다른 정도를 나타낸다.

통계 모형의 맥락에서  대신 로그우도함수 log ( 관측값,  모수)

를 최대화할 때, 라그랑주 함수 ℒ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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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통해 개인 적합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다항 문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문항

모수와 개인 모수의 추정치가 비정상 응답이 존재할 수도 있는 응

답 자료에 의해 추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응답 자료에 비정상

응답이 존재한다면, 추정된 문항 모수는 비정상 응답의 유형과 비율

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앞의 여러 논문들은 문항 모수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그것을 응용하

는 곳에서는 여전히 문항 모수를 전체 응답 자료에서 추정하고 있

다(Magis et al., 2012; Meijer & Tendeiro, 2012). 그리고 Glas와

Dagohoy(2007)는 문항 모수가 추정된다는 것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추정된 문항 모수를 실제 문항 모수라고 가정하고 계

산한 경우)에 개인 적합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ℒ  log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log
,  


log

, 


( 표본크기)

를 제약 최대우도추정치 에서의   라고 하면, 다음의 라그랑주 승수

검정 통계량 은 제약 조건이 참일 때 점근적으로 ( 모형의 자유도,

 제약조건의 자유도)를 따른다(Aitchison & Silvey, 1958; Silvey, 1959).




 

따라서 값을  분포와 비교하여 영가설  을 검정할 수 있고,

이 방법을 라그랑주 승수 검정법이라 한다.

Glas(1998, 1999)는 위랑그랑주 승수 검정법을 문항반응이론에 적용하여 차별적

문항 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과 지역독립성(local independence)

검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 16 -

하지만 이 역시 문항 모수를 추정할 때 전체 응답 중 일부가 비정

상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연구 1에서는 응답 자료에 비정상 응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모형에 포함하여 개인 적합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여기에서는 잠재 집단 모형(Latent Class Model; LCM)을

적용하였다. 정상 응답과 비정상 응답은 집단 소속을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재 집단이다.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는 집단과

비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는 두 개의 잠재집단을 가정한 잠재집단모

형을 통해 주어진 응답 자료에 존재할 수도 있는 비정상 응답을 고

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1. 모형

무작위응답 잠재집단 모형에서 응답자는 정상적으로 자신의 구인(

태도, 성격 등)을 반영하여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을 하거나 문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대답한다. 하지만 응답 자료 외에는 응답

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응답자의 집단은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집단이라고 불린다(Hagenaars &

McCutcheon, 2002). 잠재집단분석은 흔히 혼합모형(mixture model)

이라고도 불린다. 잠재집단모형과 요인분석모형은 여러 연구자에 의

해 통합된 모형이 제안되고 연구되었다(Mislevy & Verhelst, 1990;

Rost, 1990). 이들의 모형에서 응답자의 응답은 그 응답자의 소속 집

단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여러 모형은 가정된 잠재 집단의 수와 제한 조건의 수에 따라 요인

분석에 비해 모수의 수가 상당히 늘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잠재

집단 중 하나의 집단은 무작위 응답이라는 제한적인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기존의 혼합 IRT 모형과 구

분하기 위해 무작위응답 잠재집단 모형(LCRRM; Latent Class of

Random Responders Model)이라고 부르겠다. LCRRM은 요인 분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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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T 모형에 비해 단 한 개의 모수()가 증가할 뿐이다13).

LCRRM에서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는

번째 응답자의 잠재집단 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만약 번

째 응답자가 정상 집단( )에 속한다면,

만약  번째 응답자가 무작위응답집단( )에 속한다면,

하지만  번째 응답자의 잠재 집단은 관측할 수 없으므로,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의 주변확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만약   ∙       ∙    로 놓는다면 문항 모수가

주어졌을 때 응답자 ∼의 문항 ∼ 에 대한 반응    를 관

13) Mislevy와 Verhelst(1990)는 최대수행검사의 맥락에서 비슷한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 (1)
( GRM을 따르는 응답모형.

서론 3. 측정모형 참조)

    


. (2)

(   번째 문항의 반응범주갯수)

    


. (3)

( 정상집단에 속할 사전 확률,

 무작위응답자집단에 속할 사전 확률,

 )



- 18 -

찰할 주변확률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모수 는 위의 주변 확률  를 최대화하는 모수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형에 잠재 변수가 있을 때 최대 우도

추정치는 기대값 최대화 알고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 EM)

을 사용한다(McLachlan & Peel, 2004). 만약 모수에 대한 사전 정보

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분포를 통해 그 정보를 추정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LCRRM의 모수를 성공적으로 추정했다면 특정한 응답 벡터가 어

떤 잠재 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잠재 집단이 존재할 때, 두 번째 잠재 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확률을 본 논문에서는 LCRRM 기반

사후 비정상응답 확률로 정의하였다.

2. 시뮬레이션 연구

비정상 응답의 탐지를 위해 LCRRM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참모형이

  
 




  




 




∞

∞

     
 . (4)

(                ,

∼ 문항 ∼ 의 경사 모수,
 ⋯     문항 ∼ 의 각 반응범주의 역치)

        


  



       

              
. (5)

(   번째 응답자의 반응 패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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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RM일 때, LCRRM의 사후 비정상 확률과 (또는 
)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이다.

조건

반응 범주의 갯수는 2, 3, 5개로 하였으며, 한 검사에서 반응 범주

의 갯수는 동일하였다. 반응 범주의 갯수는 LCRRM이 이항 문항 뿐

아니라 다항 문항에서도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반

응 범주의 갯수에 따른 비정상 응답의 탐지율을 확인하기 위해 선

택되었다. 문항 갯수는 5, 10, 20였다. Li, Cohen, Kim과 Cho(2009)

는 표본 크기가 600일 때, 15 또는 30문항이 Mix2PLM(2PL을 가정

한 혼합모형) 분석에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문항의 갯수가 늘어날

수록 분석의 정확성이 증가하지만, LCRRM은 모수의 갯수가 작기

때문에 많은 문항이 필요치 않으리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문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따라서 Mix2PLM 혹은 다른 개인 적

합도 연구보다 의도적으로 문항의 갯수를 적게 선택하였다. 표본의

갯수(응답자의 수)는 200, 500, 1000이었다. 이 조건들은 IRT 분석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수가 10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응답자 수 200, 500, 1000의 자료를

통해 쉽게 외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정상 응답의 비율

은 0, 0.05, 0.1, 0.2, 0.4였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LCRRM은  
과

달리 문항 모수의 추정에서 비정상 응답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고

려한다. 따라서 비정상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도적으로 포함

하였다. 다른 개인 적합도 연구들은 보통 비정상 응답 비율을 0.1∼

0.2로 정하였다.14)

135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반응 범주의 갯수(2, 3, 5) × 문항

의 수(5, 10, 20) × 응답자의 수(200, 500, 1000) × 비정상 응답의

14) 대표적으로 Meade와 Craig(2012)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비정상(무작위)비율을
0.05/0.1/0.15/0.2로 정하였으며, Zijlstra, van der Ark와 Sijtsma(2011)와 Huang,
Curran, Keeney, Poposki와 DeShon(2011)의 경우는 비정상비율을 0.05/0.1/0.2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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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0, 0.05, 0.1, 0.2, 0.4). 각 조건은 100번 반복되었다.

문항 모수는 Kang, Cohen과 Sung(2009)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그 값은 부록 A에 수록하였다(표 A1, A2, A3). 표 A3은 Kang 등

(2009)의 표 2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표 A3은 문항 모수

를 경사/절편으로 나타냈고, Kang 등(2009)의 표 2는 변별도/난이도

이기 때문이다.15) 반응 범주가 3개일 때의 절편은 처음 두 범주와

마지막 두 범주를 평균한 값을, 그리고 반응 범주가 2개일 때의 절

편은 모든 범주의 난이도를 평균한 값을 사용했다. 개인의 잠재 변

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추출하였다. 정상 응답은 R(R core team,

2014) 패키지 mirt(Chalmers, 2012)의 simdata 함수를 통해 생성하

였으며 비정상(무작위) 응답은 R의 sample 함수를 활용하여 생성하

였다.

추정

 
는 R의 패키지 PerFit(Tendeiro, 2015)의 함수 lz, lzstar를 활

용하여 계산하였다.  
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문항 모수와 개인

모수는 mirt 패키지의 mirt 함수를 통해 2PL 혹은 GRM으로 적합

시킨 결과를 통해 구하였다.  
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모수 추정치의 종류는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e),

MAP(Maximum a Posterior), WLE(Weighted Least Estimate)등이

있다(Warm, 1989; Snijders, 2001). 하지만 예비연구 결과 개인 모수

추정치 종류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16) 여기서는 예비연구에서 검

15) 특히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때, 문항 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2PL에서 일반적인 IRT의 문항 모수와 MPlus, mirt의
문항 모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IRT :         exp      


Mplus :           exp    


mirt :       exp      


16) 하지만 Reise(1995)는 개인 모수의 추정방법에 따른 의 검정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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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이 높았던 MLE를 LCRRM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비연

구에서 문항 경사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 예를 들면 GRM의 경사 추정치가 10 이상이 되거나 LCRRM

의 경우에는 경사 추정치가 1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문항에서 문항 경사가 그렇게 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

사 추정치에 범위 제한(0∼5)를 두었다. mirt 함수를 통해 모형을

적합시킬 때 경사 모수의 범위에 제한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

그리고 모수 초기값을 mirt의 기본값으로 정한 경우와 무작위로 추

출한 경우의 4가지 조건에서 따로 적합을 시킨 후 범위 제한을 만

족하면서 로그 우도가 가장 큰 적합 결과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그것은 적합 모수의 초기값을 mirt의 초기값으로 하는 경우에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경우에 따라 범위 제한을 두

지 않은 경우에 범위 제한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범위 제한을 둔 경

우보다 로그 우도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합한

결과 모두 경사 범위 안에 수렴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경사의 추정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는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그것은 경사 추정값이 0인 문항의

난이도 추정치는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며, 잠재 변수의 추정치 역시

문항을 하나 제외한 경우와 같아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분석 상황에서도 난이도가 0인(혹은 0에 가까운) 문항은 제외

를 하기 때문이다.

LCRRM 모수와 각 집단의 사후 확률은 MPLUS 7.3(Muthén and

Muthén, 2010)을 통해 구하였다. 예시 코드는 부록 B에 포함하였다.

총 13500개의 응답 자료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R의 패키지

MplusAutomation(Hallquist & Wiley, 2014)을 활용하였다. MPLUS

로 LCRRM의 모수를 추정할 때, 초기값을 응답자의 수만큼 생성해

서 10번을 적합을 반복한 후, 그 중에서 로그 우도가 가장 큰 10개

에 대해 적합을 계속 실시하였다. MPLUS의 STSCALE은 초기값을

무작위화하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0.5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값이 커짐에 따라 수렴하지 않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MPLUS의

기본적인 적합 방법은 EMA(Expectation Maximiz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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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이지만, 예비연구 결과 ODLL(Observed Data

Likelihood)의 수렴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ODLL로 하였다.

ODLL은 Quasi-Newton 방법(Nocedal & Wright, 2006, pp.135-163)

을 사용하여 로그 우도를 최대화한다. 하지만 본 시뮬레이션에서

EMA와 ODLL의 수렴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관련

MPLUS의 메시지는 부록 C에 제시되어 있다. 가능한 모든 경우에

유효한 추정치로 인정했지만 모수 추정치의 표준 오차를 알 수 없

으며, 로그 우도 등의 모형 적합도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GRM과 LCRRM의 분석 결과(개인 적합도, 문항 모수

추정치 등) 비교는 GRM과 LCRRM 분석 결과가 모두 유효한 경우

를 대상으로 하였다.

 
와 LCRRM 기반 사후 확률의 유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명목

오경보율을 0.05로 정했을 때 실제 오류율과 탐지율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분류기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ROC의 AUC(Ling

et al., 2003)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R 패키지 ROCR(Sing et al.,

2005)를 사용하였다.

LCRRM 사후확률을 활용하는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방법

LCRRM 기반의 사후 비정상확률을 활용하여 비정상응답을 탐지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비정상응답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식 5)이

0.5 이상일 때 비정상 응답으로 탐지하는 방법이다. 만약 추정된

LCRRM 모수가 모두 정확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추정된 LCRRM 모수 추정치는 참 모형의

모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방법은 오경보율을 정확하게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비연구에서 이 방법은 비정상응답비율이 증

가할수록 오경보율이 증가했다. 다음 방법은 비정상 응답 비율의 추

정치를 활용하여 사후 비정상 응답 확률(비정상 응답 잠재 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이 높은 순으로 전체 응답 중 일부를 비정상 응답으

로 탐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정상응답비율 추정치에 의해 비

정상 응답으로 탐지되는 응답의 수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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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확률과 비정상응답비율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방

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비정상으로 탐지된 응답의 사후 정상응답 확률

(LCRRM 기반으로 주어진 응답이 정상응답일 사후 확률)을 고려하

는 방법이다. 먼저 전체 응답에서 정상 응답자의 수를 추정한다.17)

다음으로 비정상으로 탐지된 응답자 중에서 잘못 탐지된 정상인 응

답자의 수를 사후 정상응답 확률을 모두 더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정상응답자 수와 비정상으로 탐지된 정상응답자 수를 통해

오경보율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비정상 탐지 응답의 수를 조절함으

로써 오경보율 추정값을 명목 오경보율 이하로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200개의 응답 중 사후 비정상응답 확률 순으로 20

개의 응답을 비정상응답으로 탐지했을 때, 20개의 응답의 사후 정상

응답 확률의 합을 구한 후 전체 정상응답자 수 추정치로 나눠 준

값이 오경보율의 추정값이 된다. 따라서 이 값이 명목오경보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사후 비정상응답 확률이 가장 작은 응답을 비정상응

답 탐지에서 제외하고, 이 값이 명목오경보율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

직 비정상응답으로 탐지되지 않은 응답 중 가장 사후 비정상 확률

이 높은 응답을 비정상으로 탐지한 후 다시 오경보율을 계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오경보율이 명목오경보율보다 작게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방법을 통해 오경보율을 통제하였다.

결과

반응범주의 개수, 문항의 수, 비정상 응답 비율, 응답자 수에 따른


(혹은  )와 LCRRM-기반 사후 확률의 오경보율과 탐지율은 부록

D(표 D1, D2, D3, D4, D5, D6과 그림 D1, D2, D3, D4, D5, D6)에

수록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은 반응범주의 개수와 문항의 수가 증가

할수록 탐지율은 높아지고, 응답자 수가 증가할수록 표준편차가 감

소하고 있다. 비정상 응답 비율이 증가할수록 
(혹은 )의 오경보율

17)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추정 모수(무작위응답 잠재 집단의 비율)를 그대
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각 응답의 사후 정상 확률을 모두 더하는
것이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두 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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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탐지율은 동시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는 오경

보율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경보율을 성공적으

로 통제하는 LCRRM-기반 사후 확률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ROC의 AUC가 두 분류기의 특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

다. 그 결과는 표 D7, D8, D9와 같다. 전체적으로 LCRRM-기반 사

후 확률의 AUC가 
(혹은  )의 AUC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것은 탐지율의 큰 차이에 비교해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 결과에 따르면 
(혹은  )의 경우 오경보율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다면 탐지율 역시 LCRRM-기반 사후 확률만큼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LCRRM-기반 사후 확률은 이렇게 비정상 응답이 존재하고, 전체

응답을 통해 문항 모수를 추정할 때(문항 모수가 미리 알려져 있지

않을 때), 
(혹은  )보다 전체적으로 좋은 수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문항의 수가 작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오경보율,

탐지율, AUC의 분산이 커졌다. LCRRM 결과의 변산성이 
(혹은

 )과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문항이 필요했다.

3. 실제 데이터에 적용

Magis et al.(2012)의 TCALS-II 검사 결과에 LCRRM를 적용하여

(혹은 
)와 비교하였다18). TCALS-II(Test de Classment en

Anglais, Langue Seconde - Version II [Palcement Test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는 불어 모국어 학생들의 영어 지식을 측정

하기 위한 다항 문항(multiple-choice) 검사이다. 검사는 85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8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1998년 College of Outaouais(Gatineau, Quebec,

Canada) 입학생 1,373명(남자 624명, 여자 749명)의 응답자료이다

18) TCALS-II 검사 자료를 보내준 Sébastien Béland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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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es et al., 2012).


를 계산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우선적으로 2PL을 가정했다. 그리

고 Magis et al.(2012)과 Meijer et al.(2012)의 제안을 받아들여 3PL

도 함께 고려하였다. 3PL의 경우 추측 모수(guessing parameter) 추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측 모수가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했다. 이렇게 얻은 추측 모수는 0.1이었다. 2PL의 
 , 3PL

의 
 , 그리고 LCRRM(2PL, 3PL)의 명목 1종 오류율을 0.05, 0.01로

했을 때 비정상 탐지 응답 수와 비율은 표 2과 같다.

만약 응답자가 모두 정상적인 응답을 했다고 가정하면 LCRRM은


보다 오경보율을 좀 더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LCRRM에서는 2PL과 3PL이 탐지된 무작위 응답의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Magis et al.(2012)과 Meijer et al.(2012)의

추측과 다르게 LCRRM에서는 2PL과 3PL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

여준다.

4. 논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LCRRM은 
(혹은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행을 보였다. 여기서는 그 이유가 LCRRM의 경우 전체 응답에 비

정상 응답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문항

모수 추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LCRRM과 일반

적인 IRT에서의 문항 모수 추정값의 편이(bias)와 오차를 확인해보

았다. 그 결과 비정상응답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IRT 문항 모수 중

경사 모수 추정치는 과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소 추정

된 경사 추정치는 비정상 응답과 정상 응답의 우도 차이를 작게 만

명목 오류율 
(2PL) 

(3PL)
LCRRM
(2PL)

LCRRM
(3PL)

0.05 146(0.106) 120(0.087) 77(0.056) 75(0.055)
0.01 62(0.045) 50(0.036) 22(0.016) 21(0.015)

표 2 비정상 응답 탐지 방법과 명목 오류율에 따른 TCALS-II 비정상 탐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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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주어진 응답의 판별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문항 수

가 작고, 응답자 수가 작을 때에는 LCRRM의 문항 모수는 변산성이

커지고, 경사모수는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평상수행검사는 대개 검사 문항의 수가 짧다(Reise & Flannery,

1996). 따라서 문항의 개수와 표본 크기가 작을 때, 오경보율이 지나

치게 증가하는 현상은 LCRRM의 단점이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

해 우선 비정상응답비율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살펴보았다.

표 3는 반응범주가 2개, 응답자 200명의 조건에서 비정상응답비율

추정치의 편이와 RMSE를 문항 수와 비정상응답비율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반응범주의 개수가 2개이고 문항 수가 5개일 때에는 비

정상응답비율이 상당히 과대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결

과 반응범주의 갯수가 3개만 되어도 편이와 RMSE이 상당히 감소

하지만 반응범주의 개수가 2개, 문항 수가 5개일 때에는 응답자의

수를 1000명으로 늘려도 편이와 RMSE의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었

그림 3 반응범주가 2일 때, 문항의 수(5, 10, 20), 응답자수(200, 500, 1000), 비정상응답비율

(0, 0.05, 0.1, 0.2)에 따른 비정상응답비율 추정값과 1종 오류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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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비정상응답비율 문항 수 5개 문항 수 10개 문항 수 20개
0 0.10(0.16) 0.01(0.02) 0.01(0.01)
0.05 0.06(0.13) 0.00(0.03) 0.00(0.02)
0.1 0.04(0.15) 0.00(0.04) 0.01(0.03)
0.2 0.01(0.18) -0.01(0.05) 0.00(0.03)
0.4 -0.03(0.18) 0.00(0.06) 0.01(0.04)

표 3 반응범주 2, 표본크기 200에서 LCRRM의 비정상응답비율 추정치 편이와 RMSE

이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항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반응 범주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

는 비정상응답비율 추정치를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키는 방법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오경보율의 증가는 비정상응답비율 추정값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그림 3는 반응범주가 2개일 때, 각 조건에서 추정

된 비정상응답비율과 오경보율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비정상응답비

율이 과대 추정될수록 오경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이 관계는 선형적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명목 오류율 근처에

서는 경사가 작지만 비정상응답비율 추정값이 커질수록 급격하게

오경보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축소추정량(Shrinkage

Estimator)(Efron and Morris, 1975)를 통해 다소 편이(bias)가 발생

하더라도 비정상 응답의 비율을 정확히 추정한다면 오경보율을 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비정상 응답의 비

율에 사전 분포를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와 


는 모두 응답 자료에 비정상 응답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가정한

다는 의미에서 비정상 응답의 비율의 사전 분포를 0에 집중된 확률

분포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와 
는 작은 문항의

개수와 표본 크기에서도 성공적으로 오경보율을 통제하고 있다. 반

면에 LCRRM은 비정상응답비율에 어떤 사전 분포도 부여하지 않기

19) 이것은 혼합 IRT 모형(mixture IRT model)에서 잠재집단의 과대추출
(overextraction of classes)과 비교될 수 있다. Bauer & Curran(2003),
Bauer(2007), Alexeev et al.(2011), Chen and Jiao(2013) 등은 혼합 IRT 모형에
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잠재 집단이 추출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28 -

때문에 작은 문항 수, 작은 응답자 수에서는 변산성이 지나치게 커

지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사전 분포를 부여함으로써 이 둘을 절충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혼합 모형에 베이지안 추정법을 도입하

고,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이 있었다(Depaoli, 2013)

작은 표본에서 오경보율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으로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검정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응답비율 0

은 모수 공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LR이 점근적으로 카

이제곱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Everitt, 1981, 1988). 대안으로 Lo et

al.(2001)이 제안한 방법과 붓스트랩 재표본(bootstrap

resampling)(McLachlan, 1987; McLachlan & Peel, 2004)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LCRRM과 
(혹은 )의 가장 큰 차이는 LCRRM이 확률 기반이

라면 
(혹은  )는 우도 기반이라는 점이다. 네이만-피어슨 보조정

리(Neyman-Pearson Lemma; Neyman & Pearson, 1933)에 의해 가

장 검정력 높은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Drasgow et al., 1987; Levine

and Drasgow, 1988).

여기서 은 응답자의 반응 패턴,  
과  

는 정상

응답자와 비정상응답자의 반응 패턴 의 주변확률이다. 따라서 정

상응답자의 반응 모형과 비정상응답자의 반응모형, 잠재 변수의 분

포가 알려져 있을 때, 가장 검정력 높은 방법은 잠재 변수를 적분해

서 주변확률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변수의 분포를 정확

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만약 LCRRM이 가정하

는 잠재변수 분포와 실제 분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잠재 변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에 잠재변수의 사전 확률이 지극히 작기

   
   

. (6)
( 

 : 정상응답자의 반응 패턴 의 주변확률,

 
 : 비정상응답자의 반응 패턴 의 주변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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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정상 응답으로 탐지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잠재변수의 이

상치가 존재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LCRRM을 통한 비정상응답의 탐지는 두 가지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혼합모형을 통한 정확한 문항 모수의

추정이고, 두 번째는 사후비정상확률을 통한 비정상응답의 탐지이

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항 모

수는 LCRRM으로 추정한 후,  또는 
를 활용하거나 문항 모수는

비정상응답을 가정하지 않고 추정한 후, 비정상응답의 탐지는 정상

확률(주어진 응답의 우도를 잠재변수의 분포에 따라 적분한 값)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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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단순통계치와 일관성통계치를 활용한

비정상응답 유형의 분류

비정상응답을 탐지한 후 자연스러운 후속절차는 비정상의 유형과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Reise & Flannery, 1996; Emons et al.,

2004, 2005). Ferrando(2015)는 평상수행검사에서 개인적합도를 통해

비정상응답으로 탐지된 경우, 비정상 유형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개괄하였다. 그는 개인반응곡선(Person Response Curve; PRC)와 문

항수준의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

천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탐색적인 방법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판

단할 수 있는 통계학적인 근거가 부족한다. 연구 2에서는 단순통계

치와 일관성통계치를 활용한 재표집(resampling) 방법을 통해 비정

상유형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1. 비정상응답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

개인반응곡선(Person Response Curve; PRC)

개인반응곡선은 x-축에 문항난이도, y-축에 응답자의 반응을 그

린 곡선이다(Trabin & Weiss, 1979; Emons, Sijtsma, & Meijer,

2005). 개인반응곡선은 이론적(theoretical) 개인반응곡선과 관찰

(observed) 개인반응곡선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개인반응곡선은 응

답자의 잠재변수와 측정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반응의 기대값을 그

린 곡선이며, 관찰 개인반응곡선은 응답자의 실제 반응을 바탕으로

그린 평활곡선이다. 이 두 곡선이 일치한다면 응답자의 실제 반응은

응답자의 추정 잠재변수와 모형에 의해 예측된 반응과 일치한다는

의미이며, 그렇지 않다면 응답자의 실제 반응과 예측된 반응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 개인반응곡선은 문항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작아지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만약 응답이 무작위반응

이었다면 관찰 개인반응곡선은 문항난이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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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평평한(flat) 곡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

개인반응곡선과 관찰 개인반응곡선을 통해 비정상의 원인과 유형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탐색적인 방법으로 통계적인 검정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문항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

표준화잔차란 어떤 문항에 대해 모형에 의해 예측된 기댓값과 실

제 관찰값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Ferrando, 2015). 식 7

은 GRM에서 표준화 잔차를 나타낸다(Wright & Masters, 1982).

만약 특정한 문항에 대한 반응이 모형에서 예측하는 값과 크게

어긋날 경우 표준화잔차의 절대값은 커지게 된다. Ferrando(2015)는

문항 내용에 따라 문항을 분류한 후 표준화잔차를 구해서 표준화잔

차가 문항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정상

응답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방법 역시 탐색적인 방

법으로 통계적 검정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

연구 1의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정상응답에 대한 정확한

모형이 존재할 경우 가장 검정력 높은 검정은 식 6과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비정상 유형에 따른 정확한 반응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항 내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반응하는 불성실

 
  



    
 ,

 
  






 


  

 
 .

(7)

(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의 표준화 잔차,

    번째 응답자의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 번째 응답자의 잠재변수 추정치,

 
:잠재변수가 일 때, j-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이 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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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응을 모형화한다고 했을 때, 각 반응범주마다 선택 확률을 어

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 균등분포 무작위반응 응답모형과 정규분포

무작위반응 응답모형을 비롯한 다양한 무작위반응 응답모형을 만들

수 있다(2절 참조). 하지만 이들 중 어떤 응답모형이 정확한(실제 비

정상응답을 모사하는) 무작위반응 응답모형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다.20) 특히 사람마다 무작위응답의 반응범주별 확률분포

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LR 검정은 이렇게 정

확한 비정상 응답 모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없다는 한

계가 있다.

2. 비정상응답모형

다양한 원인과 유형의 비정상응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비정상

응답 유형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리고 비정상

응답 모형은 설문 조사의 맥락과 환경, 그리고 응답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사 실험을 위해 여

러 유형의 비정상응답모형을 가정하였다. 각 유형의 비정상응답모형

은 다음과 같다.

균등분포 무작위응답 모형

모든 반응범주에 대해 동일한 확률로 무작위로 반응하는 비정상

응답모형이다. Meade와 Craig(2012), Emons(2008)은 문항의 내용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비정상응답의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20) 또다른 예로 뒤에서 제안된 한줄응답모형을 보자. 한줄응답모형은 후반부에서
최대 한줄반응 길이가 길어진 김권현 등(2015)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안된 모형
이다. 하지만 최대 한줄반응 길이의 증가는 여러 가지 다른 모형으로 모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는 두 문항마다 첫번째 문항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하
고, 두 번째 문항은 첫 번째 문항 반응을 반복할 수도 있다. 다른 응답자는 비슷
한 문항끼리 묶어서 동일한 반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한줄응답모형
을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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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 무작위응답 모형

정규분포 무작위응답 모형에서 반응의 확률 분포는 5점 척도에서

반응 범주를 0-4이라고 했을 때 평균이 2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의 확률밀도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비정상반응에서 모든 범주

에 동일한 확률로 반응하지 않고 중간척도에 가장 많이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Meade

와 Craig(2012)은 정규분포 무작위응답 모형을 균등분포 무작위응답

모형과 함께 내용과 상관없는 응답의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반응범주제한(3개)-균등분포 무작위응답 모형

김권현 등(2015)의 후반부 응답 자료에 대해 GRM의 문항모수와

잠재변수를 추정한 후, 그 값을 활용하여 다시 응답을 모사

(simulate)했을 때, 모사 응답과 실재 응답은 몇 가지에서 차이를 보

였다. 그 중 하나는 활용한 반응 범주의 갯수이다. 여기서 “활용한

반응 범주의 개수”란 한 개인의 응답에서 나타난 반응범주의 총 개

수이다. 예를 들어 총 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1-1-2-1-2라면 활

용한 응답범주(1, 2)의 개수는 2이고, 응답이 1-3-3-3-2라면 활용한

반응범주(1, 2, 3)의 개수는 3이다. 김권현 등(2015)의 결과를 GRM

으로 모사했을 때 활용한 반응 범주의 개수가 3개인 경우가 드물었

지만, 실재 응답 자료에서는 총 응답의 10∼20%에 해당하였고, 대

부분의 응답에서 활용한 반응범주는 1, 2, 3(0∼4 중에서 중간의 세

반응 범주)였다. 이런 응답 중 일부는 문항 내용에 무관한 무작위

반응일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감안하여 반응범주제한(3개)-균등분포

무작위응답 모형은 균등분포 무작위 응답 모형과 비슷하지만 반응

 ∼   

i f      

i f  ≤      

i f  ≤      

i f  ≤      

i f  ≤     

(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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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만 중간의 1, 2, 3으로 제한된 모형이다.

GRM-극단반응 응답모형

극단 반응 범주을 선택하는 경향은 사람마다 다르다(Hamilton,

1968; Paulhus, 1991; Emons(2008)에서 재인용). 만약 극단 반응 범

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정상 응답보다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잠재 변수 추정값에 오차가 커지고 비정상 응답이 된다. GRM에서

극단반응방식을 모형화하는 방법은 극단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항의 각 반응 범주의 역치의 간격이 원래의 간격보다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새롭게 정해지는 위치 모수는 다

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이때 는 극단 반응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음수일 경우 절대

값이 클수록 극단 반응의 정도가 심해지고 양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이 클수록 극단 반응의 정도가 정상반응보다 작아지게 된다. 정상응

답의 경우에   이 된다.

는 연속적인 실수값을 취하기 때문에 가 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정상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

은 가 0에서 지나치게 작아져서 반응을 통해 추정한 잠재변수의

값이 실제 잠재변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이다. Emons(2008)는

   가 극단반응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GRM-역극단반응 응답모형

김권현 등(2015)의 실험 결과에서, 활용한 반응범주가 3개인 경우

의 대부분은 반응범주가 1, 2, 3이지만, 0, 1, 2과 2, 3, 4와 같은 조


  exp×  


 (9)

( 정상 응답에서 문항  , 반응범주 의 역치,
 문항 의 모든 반응범주 역치의 평균,



극단반응에서 문항  , 반응범주 의 역치,

  극단반응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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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발견되었다. 이런 응답은 앞에서 설명한 반응범주제한(3개)-균

등분포 무작위응답 모형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한 가지 방법은

GRM-극단반응 응답모형에서 모수 를 양수로 설정하는 것이다. 만

약 를 양수로 설정하면 잠재변수가 에 가까운 경우 반응은

GRM-극단반응모형에서와는 반대로 중간 반응에 몰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잠재변수가  또는 에 가깝다면 반응은 0, 1, 2 또는 2,

3, 4에 몰리게 된다.

GRM-한줄응답모형

김권현 등(2015)에서는 설문지길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최대한줄반

응길이가 반응의 질을 나타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척도였다. 최대한

줄반응길이란 동일한 반응 범주를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한줄

반응이라고 했을 때, 한 응답에서 나타나는 한줄반응의 최대 길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한줄반응길이를 GRM에 적용하여 GRM-한줄응

답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 첫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

응은 정상적인 GRM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후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바로 직전 반응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GRM에 의해 결정된

다. 즉 정상반응과 직전 문항에 대한 반응을 반복하는 반응이 혼합

되어 발생하는 모형이다. 이때 직전 반응을 반복할 확률( )이

GRM-한줄반응 응답모형의 모수가 된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or   

               for  ≥ 











            for   
                 

           
for  ≥ 

(10)

(  GRM에서 반응모형,

  직전 반응을 반복할 때 반응모형,

  모수  (직전 응답을 반복할 확률)인

GRM-한줄응답 모형의 반응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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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또는 국지적 문항 종

속(LID; local item dependencies)를 모형화하는 한 방법인 개인-문

항 상호작용(person-by-item predictors; Meulders & Xie, 2004)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상호작용을 정적인(static) 상호작용과 동적

인(dynamic)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적인 상호작용은 문항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 혹은 문항 공변인이 미리 주어진 경

우이고, 동적인 상호작용은 문항 반응에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동

적인 상호작용은 이전 문항의 반응에 따라 현재 문항의 반응이 영

향을 받는 문맥 효과 혹은 이전 문항을 풀면서 얻게 되는 학습효과

등을 모형화하기 쓰인다(Meulders & Xie, 2004).

3. 비정상응답 유형에 따른 새로운 탐지 방법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단순 통계치와 일관성 통계치21)를 활용하여 비정

상응답을 탐지하고 유형을 판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

법은 개인반응곡선과 문항표준화잔차와 달리 통계적 검정이 가능하

다. 그리고 LR 검정과 달리 비정상응답모형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특정한 비정상응답모형을 가정함으

로써 탐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Karabatsos(2003)은 이항 문항 검사에서 사용 가능한 36가지의 개

인적합도 통계치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그는 무작위 응답, 부주의한

응답, 베끼기 등의 비정상응답에 대한 여러 개인적합도의 수행을 비

교하였다. 그 결과 비정상 응답의 유형에 따라 탐지력이 높은 개인

적합도 통계치가 달라졌다. 하지만 여러 통계치를 함께 사용하여 수

행을 높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개인 적합도 통계치의 상

관 계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Karabatosos, 2003)(상관 계수

가 높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통계치가 거의 동일한 정보를 준다는

21) 단순 통계치와 일관성 통계치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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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두 통계치를 함께 사용해도 한 개의 통계치를 사용했을 때

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연구 2에서는 개인적합도 통계치와 상관 관계가 낮은 통계치를

활용하여 비정상응답에 대한 탐지율을 보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평균, 분산, 엔트로피와 같이 측정모형에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는

통계치는 개인적합도 통계치와 상관 관계가 높지 않은 특징이 있다.

연구 2에서는 개인적합도와 같이 모형을 기반으로 집단의 모든 응

답과 자신의 응답을 비교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통계치를

일관성 통계치로 명명하였으며, 평균, 분산, 엔트로피와 같이 다른

응답과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는 통계치를 단순 통계치로 명명하였

다. 연구 2에서 활용된 일관성 통계치와 단순통계치는 표 4와 같으

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E를 참조하기 바란다.

단순통계치는 일관성 통계치와 달리 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정상

응답의 분포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표집

(re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 응답의 단순통계치 분포를 구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각 비정상유형에 따른 비정상 탐지방법을 개발하

기 위한 첫 단계로 비정상 유형에 따른 단순 통계치와 일관성 통계

치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 장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 유형에 따른 비정상응답 탐지 방법을 개발하였다.

단순통계치 일관성통계치

평균 표준화 로그우도 (
)

표준편차 굿트먼 오류 갯수( )

엔트로피 표준화 굿트먼 오류 갯수(
 )

렘펠지브복잡도 일반화 U3()

최대한줄반응길이

반응변화비율

중간반응비율

극단반응비율

표 4. 비정상응답 탐지에 활용된 통계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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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응답과 비정상응답의 각종 통계치 차이 비교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비정상 응답이 정상

응답과 앞에서 제시된 통계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줄반응하기를 하는 경우는 정상

응답보다 표준편차와 엔트로피를 작게 할 것이다. 반면 무작위응답

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응답보다 표준편차와 엔트로피를 크게 할 것

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예상 가능하지만, 몇몇 비정상응답의

경우는 그러한 예상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정상

응답과 비정상응답을 모사(simulate)하고 이때, 단순 통계치와 일관

성 통계치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방법

문항 모수의 생성

문항의 갯수가 20개, 반응 범주가 5개인 가상의 문항을 생성하고,

정상 응답은 GRM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 범주의

위치 모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번째 문항의 반응범주 1, 2,

3, 4의 역치의 평균( )을 -1에서 1까지의 연속 균등 분포에서 추

출한 후, -2.25, -0.75, 0.75, 2.25를 각각 더한다. 그리고 다시 -0.1에

서 0.1까지의 연속 균등 분포에서 추출한 오차항을 더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각 문항의 경사 모수는 평균 1.3,

표준편차 0.3의 정규분포에서 추출한 후, 최소값을 0.7, 최대값을 2.1

로 제한하였다. 이 모수들은 Embretson와 Reise(2000, p.100)의 모수

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Emons(2008)에 따르면 이 모수는 성격 검

사 응답 자료에 대한 GRM 추정치의 대표적인 값이다.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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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료의 생성

응답 자료의 생성은 앞에서 설명한 정상응답모형(등급반응모형)과

비정상응답모형(GRM-극단반응 응답모형, 균등분포 무작위응답 모

형, 정규분포 무작위응답 모형, GRM-한줄응답모형, 반응범주제한(3

개)-균등분포 무작위응답 모형, GRM-역극단반응 응답모형)을 활용

하여 생성하였다. 이 중에서 무작위응답모형은 모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형이며, 등급반응모형은 응답자의 잠재변수를, GRM-극단반

응 모형과 GRM-역극단반응모형은 응답자의 잠재변수와 극단반응

정도를, GRM-한줄반응모형은 응답자의 잠재변수와 한줄반응정도을

모수로 필요로 한다.

응답자의 잠재변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에서 추

출하였고, GRM-극단반응모형과 GRM-역극단반응모형에서 극단반

응경향을 나타내는 모수 는 과  로 설정하였다.

Emons(2008)는    가 극단반응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고 보았

다. GRM-한줄반응모형의 모수는   으로 정했다. 20 문항에 대

한 응답에서 GRM-한줄반응응답(  )의 평균 최대한줄반응길이

는 대략 7이 된다.

단순 통계치 비교

1000개의 잠재 변수에서 정상 응답 1000개와 비정상 응답 유형별

비정상 응답을 1000개씩 생성하여 각 통계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때 하나의 잠재 변수는 하나의 정상 응답과 6개의 비정

상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과정은 1000개의 문항 모

        ∼  

        ∼  

  maxmin
   

 ∼  

 ≃

      

(   번째 문항의 번째 반응범주의 역치,

   최소값 최대값 의 균등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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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해 반복되었으며 각 통계치의 평균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평

균을 구하였다. 표본의 수가 1000개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평균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 각 비정상 응답 유형별로 정상 응

답과의 차이에 대해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개인 적합도 통계치 비교

1000개의 잠재 변수에서 정상 응답 900개와 비정상 응답 100개를

생성한 후, 일관성 통계치를 구하였다. 이때 하나의 잠재변수는 정

상응답 또는 비정상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단순 통계치

비교에서와 같이 정상응답 1000개, 비정상 응답 1000개를 생성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합도 통계치가 전체 응답에서 정상 응답과 비정상

응답의 구성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Meade

와 Craig(201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비정상 응답이 전체 응답의

10%인 경우에 대해 연구하였다. 단순 통계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1000개의 문항 모수에 대해 구한 후 평균과 효

과크기를 구하였다.

결과

표 5, 표 6, 표 7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는

1000번의 모사 자료에서 정상응답과 각 유형별 비정상 응답의 각

통계치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평균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6는 정상

응답과 각 비정상응답에서 각 통계치의 효과크기를 보여준다. 각 비

정상 응답을 정상 응답과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단순 통계치는

GRM-극단응답, GRM-역극단응답, GRM-한줄응답, 균등분포 무작

위 응답, 정규분포 무작위 응답, 반응범주제한(3) 균등분포 무작위

응답의 순으로 극단반응비율, 표준편차, 반응변화비율, 표준편차, 극

단반응비율 그리고 극단반응비율이었다(표 6).

개인 적합도 통계치(표 7)는 GRM-극단응답과 반응범주제한(3)

균등분포 무작위 응답의 경우  , 나머지의 경우는 
가 정상응답

과 비정상응답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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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응답 극단응답 역극단응답 한줄응답 균등무작위 정규무작위 반응범주제한(3)

표준편차 0.97(0.16) 1.35(0.27) 0.59(0.11) 0.87(0.27) 1.41(0.14) 1(0.15) 0.81(0.07)

엔트로피 1.81(0.24) 1.85(0.41) 1.19(0.24) 1.48(0.37) 2.17(0.11) 1.88(0.21) 1.51(0.08)

렘펠지브 0.99(0.08) 0.99(0.12) 0.83(0.08) 0.89(0.11) 1.07(0.05) 1(0.07) 0.92(0.05)

최대한줄응답길이 3.29(1.2) 3.8(2.29) 5.36(2.26) 7.54(2.87) 2.59(0.77) 3.16(1.09) 3.38(1.08)

응답변화비율 0.67(0.11) 0.66(0.16) 0.49(0.13) 0.27(0.1) 0.76(0.09) 0.69(0.1) 0.63(0.1)

중간반응비율 0.33(0.13) 0.15(0.09) 0.6(0.15) 0.33(0.21) 0.2(0.09) 0.38(0.11) 0.33(0.11)

극단반응비율 0.22(0.13) 0.57(0.14) 0.02(0.04) 0.22(0.2) 0.4(0.11) 0.13(0.08) 0(0)

표 5. 정상 응답과 비정상 응답의 단순 통계치 비교

극단응답 역극단응답 한줄응답 균등무작위 정규무작위 반응범주제한(3)

표준편차 1.71(0.08) -2.77(0.09) -0.45(0.07) 2.89(0.25) 0.19(0.22) -1.28(0.25)

엔트로피 0.13(0.1) -2.6(0.09) -1.06(0.06) 1.94(0.2) 0.33(0.17) -1.72(0.25)

렘펠지브 0.03(0.08) -2(0.07) -0.99(0.05) 1.3(0.15) 0.23(0.13) -0.97(0.16)

최대한줄응답길이 0.28(0.06) 1.14(0.06) 1.93(0.06) -0.69(0.09) -0.12(0.09) 0.09(0.09)

응답변화비율 -0.12(0.07) -1.59(0.08) -3.87(0.13) 0.87(0.12) 0.16(0.11) -0.39(0.12)

중간반응비율 -1.59(0.05) 1.92(0.07) 0(0.05) -1.14(0.08) 0.47(0.1) 0.06(0.1)

극단반응비율 2.54(0.09) -2(0.13) 0(0.05) 1.49(0.13) -0.78(0.14) -2.34(0.2)

표 6. 정상 응답과 비정상 응답의 단순 통계치 효과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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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응답 역극단응답 GRM-한줄응답 균등무작위 정규무작위 반응범주제한(3)

정상 응답


 0.46(0.88) 0(0.99) 0.24(0.93) 0.63(0.83) 0.34(0.91) 0.22(0.94)

  141.16(52.48) 141.1(52.05) 141.12(52.11) 141.18(52.11) 141.34(52.07) 141.1(52.1)


 0.15(0.06) 0.16(0.06) 0.16(0.06) 0.16(0.06) 0.16(0.06) 0.16(0.06)

 0.14(0.05) 0.15(0.05) 0.15(0.06) 0.15(0.06) 0.15(0.06) 0.15(0.05)

비정상 응답


 -2.05(1.61) 1.89(0.55) -0.14(1.64) -3.66(1.46) -1.04(1.24) 0.07(0.91)

  292.44(105.11) 50.35(23.96) 146.33(88.29) 385.07(85.6) 200.48(62) 139.22(44.7)


 0.35(0.09) 0.05(0.03) 0.17(0.1) 0.4(0.09) 0.21(0.06) 0.15(0.05)

 0.34(0.09) 0.05(0.02) 0.17(0.1) 0.39(0.09) 0.19(0.06) 0.13(0.05)

효과크기


 -2.57(0.2) 1.97(0.09) -0.37(0.23) -4.67(0.41) -1.45(0.29) -0.15(0.16)

  2.53(0.2) -1.81(0.08) 0.09(0.21) 4.34(0.45) 1.12(0.3) -0.03(0.16)


 3.26(0.22) -1.96(0.09) 0.22(0.21) 3.97(0.42) 0.8(0.29) -0.17(0.15)

 3.27(0.2) -1.91(0.1) 0.29(0.22) 3.95(0.41) 0.78(0.28) -0.22(0.14)

표 7. 비정상응답의 비율이 10%일 때, 정상응답과 비정상 응답의 일관성 통계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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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렘펠지

브 복잡도는 모든 비정상 응답에서 효과 크기가 엔트로피보다 작았

다(표 6). 특히 렘펠지브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한줄

응답에서도 엔트로피보다 효과크기가 근소하게 작았다.

둘째로 반응범주제한(3)에서 
와 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게 나

타났다. 반응범주제한(3) 응답을 제외한 모든 비정상 응답에서 
와

의 변화 방향은 반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5. 비정상응답유형에 따른 검정 통계치의 기각역 결정

비정상 응답을 여러 가지 통계치를 활용하여 탐지하는 것은 통계

학의 영가설 검정과 비슷하다. 영가설을 “주어진 응답이 정상이다.”

라고 놓으면 대립 가설은 “주어진 응답이 정상이 아니다.”가 된다. 1

종 오류율을 5%로 통제한다면, 주어진 응답의 통계치가 정상 응답

의 분포의 상위 또는 하위의 2.5%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속하면

영가설을 기각하고, 속하지 않는다면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

때 문제는 1종 오류율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

상응답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상응답의 2.5%, 97.5% 기각역을 정

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mons(2008)은 정상 반응을 한 대규모

의 응답 자료를 가정하여 1종 오류율과 그에 따른 기각역을 정하였

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비정상 응답은 정상 응답과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비정상 응답이 정상 응답과 공존하는 응답 자료에

서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먼저 주어진

응답 자료를 GRM으로 분석하여 문항 모수를 추정하고 잠재변수를

정규분포에서 추출한다. 이렇게 얻은 문항 모수와 잠재변수를 활용

하여 새로운 응답 자료를 컴퓨터 모사 방법을 통해 생성한다. 새롭

게 얻은 응답자료를 통해 여러 통계치의 정상 응답 분포를 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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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법은 문항 모수의 추정치는 몇몇 응답자가 비정상 응답을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잠재 변수의 분포는 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한다. 이 가정의 진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더 필요하겠지만, 혼합 자료에서 비정상응답을 탐지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정상 응답을 탐지할 때, 각 통계치가 비정상 반응의 각기 다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계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통계치를 함께 고려하면 더 정확하게 탐지할 것이다. 특히 서

로 상관이 낮은 통계치를 활용한다면 탐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비정상 응답 탐지 방법(Emons, 2008; Zijlstra et

al., 2011; Meade & Craig, 2012)은 단일 통계치에 의존하고 있다.

특정한 유형의 비정상 응답을 탐지할 때에는 3절 시뮬레이션 연구

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통계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두

통계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두 통계치 중

하나 이상의 통계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비정상으로

탐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두 통계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

다.

예를 들어 정규분포 무작위 응답을 탐지하고자 할 때, 단순 통계

치와 일관성 통계치에서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극단 반응 비율과 표

준화 개인 우도를 활용할 수 있다(표 6, 표 7). 그림 4의 왼쪽은 정

규분포 무작위 응답과 GRM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응답 자료를 보

여 준다. 이때 점선은 새로 생성된 응답 자료(모사 정상 응답)에서

각 통계치의 양쪽 2.5% 기각역을 보여준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으

로 비정상 응답을 탐지할 때에는 점선으로 분리된 9개의 구역 중에

서 한가운데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비정상으로 탐지된다. 그림

4의 왼쪽에서 비정상 응답(정규분포 무작위 응답)의 탐지율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그림(그림 4 왼쪽)의 실선은 두

통계치를 모두 고려한 7% 기각역을 나타낸다. 실선으로 나눠지는 4

개의 구역 중에서 왼쪽 아래 구역에 속하는 모사 정상 응답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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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이다. 만약 이 구역의 응답을 비정상으로 탐지한다면 좀 더

많은 수의 정규분포 무작위 응답을 비정상(정규분포 무작위) 응답으

로 탐지할 수 있다. 그림 4의 오른쪽은 GRM-한줄응답과 모사 정상

응답의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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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 주어진 응답자료에 적합시킨 GRM 모수를 통해 생성한 응답자료 1000

개; ×(왼쪽) : 정규분포 무작위 응답의 통계치; ×(오른쪽) : GRM-한줄응답의 통계

치; 점선 : 다중비교의 임계치, 실선 : 비정상응답 탐지를 위한 기각역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각 유형별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때 비정상 응답

탐지 상황을 두 가지로 상정하였다. 첫 번째는 비정상 응답의 유형

을 알고 있을 때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상황이다. 이때에는 명목

오경보율을 7%로 설정하여 각 비정상 유형별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는 비정상 응답의 유형을 모를 때 비정상 응답

을 탐지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각 비정상 유형별 오경보

율을 7%로 설정한다면 주어진 응답이 정상일 때 하나 이상의 비정

상 유형으로 탐지되는 오경보율이 지나치게 증가한다. 따라서 비정

상 응답 유형을 사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비정상 유형별 명목 오경

보율을 낮춰야 한다. 여기서는 각 유형별 명목 오경보율을 .0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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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로 낮췄을 때 각 비정상 응답 유형별로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조

사하고, 정상응답이 하나 이상의 비정상 유형으로 탐지되는 비정상

응답 탐지의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구하였다(부언하자면 첫번째 탐지

는 특정한 유형의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고, 두번째 탐지는 모든 유

형의 비정상을 탐지한다).

극단응답
역극단

응답

GRM-

한줄응답

균등분포

무작위

정규분포

무작위

반응범주

(3) 제한

단순 통계치 극단반응 표준편차 반응변화 표준편차 극단반응 극단반응

기각역 + - - + - -

개인 적합도  
 

 
 




기각역 + + - - - -

표 8. 비정상 응답의 유형별 탐지에 활용된 통계치와 기각역의 위치

방법

<정상응답과 비정상응답의 각종 통계치 차이 비교>에서와 동일

하게 문항 모수를 생성하고, 응답자 200명의 잠재변수를 생성하였

다. 그들 중 10%인 20명을 비정상 응답자로 지정하였다. 정상 응답

자는 잠재변수와 문항모수를 활용하여 GRM-정상 응답을 생성하였

고, 비정상 응답자는 비정상 응답 모형에 따라 잠재변수와 문항 모

수를 활용하여 비정상 응답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180개의 정상 응

답과 20개의 비정상 응답을 합쳐서 혼합 응답자료가 된다.

혼합 응답자료는 각 비정상 유형별 탐지 방법을 통해 비정상으로

탐지된다. 각 비정상 유형별 비정상 탐지 방법은 두 가지 정보가 필

요하다. 첫 번째는 비정상 탐지에 활용할 통계치의 종류이고, 두 번

째는 탐지 영역이다. 비정상 탐지에 활용할 통계치는 표 6와 표 7을

고려하여 표 8과 같이 정하였다. 예를 들어 극단 응답의 경우 정상

응답에 비해 극단 반응 비율과 가 모두 증가하므로(표 6, 표 7),

비정상 응답으로 탐지되는 영역도 극단 반응 비율과 의 2차원

그래프에서 두 값이 모두 증가하는 오른쪽 상위 영역이 된다.

탐지 영역은 정상 응답과 비정상 응답에서 통계치의 분포,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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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료와 (명목) 오경보율을 근거로 정하였다. 우선 주어진 혼합

응답자료에 근거하여 GRM 모수를 추정한 후, 정규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잠재 변수(주어진 자료의 5배)를 생성하고, 새롭게 생성된

잠재 변수와 추정된 GRM 모수를 활용하여 등급반응모형(GRM)에

따라 새로운 응답자료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응답 자료를 정

상 응답 자료로 생각하여 통계치를 구하고 (경험적) 분포를 구하였

다. 오경보율을 명목 오경보율로 통제하기 위해 탐지 영역에 속하는

모사 정상 응답의 비율을 명목 오경보율과 같거나 작게 유지하면서,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혼합 응답자료를 최대로 포함하도록 탐지 영

역을 정하였다.

명목 오경보율을 0.07, 0.01로 설정하여 비정상 유형별 비정상 응

답 탐지를 실시하였다. 명목 오경보율이 0.07일 때에는 비정상 유형

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 혼합 응답 자료에 포함된 비정상 유

형에 대한 비정상 응답 탐지를 실시하여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구하

였다. 명목 오경보율이 0.01일 때에는 혼합 자료에 포함된 비정상

유형 뿐 아니라 나머지 비정상 유형에 대한 비정상 탐지도 실시하

여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구하였다. 이때 혼합 자료에 속한 비정상

유형과 탐지된 비정상 유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탐지율에 포함하

였으며, 하나 이상의 비정상 유형으로 탐지된 비정상 응답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구하였다.

극단응답
역극단

응답

GRM-

한줄응답

균등분포

무작위

정규분포

무작위

반응범주

(3) 제한

검정력 0.86(0.08) 0.89(0.07) 0.89(0.13) 0.93(0.06) 0.48(0.14) 0.98(0.11)

1종
오류율

0.05(0.01) 0.06(0.02) 0.06(0.02) 0.04(0.01) 0.07(0.02) 0.02(0.02)

표 9. 단순 통계치와 개인 적합도 통계치(표 8)을 활용한 비정상 탐지

결과 및 논의

명목 오경보율을 0.07로 정했을 때의 결과는 표 9과 같다. 정규분

포 무작위 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두 0.85 이상의 높은 탐지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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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제 오경보율은 비정상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지만 대부분

0.07보다 작았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혼합 자료에서

GRM 모수를 추정한 후 모사 정상 응답을 생성하는 방법이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데에는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

만 몇몇 비정상 응답 유형의 경우에는 오경보율이 매우 낮아지는데

그것은 비정상 유형별로 GRM 모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명목 오경보율을 0.01로 정했을 때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때

는 비정상 응답의 유형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상정했기 때

문에 비정상 유형별 탐지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고, 표 10의 마지막

두 열에 하나 이상의 비정상 유형으로 탐지된 결과도 제시하였다(비

정상 1-6은 모든 비정상 유형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탐

지된 경우, 비정상 1-5는 범주(3)제한을 제외한 모든 비정상 유형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탐지된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표

10의 행은 혼합 응답 자료에 포함된 비정상 유형을 나타내고, 열은

탐지 방법이 탐지하려고 하는 비정상 유형을 나타낸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비정상 유형별 탐지 방법이 꼭 해당 비정

상 유형만을 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GRM 극단

응답 탐지는 GRM-극단 응답의 54%를 탐지해 냈지만, 균등분포 무

GRM-
극단

GRM-
역극단

GRM-
한줄

균등
무작위

정규
무작위

범주
(3)
제한

비정상
(1-6)

비정상
(1-5)

GRM-
극단

0.54
(0.01)

0.01
(.03)

0.44
(0.01)

0.59
(0.01)

0.41
(0.01)

0.00
(0.03)

0.76
(0.06)

0.76
(0.05)

GRM-
역극단

0.00
(0.02)

0.62
(0.01)

0.08
(0.02)

0.00
(0.03)

0.03
(0.03)

0.55
(0.01)

0.71
(0.08)

0.65
(0.08)

GRM-
한줄

0.08
(0.01)

0.15
(0.02)

0.82
(0.01)

0.10
(0.02)

0.11
(0.02)

0.10
(0.01)

0.88
(0.06)

0.87
(0.06)

균등
무작위

0.67
(0.00)

0.00
(0.04)

0.80
(0.00)

0.83
(0.00)

0.80
(0.00)

0.00
(0.03)

0.84
(0.05)

0.84
(0.05)

정규
무작위

0.02
(0.02)

0.01
(0.02)

0.14
(0.01)

0.14
(0.01)

0.27
(0.01)

0.01
(0.02)

0.36
(0.06)

0.36
(0.06)

범주
(3)
제한

0.00
(0.02)

0.01
(0.02)

0.05
(0.02)

0.00
(0.02)

0.89
(0.01)

0.06
(0.01)

0.92
(0.07)

0.90
(0.07)

표 10. 단순 통계치와 개인 적합도 통계치(표 8)을 활용한 비정상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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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응답의 67%도 탐지해 냈다. 대부분의 경우는 탐지 방법이 탐

지하려고 한 비정상 유형의 탐지율이 높았지만, 반응범주(3) 제한

응답 탐지 방법의 경우에는 반응범주(3) 제한 응답의 탐지율이 6%

로 매우 낮았다. 이것은 명목 오류율을 7%로 했을 때, 같은 방법이

반응범주(3) 제한 응답의 98%를 탐지해내었던 것과 비교된다. 반면

정규분포 무작위 응답 탐지 방법이 반응범주(3) 제한 응답의 89%를

탐지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비정상 유형별 탐지 결과를 종합했을 때

에 반응범주(3) 제한 응답의 90%가 비정상 응답으로 탐지되었다. 하

나 이상의 비정상 유형에서 비정상으로 탐지된 비정상 탐지 결과는

정규 분포 무작위 응답을 제외한 5가지 비정상 응답 유형에서 평균

80%의 탐지율을 보여주었다.

비정상응답유형과 탐지 비정상유형이 같을 때 오경보율은 0.01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10). 하지만 비정상응답유형과 탐지 비정상

유형이 상반될 경우 오경보율은 최대 0.04까지 높아졌다. 이것은 비

정상 응답이 GRM 모수 추정치를 부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반응범주(3) 제한 탐지 방법은 모든 비정

상 응답 유형에 대해 탐지율이 그리 높지 못했다. 따라서 표 10의

마지막 열에 반응범주(3) 제한 탐지 결과를 제외한 비정상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제시하였다. 예상과 달리 오경보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

며 탐지율만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정상 유형을 사전에 알지 못할 때에도 6개의

비정상 유형을 모두 탐지하는 방식을 통해 비정상 응답을 효과적으

로 탐지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개별 유형에 대한 판단은

정확성이 높지 않았다. 개별 유형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

기 위해서 각 비정상 유형별 탐지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실제 데이터에 적용

5절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데이터(김권현 등, 2015)에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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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김권현 등(2015)의 설문 결과에서 역문항이 1개 이하이고 잠재변

수의 단일 차원 가정이 어긋나지 않는 심리척도 척도를 대상으로

역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표 11는 분석에 사용된 심리척도,

역문항의 수, 전/후반부 척도 사이의 문항 개수와 함께 완결한 응답

의 비율, 비율의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그리고 비율의 차이에

대한 영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1의 자기 의식 척도(SC1)

와 실험 2의 시험불안척도(TA2), 무망감 척도(HS2)에서 후반부의

완결한 응답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정상 응답 탐지 방법은 무반응이 없는 완결한 응답을 가정한 방

법이므로 완결한 응답에 대해서만 비정상 응답 탐지 방법을 적용하

였다.

비정상응답의 탐지 방법은 4절에서 개발한 비정상 응답의 탐지방

법을 따랐다. GRM 모수 추정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심리척도 응답

을 합친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5배수의 정상 응답을 생성할 때

무작위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탐지 결과가 항상 같지 않다. 따라서

100번의 탐지를 반복한 결과를 평균하였다. 유형별 오경보율은 0.01

척도 역문항
의 수

전/후반부 척도
사이의 문항 개수

전반부
완결한
응답비율

후반부
완결한
응답비율

비율의 차이
95%

신뢰구간
p-값

실험 1
TA1 1 L:128, 주:8, 분:6 0.93 0.91 (-.04, .08) 0.46
TA2 0 L:128, 주:8, 분:6 0.89 0.92 (-.01, .03) 0.35
SC1 1 L:91, 주:8, 분:6 0.96 0.85 (.05, .17) 0.00**
실험 2
TA1 1 L:393, 주:20, 분:6 0.93 0.89 (-.04, .13) 0.31
TA2 0 L:393, 주:20, 분:6 0.95 0.85 (.02, .19) 0.02*
HS2 0 L:257, 주:20, 분:6 0.96 0.85 (.03, .20) 0.01**

주. TA1 = Spielberg, Gonzalez, Taylor, Anton, Algaze, Westberry와 Ross(1980)의 시험불

안척도(Test Anxiety Inventory); TA2 = 황경렬(1997)의 시험불안 척도(K-TAI-K); SC1 =

김지혜(1991)의 자기의식 척도; HS2 = 이영호(1993)의 무망감 척도. L = 리커트 척도 문항,

주 = 주관식 문항, 분 = 분기 문항.

* p<.05, ** p<.01.

표 11. 척도의 위치에 따른 개인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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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표 12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각 심리척도 응답 자료에 대해 비정

상 유형별 응답 탐지 결과를 나타낸다. 행은 실험 1, 2에서 사용된

심리척도를 나타내고, 열은 비정상 유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심

리 척도에 대해 각 비정상 유형별 탐지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GRM-

극단

GRM-

역극단

GRM-

한줄

균등

무작위

정규

무작위

범주

(3)

제한

비정상

실험 1 TA1

전반부 0.04 0.06 0.08 0.10 0.07 0.06 0.22

후반부 0.10 0.15 0.09 0.08 0.07 0.13 0.36

TA2

전반부 0.08 0.06 0.07 0.15 0.06 0.06 0.31

후반부 0.06 0.10 0.08 0.07 0.10 0.18 0.37

SC1

전반부 0.10 0.06 0.08 0.10 0.08 0.05 0.22

후반부 0.04 0.09 0.04 0.06 0.04 0.09 0.19

실험 2 TA1

전반부 0.04 0.07 0.11 0.14 0.11 0.07 0.26

후반부 0.08 0.16 0.07 0.10 0.07 0.18 0.38

TA2

전반부 0.07 0.08 0.08 0.12 0.08 0.09 0.29

후반부 0.07 0.10 0.05 0.09 0.24 0.25 0.46

HS2

전반부 0.02 0.10 0.13 0.11 0.11 0.11 0.35

후반부 0.04 0.15 0.10 0.12 0.11 0.16 0.40

표 12. 김권현 등(2015)의 실험 1, 2에서 비정상반응의 탐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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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관찰하였듯이 각 비정상 유형별 탐지는 정확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비정상 유형에서 비정상으로 탐지된 비율을 구

하였다.

각 비정상 유형별 비정상 탐지의 정확성이 높지 않지만 표 12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김권

현 등(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반부에서 GRM-한줄응답의 증

가가 당연한 듯 보인다. 하지만 GRM-한줄 응답으로 탐지된 응답의

수는 후반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실험 2(긴 설문지)에서는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GRM-역극단 응답과 균

등분포(3) 무작위 응답은 가장 일관적으로 설문의 위치 차이를 보여

준다. 이것은 연구 2에서 균등 분포(3) 무작위 응답의 탐지율이 가

장 낮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사실 균등 분

포(3) 무작위 응답으로 가장 잘 탐지된 비정상 유형은 GRM-역극단

응답이었다. 따라서 김권현 등(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최대한줄반

응길이의 증가는 GRM-한줄응답에서 한줄응답정도( )의 증가 보다

는 GRM-역극단 응답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4절

에서 개발한 비정상응답 탐지 방법이 비정상 응답의 탐지 후에 비

정상 응답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7. 논의

연구 2에는 비정상유형에 따른 비정상탐지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이 방법은 개인반응곡선, 문항표준화잔차와 달리 통계적 검정이

가능하고 우도비 검정과 달리 정확한 비정상응답모형을 필요하지

않는다. 모사 연구 결과 몇몇 비정상응답유형에 대해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었다.

연구 1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항 모수을 정상응답과 비정

상응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였다. 심사위

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한 비정상응답모형을 알 수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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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혼합모형을 사용하여 문항모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예.

Mislevy & Verhelst, 1990).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은 문

항모수 추정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1과 같이 혼합모형을 쓰지 않은 이유는 설문조

사의 맥락에서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의 수가 제한적이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잠재 집단을 가정한 경우에 모수 추정이 부정

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 보았듯이 문항의 수가

다섯 개인 경우는 무작위응답 잠재집단만 가정한 경우에도 모형 모

수(특히 잠재 집단의 비율)의 정확도가 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비정상응답유형의 잠재집단을 모형에 추가하는 것

은 무리라고 보았다. 만약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응답 자료

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응답유형을 탐지했다면 그 비정상응

답유형을 잠재집단으로 포함하여 문항모수를 다시 추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비정상 응답을 제거한 후 문항 모수를

다시 추정하고, 다시 비정상을 응답을 제거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이

용하여 문항 모수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방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추후 연구를 통

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정상 유형에 따라 검정에 사용되는 단순 통계치와

일관성 통계치는 사전 모사 실험을 통해 선택되었다. 이 때 선택 기

준은 효과 크기였다. 하지만 통계치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다를 경우

에 효과 크기가 큰 통계치가 반드시 다양한 오류율(예. 5%, 1%)에

서 탐지율이 높은 통계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비정상유형

과 오류율에 대해 검정에 활용되는 단순 통계치와 일관성 통계치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탐지가 이루어질 수 있

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또다른 한계점은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연구

의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역문항이 존재할 경우에는 역

문항에 신경쓰지 않는 부주의한 응답이나 묵종반응방식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검사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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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결과는 GRM-역극단

응답에서 개인 우도가 증가하는 현상이었다. 보통 비정상 응답이라

고 하면 개인 우도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

만 그것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설명을 통해 그것

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동전을 12번 던졌을 때, 앞면을 H, 뒷면을 T로 표기하면,

HTHHHTTHHTTT의 확률과 HHHHHHTTTTTT의 확률은 모두


 



로 동일하다. 하지만 HHHHHHTTTTTT은 지나치게 규칙적

으로 보인다. 만약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바로 직전의 동전 던지기

결과와 동일하다”를 S(Stay)로, “다르다”를 C(Change)로 표기한다면

앞의 두 결과는 HCCSSCSCSCSS(=HTHHHTTHHTTT),

HSSSSSCSSSSS(=HHHHHHTTTTTT)로 쓸 수 있다. 공정한 동전

에서는 같은 결과(S)와 다른 결과(C)의 확률 역시 

 로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결과의 갯수(S)와 다른 결과(C)의 갯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며 S의 갯수와 C의 갯수는 비슷하게 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HSSSSSCSSSSS(=HHHHHHTTTTTT)는 그렇지 못하다. 이 경우

C는 1개이고, S는 10개이다. 반응변화비율을 구하면 
 이 된다.

논의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HHTTHHTTHHTT는 HSCSCSCSCSCS로 표기되므로 앞면의 갯

수와 뒷면의 갯수, 그리고 동일한 결과와 다른 결과의 갯수에서 특

별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HHTTHHTTHHTTHHTT의 결과는

무작위 시행의 결과로 보이기에 너무 규칙적인 듯 하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우리가 탐지하고자 하는 이상한 결과가 어떤 종류인지를

아는 것이다.

주어진 동전 던지기 결과를 통해 비정상 결과(앞면과 뒷면의 확률

이 정확히 반이 아닌 경우)를 탐지하고자 한다고 생각해보자. 공정

한 동전에서는 모든 결과의 확률이 동일하다. 5%의 오류율을 허용

한다면 비정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결과의 수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의 경우에 비정상으로 판정할 것인가? 그것은 비정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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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논리를 정상 GRM 모형에 적용한다면 아무리 개인 우도가 높

은 응답이라고 비정상 모형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응답은 비

정상 응답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경보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검정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Reise(1990)는 표준화로그우도가 지나치게 높은 응답

도 비정상응답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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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극단 반응 방식의 보정

연구 2에서 고려한 비정상응답 모형 중 GRM-한줄응답모형,

GRM-극단반응 응답모형, GRM-역극단반응 응답모형은 무작위응답

모형과 다르게 응답자의 잠재변수를 반영하여 반응 패턴이 결정되

는 모형이다. 그렇다면 이들 응답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것보다 반응

방식이나 한줄응답경향을 보정하여 잠재변수를 추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GRM-한줄응답모형의 경우 많은 수의 문항반응이 문항의

내용에 상관없이(잠재변수와 무관하게) 직전 반응을 반복하여 나타

나는 응답이다. 따라서 반응패턴의 상당한 부분이 잠재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잠재변수 추정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GRM-극단반응 응답모형과 GRM-역극단반응 응답 모형의

경우에는 반응패턴의 모든 부분이 극단반응방식과 잠재변수의 영향

을 받아 결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극단반응방식을 보정한다면 안

정적인 잠재변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 3에서는 극단반응방식을 통제하여 잠재변수를 정확히 추정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1. 배경이론

반응 방식의 측정

주어진 반응 패턴에서 반응 방식을 통제하여 잠재 변수 추정시

활용하려면 반응 방식을 먼저 측정하여야 한다. 반응 방식을 측정하

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오래 된 방법은 각 반응 범주 별

로 반응 횟수를 세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단 반응 방식을 측정하고

자 한다면 5점 척도 리커트 문항에 대해 0 혹은 4로 대답한 횟수를

센다. 묵종 방식의 경우에는 반응 3을 세거나, 반응 3과 반응 4를

동시에 세거나, 반응 3과 반응 4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줘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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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합의된 방법은 없다

(Weijters & Geuens, 2010). 반응 범주별로 반응 횟수를 세는 방법

의 문제는 문항의 내용과 반응 방식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

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진취적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4를 선택

했을 때, 이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

응 방식이 극단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Weijters 등(2008)

은 서로 다른 내용의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반응 방식을 추정하고,

이 방법을 RIRS(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Response Styles)라

고 명명하였다. RIRS 방법은 최소 15개의 서로 관계없는 문항이 필

요하다(Weijters et al. 2008).

De Beuckelaer et al.(2010)는 두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묵종반응방식(Acquiescence Response Style; ARS)을 측정하

기 위해 첫 번째 방법처럼 특정한 척도에서 긍정 반응의 수를 세고,

두 번째 방법처럼 서로 무관한 문항들에서 긍정 반응의 수를 세서,

이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 결과, ARS는 문항 내용

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지만, 개인차는 문항 내용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았다. ERS(Extreme Response Style;극단반응

방식)는 문항 내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졌지만, 개인차는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De Beuckelaer et al.(2010)는 ARS는 문항과

응답자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고, ERS는 문항 범주와 응답자의 상

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기반 극단반응방식

(Extreme Response Style) 모형

Weijters 등(2008)의 RIRS처럼 묵종 혹은 극단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문항을 따로 개발하는 방법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

째, 서로 상관이 전혀 없는 문항을 찾기가 어렵고, 둘째, 상관이 낮

은 문항을 찾더라도 이 문항을 다른 척도와 같이 시행하였을 때 다

른 척도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lt & Newton, 2011). 이

에 따라 반응방식을 IRT와 같은 통계적 모형에 통합하여 추정하기

위해 여러 모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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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반응 방식에 대한 모형적 접근은 두 가지 요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은 극단 반응 방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반응

모형이 무엇이냐이고, 두 번째 요소은 극단반응방식을 모형화하는

방법이다(표 13). 기존의 연구에서 기본 모형(극단 반응 방식이 존재

하지 않을 때의 모형)은 RSM(rating scale model; Andrich, 1978),

PCM(Partial Credit Model; Masters, 1982), GPCM(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Muraki, 1992), MNRM(MultiNominal Rating

Model; Bock, 1972, 1997)등의 라쉬 계열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극단

반응 방식의 모형화는 잠재집단모형, 반응범주 무선효과 모형, 반응

범주 비율 모형, 다차원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잠재 집단 모형은

극단 반응 방식에서 구분되는 잠재 집단을 가정하여, 집단별로 반응

범주의 사용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가정한다(Moors, 2003;

Moors, 2004; van Rosmalen et al., 2010).22) 반응범주 무선효과 모형에

서는 응답자마다 다른 반응 범주별 난이도를 가정하고, 난이도의 분

포가 특정한 분포(예. 정규분포)를 띈다는 가정외에는 다른 가정을

하지 않는다(Johnson, 2003; Wang et al., 2006; Wang & Wu, 2011,

Javaras & Ripley, 2007). 반응범주 무선효과는 극단 반응 방식의 정도

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잠재집단 모형과 차이를 보인다.

반응범주 비율 모형에서는 문항 마다 반응 범주별 역치의 상대적

차이의 비율이 응답자마다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Jin & Wang,

2014). 이 모형 역시 극단 반응 방식의 효과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반응범주무선효과 모형과 다른 점은 극단 반응 방식의 효과가 모든

반응 범주에 대해 일정한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이 모형

은 연구 2의 GRM-극단반응모형과 GRM-역극단반응모형이다). 다

차원 모형에서는 모든 반응 범주가 아니라 극단 반응에 해당하는

범주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응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모형화하였

다(Bolt & Johnson, 2009; Bolt & Newton, 2011; Johnson & Bolt, 2010).

22) 연구 2에서 극단응답은   인 응답자, 역극단응답은   로 설정한
것도 정상응답집단, 극단응답집단, 역극단응답집단의 잠재 집단 모형을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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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response–GRM(eGRM) 모형

앞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대부분 라쉬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GRM을 기반으로 한 ERS 모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

구는 GRM에 극단 반응 방식을 통합한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극단

반응 GRM(extreme response GRM; eGRM)라고 칭하였다. eGRM

에서 응답자의 잠재변수가  , 극단반응방식 모수가 (집단의 표준

편차 )일 때, 문항 모수가  인 문항에 대한 반응범주 를 선

택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23)

23) 연구 2에서와 달리 극단반응방식의 개인차를 강조하기 위해  대신 를 사용

하였다.

RSM/PCM/
GPCM

MNRM 이상점 모형

잠재집단
모형

Moors(2003),
Moors(2004),

van Rosmalen 등(2010)
반응범주
무선효과
모형

Johnson(2003,)
Wang 등(2006),
Wang과 Wu(2011)

Javaras와
Ripley(2007)

반응범주
비율 모형

Jin과 Wang(2014)

다차원
모형

Bolt와 Johnson(2009),
Bolt와 Newton(2011),
Johnson와 Bolt(2010)

표 13 기본 모형(극단반응이 없을 때의 모형)과 극단반응방식 모형화 방법에 따른

모형의 종류와 연구

       ≥       ≥     

             .
(12)

       ≥     


exp   exp 




 . (13)

( : 잠재변수,  : 극단반응방식24),
 문항모수(경사모수),  문항모수(반응범주의 역치),

  응답자 집단의 극단반응방식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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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인 경우나 가 모든 응답자에서 동일한 경우, eGRM은

GRM과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각 문항마다 반응범주별 역치의 차

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제약을 가하면 eGRSM이 된다.

2. 시뮬레이션 연구: 모수 복원

위에서 제안한 eGRSM 모형에 대해 모수 추정 방법(MMLE)의

정확성을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과 이를 컴퓨

터로 구현하는 방법의 상호작용 때문에 특정한 추정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수 추정 연구로 평가된다(Reckase, 2009,

p.175).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 모형이

eGRSM일 때에 정확한 모수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 모수 복원 연구

를 통해 모형의 여러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자

료 분석에서도 활용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문항 모수는 Lautenschlager 등(2006)를 참

고했다. Lautenschlager 등(2006)의 문항 모수는 모수 복원 시뮬레이

션 연구에서 자주 활용된다(Kieftenbeld & Natesan, 2012 등). 하지

만 Lautenschlager 등(2006)의 문항은 GRM(Graded Response

Model)을 따르고, GRSM(Graded Rating Scale Model, Muraki,

1990)은 GRM에서 반응범주의 난이도 차이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

지는 내포된 모형이므로 Lautenschlager 등(2006)의 문항 모수를 그

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사와 중심 위치 모수는

Lautenschlager et al.(2006)의 모수를 따랐으며, 각 범주의 위치 모

수는 표 F와 같이 2, 0.5, -0.5, -2로 정하였다. 따라서 반응범주 0과

24) 정확히 말해서 극단반응방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라고 해야하나 편의상 “극
단반응방식”으로 줄여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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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범주 1의 차이는 잠재변수 (2-0.5=)1.5의 차이를 보인다.

시뮬레이션 조건

시뮬레이션 조건은 문항 수 5/10/20, 피험자 수 200/500/1000, 극

단 반응 정도의 표준편차() 0/0.3/0.6, 잠재 변수(능력치)의 분포

정규(normal)/기운(skewed)/균등(uniform)로 설정하였으며, 이 모든

조건을 교차시켰다25). 문항 수는 기존의 연구(예. Jin & Wang,

2014; 최소 20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로 설정하였는데, 이것

은 문항의 수가 많지 않은 평상수행검사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리고 GRM보다 모수가 적은 GRSM을 가정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문항에서도 성공적인 모수 추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추정

응답 자료가 주어졌을 때, eGRSM의 문항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MCMC(Monte Carlo Markov Chain)와 MMLE(Maximum

Marginalized Likelihood Estimation)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MCMC의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수렴을 확인하기 힘

들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사전 연구에서 20문항/1000명의 eGRSM

을 MCMC로 돌려본 결과 하루 이상을 돌려도 수렴이 제대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26)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MMLE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R 패키지 mirt에 새로운 itemtype을 설정하

였다. 이때 필요한 그래디언트 계산과 R 코드는 부록 G과 부록 H

에 수록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MMLE 추정은 최대 1시간을 넘지

않았다.

25) 여기서 기운 분포는 Lautenschlager 등(2006)의 기운 분포와 동일하다
26) MCMC는 구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긴 어렵다
(Reckase, 2009, p.176). 사전 연구에서는 openBUGS(Spiegelhalter, Thomas,
Best, & Lunn, 2007)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GRM의 모수 복원에서 MCMC와
MML은 300명 이상의 표본 크기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ieftenbeld &
Nates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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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피험자 
BIAS

a1 a2 d1 d2 d3 d4 c
5 200 0 0.00 0.02 0.03 0.01 -0.01 -0.03 0.01

0.00 0.02 0.01 -0.01 -0.02 0.01
5 500 0 0.00 0.03 0.01 0.01 0.00 -0.01 -0.01

0.00 0.00 0.01 0.00 -0.01 -0.01
5 1000 0 0.00 0.01 0.00 0.00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1
5 200 0.3 0.01 -0.02 0.00 0.00 0.01 -0.02 -0.01

0.03 -0.06 0.00 -0.01 0.07 0.01
5 500 0.3 0.00 0.01 -0.01 0.00 0.01 0.01 0.00

0.04 -0.08 -0.01 -0.02 0.10 0.03
5 1000 0.3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4 -0.06 0.00 -0.02 0.09 0.03
5 200 0.6 0.06 -0.02 -0.03 0.00 -0.01 0.04 -0.01

0.13 -0.21 0.01 -0.08 0.28 0.07
5 500 0.6 0.01 0.01 -0.01 -0.01 0.00 0.02 0.01

0.10 -0.21 0.00 -0.08 0.28 0.09
5 1000 0.6 0.00 0.00 0.01 0.01 0.00 -0.01 0.00

0.08 -0.19 0.02 -0.08 0.25 0.08
10 200 0 0.03 0.03 0.00 -0.01 0.00 0.01 -0.02

0.03 -0.01 -0.01 0.00 0.01 -0.01
10 200 0.3 0.00 -0.01 0.04 0.01 -0.01 -0.04 -0.02

0.03 -0.03 0.00 -0.04 0.07 0.02
10 500 0.3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5 -0.07 -0.01 -0.02 0.11 0.03
10 1000 0.3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7 -0.01 -0.02 0.11 0.04
10 200 0.6 0.02 -0.01 0.01 0.00 0.00 -0.01 -0.01

0.11 -0.2 0.00 -0.07 0.27 0.08
10 500 0.6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11 -0.22 0.00 -0.07 0.29 0.10
10 1000 0.6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10 -0.21 0.00 -0.07 0.28 0.08
20 200 0 0.00 0.03 0.04 0.00 -0.01 -0.04 -0.01

0.00 0.04 0.00 -0.01 -0.03 -0.01
20 200 0.3 0.02 0.00 0.01 0.00 0.00 -0.01 0.01

0.05 -0.08 0.00 -0.02 0.10 0.04
20 500 0.3 0.01 0.00 0.01 0.00 0.00 -0.01 0.00

0.04 -0.07 0.00 -0.02 0.09 0.02
20 1000 0.3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4 -0.08 -0.01 -0.01 0.11 0.02
20 200 0.6 0.02 0.00 -0.01 -0.01 0.01 0.01 0.01

0.12 -0.26 0.00 -0.05 0.31 0.08
20 500 0.6 0.00 0.00 0.01 0.00 0.00 -0.01 -0.02

0.09 -0.23 0.01 -0.06 0.29 0.05
20 1000 0.6 0.01 0.00 0.01 0.00 0.00 0.00 0.01

0.10 -0.24 0.01 -0.06 0.29 0.07

표 14 문항수, 표본 크기, 극단 반응 방식의 개인차에 따른 eGRSM/GRSM의 문

항 추정치의 편이(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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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피험자 분포 
RMSE

a1 a2 d1 d2 d3 d4 c
5 200 norm 0 1.12 0.49 1.22 0.39 0.43 1.28 0.94

1.12 1.20 0.39 0.43 1.26 0.94
5 500 norm 0 0.70 0.43 0.59 0.29 0.27 0.66 0.65

0.70 0.58 0.29 0.27 0.65 0.65
5 1000 norm 0 0.49 0.21 0.45 0.18 0.18 0.50 0.45

0.49 0.45 0.18 0.18 0.50 0.45
5 200 norm 0.3 1.03 0.65 1.05 0.40 0.41 1.24 1.07

1.05 1.02 0.39 0.41 1.20 1.04
5 500 norm 0.3 0.64 0.26 0.61 0.29 0.24 0.73 0.65

0.69 0.79 0.28 0.26 0.99 0.67
5 1000 norm 0.3 0.50 0.35 0.43 0.20 0.16 0.52 0.43

0.58 0.61 0.19 0.21 0.78 0.47
5 200 norm 0.6 1.47 0.47 1.41 0.43 0.45 1.53 0.99

1.74 1.85 0.40 0.69 2.28 1.08
5 500 norm 0.6 0.79 0.26 0.77 0.25 0.30 0.76 0.66

1.06 1.59 0.24 0.61 2.07 0.89
5 1000 norm 0.6 0.60 0.21 0.68 0.20 0.23 0.67 0.50

0.85 1.42 0.24 0.62 1.83 0.76
10 200 norm 0 0.96 0.40 0.82 0.28 0.31 0.82 0.96

0.96 0.81 0.28 0.31 0.82 0.96
10 200 norm 0.3 1.04 0.29 1.02 0.35 0.38 1.11 1.06

1.07 0.94 0.34 0.43 1.09 1.01
10 500 norm 0.3 0.64 0.16 0.62 0.21 0.22 0.63 0.62

0.71 0.74 0.21 0.27 0.93 0.64
10 1000 norm 0.3 0.48 0.11 0.45 0.15 0.15 0.47 0.46

0.57 0.65 0.16 0.22 0.84 0.53
10 200 norm 0.6 1.16 0.30 1.23 0.38 0.34 1.29 0.98

1.40 1.61 0.32 0.62 2.10 1.11
10 500 norm 0.6 0.69 0.19 0.76 0.25 0.26 0.75 0.60

1.13 1.64 0.23 0.55 2.14 0.92
10 1000 norm 0.6 0.47 0.15 0.51 0.15 0.19 0.49 0.45

0.92 1.52 0.14 0.55 2.05 0.78
20 200 norm 0 0.98 0.29 0.88 0.20 0.25 0.86 0.91

0.98 0.87 0.20 0.25 0.85 0.91
20 200 norm 0.3 1.04 0.17 0.92 0.26 0.28 0.92 0.98

1.10 0.93 0.25 0.29 1.01 1.00
20 500 norm 0.3 0.68 0.10 0.54 0.16 0.19 0.53 0.56

0.75 0.71 0.17 0.22 0.81 0.59
20 1000 norm 0.3 0.49 0.07 0.42 0.11 0.13 0.41 0.41

0.59 0.71 0.12 0.17 0.83 0.46
20 200 norm 0.6 1.07 0.25 0.89 0.36 0.30 0.96 0.90

1.41 1.91 0.33 0.45 2.26 1.08
20 500 norm 0.6 0.74 0.15 0.72 0.21 0.22 0.72 0.63

1.08 1.74 0.22 0.47 2.11 0.83
20 1000 norm 0.6 0.49 0.13 0.39 0.11 0.10 0.42 0.43

0.90 1.70 0.14 0.43 2.06 0.79

표 15 문항수, 표본 크기, 극단 반응 방식의 개인차에 따른 eGRSM/GRSM의 문항

추정치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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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먼저 문항 모수 복원에 있어 극단 반응 방식을 고려한 eGRSM과

극단 반응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GRSM를 비교하였다. 표 14, 표

15는 각 모형에 따른 모수 복원의 편이(bias)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보여준다. 편이의 경우에는 문항의 수가 5개로 작

은 경우에도 eGRSM은 큰 편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에

그림 5 피험자 수(100, 200, 300, 500, 1000)와 문항수(5, 10, 20)에 따른 극단반응방식

의 표준편차 추정치의 분포(     인 경우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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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GRSM은 극단반응 방식의 분산(
 )이 커질수록 문항 난이도

와 반응 범주별 역치에서 편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양 극

단의 반응 범주 역치에 있어서 편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문항 수와

응답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eGRSM의 경우는 편이가 감소하였지

만, GRSM으로 추정된 문항 모수의 경우에는 편이가 잔존하였다.

RMSE의 경우에도 eGRSM로 추정한 모수의 경우는 문항과 피험자

수의 증가에 따라 0에 가까워지지만 GRSM로 추정된 문항 모수의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RSM

이 참 모형인 경우에 eGRSM의 모수 복원은 GRSM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eGRSM이 GRSM에 비해 복잡한 모형임에도 참 모형이

GRSM인 경우 변이(variability)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eGRSM이 GRSM에 비해 모수가 단 하나 많고, 또 극단반응방식의

분산 추정치가 정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5는 극단반응경향의 표준편차와 문항 수, 표본 크기, 잠재변

수의 분포에 따른 극단반응방식 표준편차의 추정치 분포를 보여준

다. 문항 수 그리고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치가 정확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잠재변수 분포에 따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항 수가 증가하고 표본 크기가 증

가할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표 16는 
  일 때, 문항 수 20, 표본 크기 1000인 경우

에 GRSM 잠재변수 추정치와 eGRSM의 잠재변수 추정치의 차이를

보여준다. 동등화(equating) 방법은 Stocking과 Lord(1983)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6 안의 그림에서 축은 실제 잠재 변수 값이며, 

축은 각 모형에 의한 잠재 변수 추정치를 나타낸다. 위쪽 그림은

GRSM 추정치이며 아래 그림은 eGRSM 추정치이다. 가 증가함

에 따라 잠재변수추정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조건에 따른 실제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 추정치 간의 상관관계

는 표 17과 같다. 상관관계 0.9를 목표로 한다면, eGRSM의 경우 문

항 수 10개 미만으로 상관관계 0.9이상을 얻을 수 있지만, GR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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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

GRSM

eGRSM

sd=0.3

GRSM

eGRSM

sd=0.6

GRSM

eGRSM

* 그래프 x-축 : 참 잠재 변수, y-축 : 각 모형에 따른 잠재변수 추정치

표 16. 극단 반응 방식의 분산에 따른 GRSM/eGRSM 잠재 변수 추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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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 0.6인 경우에는 문항 수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상관

계수 0.9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상관관계 0.95를 목표로 한다면

가 0.3인 경우에 eGRSM은 문항수 20개 미만으로 가능하지만,

GRSM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 모형이 eGRSM일 때, 분석 모형을 eGRSM으로 하면 잠

재변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의 분포에 따라 eGRSM과 GRSM의 잠재변수

추정치과 참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표 17). 잠재변수의

분포에 따라 잠재변수 추정치와 실제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는 상당

히 달라졌다. 균등 분포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기운 분포와 정규

문항수 5 문항 수 10 문항 수 20

 피험자 egrsm grsm egrsm
-grsm egrsm grsm egrsm

-grsm egrsm grsm egrsm
-grsm

0 100 0.88 0.88 0.00 0.93 0.93 0.00 0.97 0.97 0.00

200 0.88 0.88 0.00 0.93 0.93 0.00 0.97 0.97 0.00

300 0.88 0.88 0.00 0.93 0.93 0.00 0.97 0.97 0.00

500 0.88 0.88 0.00 0.93 0.93 0.00 0.97 0.97 0.00

1000 0.88 0.88 0.00 0.93 0.93 0.00 0.97 0.97 0.00

0.3 100 0.86 0.85 0.01 0.91 0.90 0.01 0.96 0.94 0.01

200 0.86 0.85 0.01 0.91 0.90 0.01 0.96 0.94 0.01

300 0.86 0.86 0.01 0.92 0.91 0.01 0.96 0.94 0.01

500 0.86 0.86 0.01 0.92 0.91 0.01 0.96 0.94 0.01

1000 0.86 0.86 0.01 0.92 0.91 0.01 0.96 0.94 0.01

0.6 100 0.84 0.81 0.03 0.90 0.86 0.05 0.95 0.90 0.05

200 0.85 0.82 0.03 0.90 0.86 0.04 0.95 0.90 0.05

300 0.85 0.82 0.03 0.90 0.86 0.04 0.95 0.90 0.05

500 0.85 0.82 0.03 0.90 0.86 0.04 0.95 0.90 0.05

1000 0.85 0.82 0.03 0.90 0.86 0.04 0.95 0.90 0.05

* egrsm-grsm : egrsm에서 잠재변수의 참값과 추정치의 상관관계와 grsm에서 잠재변수의
참값과 추정치의 상관관계의 차이

표 17. 문항 수, 표본 크기, 극단 반응 방식의 개인차에 따른 eGRSM과 GRSM의 잠

재변수 추정치과 참 잠재 변수의 상관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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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잠재변수 상관관계는 이렇게 잠재 변수

분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eGRSM과 GRSM의 상관관계의

차이는 잠재변수 분포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극단 반응 방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별 를

eGRSM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지를 참 와  추정치의 상관

관계를 통해 알아 보았다(표 18). 그 결과 문항의 수와 의 값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가 작은 경우(0.3)에는 문항이 20개가

표 18. 잠재변수의 분포에 따른 eGRSM과 GRSM 잠재 변수 추정치의 상관관계

egrsm grsm egrsm-grsm

 문항수 norm unif skew norm unif skew norm unif skew

0 5 0.85 0.94 0.85 0.85 0.94 0.85 0.00 0.00 0.00

10 0.83 0.92 0.83 0.83 0.92 0.82 0.01 0.01 0.01

20 0.81 0.91 0.81 0.78 0.88 0.78 0.03 0.03 0.03

0.3 5 0.92 0.96 0.91 0.92 0.96 0.91 0.00 0.00 0.00

10 0.90 0.95 0.90 0.89 0.94 0.88 0.01 0.01 0.01

20 0.88 0.94 0.88 0.84 0.91 0.83 0.04 0.04 0.05

0.6 5 0.96 0.98 0.96 0.96 0.98 0.96 0.00 0.00 0.00

10 0.95 0.97 0.95 0.94 0.96 0.93 0.01 0.01 0.01

20 0.94 0.97 0.94 0.89 0.92 0.88 0.05 0.05 0.06

* norm = 정규분포   , unif = 균등 분포(-3, 3), skew = 기운 분포

그림 6 표본 크기 1000, 문항 수 20, =0.6일 때 정규분포/균등분포/기운분포에서 참 

와  추정치(축 : 참  , 축 :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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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도 0.8 미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가 작을수록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는 표본

크기 1000, 문항 수 20, =0.6에서 참 와 추정치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3. 실제 데이터에 적용

eGRSM을 실제 데이터(김권현 등, 2015)에 적용하였다.

방법

김권현 등(2015)의 실험 1, 2의 데이터에 eGRSM을 적용하기 전

에 1차원성을 지니는 척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척도의 1차원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Slocum-Gori & Zumbo, 2011). 본 논

문에서는 Slocum-Gori & Zumbo(2011)의 지침을 따랐다. 구체적으

로 샘플 크기 100 또는 400에서 왜도(skewness)가 0일 때, 엄격한

(strictly) 또는 본질적인(essentially) 1차원성을 가리기 위해 PCA

평행 분석(Humphreys et al., 1975)을 사용하여 필요한 주성분의 갯

수가 1인 경우에 1차원성을 지닌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실험 1, 2의

데이터에서 본질적(혹은 엄격하게) 1차원성을 띄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선 왜도의 절대값

이 1.5 이하27)인 문항을 선별했다. 그 문항에 대해 PCA 평행 분석

을 통해 필요한 주성분의 갯수를 얻은 후, 주성분의 갯수를 요인의

갯수로 가정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에 대해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다시

PCA 평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데이터에서 필요한 주

성분의 갯수가 1로 나타났으므로, 선별한 문항이 1차원의 척도를 구

27) 대부분의 척도에서 모든 문항의 왜도가 1 이하였으며, 1 이상인 경우는 각 척
도에서 최대 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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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선별한 엄격한 1차원성 자료 중에서 eGRSM 모형을 적용

시키기 위해서는 GRSM 모형을 따르는 데이터를 선별할 필요가 있

다. Kang et al.(2009)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후보 모형이

GPCM, GRM, RSM, PCM일 때 가장 정확하게 모형을 선별하는 정

보 기준은 BIC이었다. 하지만 GRSM이 후보 모형으로 포함되지 않

았기 떄문에, GRSM, GPCM, GRM, PCM이 후보 모형일 때 여러

모형 적합도의 모형 선택 수행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에서도 BIC의

정확한 모형 선택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BIC를 통해 GRSM가 선

택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

이렇게 1차원 척도 선정된 문항에 대해 eGRSM를 통해 추정한
는 표 19과 같다. 실제 연구에 적용한 결과 설문의 위치에 따라

응답자의 극단 반응 방식의 분산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극단반응방식의 개인차가 상당해서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문항

모수 추정과 잠재 변수 추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 0.6)

수준의 자료도 많았다.

실험 척도(문항수) 전반부 후반부

실험 1 TA1(19) 0.356 0.631

실험 2 TA1(16) 0.388 0.707

SI2(5) 0.755 0.614

HS1(9) 0.488 0.876

HS2(18) 0.552 0.636

SE(5) 0.591 0.972

CC(5) 0.436 0.311

PO(11) 0.435 0.561

C(10) 0.554 0.411

표 19 김권현 등(2015)의 GRSM 척도에 eGRSM을 적용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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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장에서는 응답자의 극단 반응 방식을 고려하는 eGRSM 모형

을 제안하고, 그것을 MMLE로 추정하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참 모형이 적합 모형과 동일할 때 모수

복원의 정확성을 연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극단 반응 방식의 표

준편차가 크지 않을 때( = 0.3)에는 주어진 자료를 GRSM으로 분

석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극단 반응 방식의 표준 편차가 어

느 정도 커지면( = 0.6) 문항 모수와 잠재 변수 추정치가 부정확

해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지의

후반부에서 극단반응방식의 표준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eGRSM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한 잠재변수 추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MCMC 대신 MMLE 방법을 R에서 구현하여 추

정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하였다. MCMC의 경우, 사전 연구에서

수렴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IRT 모수 복원 연

구에서는 MCMC와 MMLE 방법을 비교하고 있다(Kieftenbeld and

Natesan, 2012; Hseih, Proctor, Hou, & Teo, 2010; Wollack et al.,

2002 등). 따라서 eGRSM의 경우에도 MCMC 추정 방법의 수행을

확인하고, 이를 MMLE 방법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극단반응방식의 분포를 로그 정규

분포로 설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물론 한 개인의

극단반응방식을 추정하지 않는 MMLE 방식은 분포 가정에 강건한

(robust)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극단 반응의 분포가 추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

제 극단 반응 경향의 분포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Woods(2014)의 연구처럼 잠재변수의 비정규성을 가정하여 비모수적

으로 잠재변수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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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반응방식의 개인차를 통제하는 데 있어 기존의 다른 방법들

(표 13)과의 비교도 유용할 것이다. 기존의 다른 방법들 중에 기본

문항반응모형으로 GRM을 가정한 경우는 없었지만, 라쉬(Rasch) 기

반의 모형들(RSM, PCM, GPCM, MNRM)의 분석 결과가 GRM 분

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라쉬 기반의 극단반

응모형의 분석 결과와 GRM 기반의 극단반응모형(eGRM)을 비교하

여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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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은 잠재변수 추정을 위해 설계된,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는

리커트 설문 문항에서 연구자의 가정에 어긋나는 비정상응답을 탐

지/분류/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개발/연구하였다. 비정상응답은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분석 결과에 오차를 증가시킨다. 집단 수준에서는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수준에서는 응답자의

잠재변수 추정치에 오차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응답을

탐지하여 제거하거나, 보정하는 것은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본 논문은 잠재 변수와 응답의 관계는 등급

반응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지만, 본 논문에서 개발된 방법은 다

른 문항반응모형에서도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정상응답과 비정상응답이 혼재되어 있을 때,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기 위해 무작위응답잠재집단 모형(LCRRM)을 제안하

였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표준화로그우도는 정상응답과

비정상응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항 모수를 추정함으로써

비정상응답에 대한 탐지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LCRRM 기반의 비정상응답 탐지는 문항 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

정하고, 우도가 아닌 확률을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응답의 탐지율을

높일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탐지된 비정상응답에 대해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비정상응답을 탐지하였다면 자연스러운 수순은 그 원인

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에 사용된 개인반응곡선과 문항표준화잔차

는 통계적 검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로그우도 검정은 정확

한 비정상응답모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 2에서는 일관성

통계치와 단순 통계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비정상응답모형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도 비정상응답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였으며 그 효용성을 보였다.

연구 3에서는 극단 반응 방식을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만

약 비정상 응답이 극단반응방식을 따른다면 이를 비정상응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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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하여 제거하는 것보다 극단반응방식을 보정하여 분석에 포함시

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연구 3에서는 반응범주 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역)극단반응방식을 GRM에 통합하

여 eGRM(극단 반응 GRM; extreme response-GRM)을 제안하였으

며, 내포 모형인 eGRSM(extreme response-GRSM)을 분석할 수 있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때 실용성을 강조하여 MCMC

방법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MMLE 방법을 R을 통해 구현하였

으며, 모사 실험을 통해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참모형이

eGRSM일 때, eGRSM은 GRSM에 비해 문항 모수 및 잠재 변수 추

정에서 나은 수행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김권현 등(2015)의 자료에

적용하여 후반부의 응답에서 (역)극단반응정도의 개인차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1, 2, 3의 방법은 모두 응답자의 반응 패턴만을 사용하여 비

정상응답을 탐지/분류/보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급증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의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부가 정보(예. 반응시간 등)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부가 정보를 사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비정상응답탐지가 가능하다(Niessen et al., 2016; Huang et al.,

2011; Meade & Craig, 2012). 부가 정보에는 문항 반응 시간, 가짜

문항(bogus item)28), 반응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문항들이 있

다. 부가정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1, 2, 3의 방법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항문항의 경우 이

미 반응 패턴과 반응 시간을 통합하여 비정상 응답을 탐지하는 방

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Pokropek, 2016)

결론적으로, 연구 1, 2, 3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잠재변수를 측정하

는 리커트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비정상적인 응답을 탐지하고

보정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응답의 원인을 확인하여 추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8) 가짜 문항은 정확한 답이 명백하여 응답자가 문항 내용에 주의를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항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같은 옷을 입는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문항을 읽고 이해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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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연구 1의 문항모수

문항

번호
경사 절편

문항

번호
경사 절편 1 절편 2

1 1.19 0.330225 1 1.19 -1.4399 2.10035

2 0.96 -0.048 2 0.96 -1.2672 1.1712

3 1.52 1.1172 3 1.52 -0.5548 2.7892

4 2.48 1.488 4 2.48 -1.5376 4.5136

5 0.58 -0.3654 5 0.58 -0.8613 0.1305

6 1.13 -1.33623 6 1.13 -3.33915 0.6667

7 1.63 2.000825 7 1.63 0.3912 3.61045

8 0.82 -0.656 8 0.82 -1.9721 0.6601

9 1.97 -1.89613 9 1.97 -4.69845 0.9062

10 1.21 -0.55055 10 1.21 -2.5168 1.4157

11 1.1 -0.407 11 1.1 -1.9525 1.1385

12 0.8 1.24 12 0.8 0.54 1.94

13 2.02 -1.18675 13 2.02 -4.242 1.8685

14 1.85 1.114625 14 1.85 -0.3885 2.61775

15 1.48 0.5069 15 1.48 -1.48 2.4938

16 1.4 -1.274 16 1.4 -2.758 0.21

17 2.47 0.487825 17 2.47 -3.74205 4.7177

18 0.93 -0.2325 18 0.93 -1.2555 0.7905

19 1.24 0.6944 19 1.24 -1.4074 2.7962

20 1.65 0.17325 20 1.65 -1.82325 2.16975

표 1 반응 범주 2일 때 표 2 반응 범주 3일 때 문항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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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경사 절편 1 절편 2 절편 3 절편 4

1 1.19 -1.8921 -0.9877 1.4875 2.7132

2 0.96 -2.256 -0.2784 0.576 1.7664

3 1.52 -1.0184 -0.0912 1.9456 3.6328

4 2.48 -2.976 -0.0992 3.0256 6.0016

5 0.58 -1.0672 -0.6554 -0.0986 0.3596

6 1.13 -4.1584 -2.5199 -0.339 1.6724

7 1.63 -0.9454 1.7278 2.9503 4.2706

8 0.82 -3.1406 -0.8036 0.4018 0.9184

9 1.97 -6.9147 -2.4822 0.2561 1.5563

10 1.21 -3.0371 -1.9965 0.8712 1.9602

11 1.1 -2.365 -1.54 0.649 1.628

12 0.8 0.168 0.912 1.632 2.248

13 2.02 -6.2014 -2.2826 0.6666 3.0704

14 1.85 -1.184 0.407 1.85 3.3855

15 1.48 -2.9156 -0.0444 1.4208 3.5668

16 1.4 -3.696 -1.82 -0.462 0.882

17 2.47 -5.1623 -2.3218 3.5074 5.928

18 0.93 -1.7763 -0.7347 0.4092 1.1718

19 1.24 -1.9964 -0.8184 2.0584 3.534

20 1.65 -3.3825 -0.264 1.1055 3.234

표 3 반응 범주 5일 때 문항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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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LCRRM 분석을 위한 MPlus 코드(예)

TITLE: Latent Class of Random Responders Model(LCRRM) to detect aberrant
responses

DATA: FILE IS c5_a20_p100_RF_i05_s0500_00011.csv;

VARIABLE: NAMES = u1-u5;
CATEGORICAL = u1-u5;

CLASSES = c (2);

MISSING = ALL (-99);
ANALYSIS: TYPE = MIXTURE;

MITERATIONS=1000;

ALGORITHM = INTEGRATION ODLL;
STARTS = 500 10;

STSCALE =0.5;

MODEL:
%OVERALL%

f by u1-u5* (a1-a5);

[f@0];
f@1;

%c#2%

f@0;
f by u1-u5@0;

[u1$1-u5$1@-1.386294];

[u1$2-u5$2@-0.4054651];
[u1$3-u5$3@0.4054651];

[u1$4-u5$4@1.386294];

MODEL CONSTRAINT:
a1 < 5;

a1 > 0;

a2 < 5;
a2 > 0;

! a3 ∼a5 생략

OUTPUT: TECH1;

SAVEDATA:
File is c5_a20_p100_RF_i05_s0500_00011FS.csv;

format is free;

save=cprobabilities F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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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연구 1의 Mplus 메시지와 횟수

표 1은 시뮬레이션 동안 발생한 Mplus 메시지의 종류와 내용을

나타낸다.

경고 메시지 1은 최대우도값이 재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혼합

메시지
종류 메세지

오류 1

THE MODEL ESTIMATION DID NOT TERMINATE NORMALLY DUE
TO A NON-ZERO DERIVATIVE OF THE OBSERVED-DATA
LOGLIKELIHOOD. THE MCONVERGENCE CRITERION OF THE EM
ALGORITHM IS NOT FULFILLED. CHECK YOUR STARTING VALUES
OR INCREASE THE NUMBER OF MITERATIONS. ESTIMATES
CANNOT BE TRUSTED. THE LOGLIKELIHOOD DERIVATIVE FOR
THE FOLLOWING PARAMETER IS _________:

경고 1

WARNING: THE BEST LOGLIKELIHOOD VALUE WAS NOT
REPLICATED. THE SOLUTION MAY NOT BE TRUSTWORTHY DUE
TO LOCAL MAXIMA. INCREASE THE NUMBER OF RANDOM
STARTS.

경고 2

WARNING: THE MODEL ESTIMATION HAS REACHED A SADDLE
POINT OR A POINT WHERE THE OBSERVED AND THE EXPECTED
INFORMATION MATRICES DO NOT MATCH.
AN ADJUSTMENT TO THE ESTIMATION OF THE INFORMATION
MATRIX HAS BEEN MADE.
THE PROBLEM MAY ALSO BE RESOLVED BY DECREASING THE
VALUE OF THE MCONVERGENCE OR LOGCRITERION OPTIONS OR
BY CHANGING THE STARTING VALUES OR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GRATION POINTS OR BY USING THE MLF
ESTIMATOR.

경고 3

THE STANDARD ERRORS OF THE MODEL PARAMETER
ESTIMATES MAY NOT BE TRUSTWORTHY FOR SOME
PARAMETERS DUE TO A NON-POSITIVE DEFINITE FIRST-ORDER
DERIVATIVE PRODUCT MATRIX. THIS MAY BE DUE TO THE
STARTING VALUES BUT MAY ALSO BE AN INDICATION OF
MODEL NONIDENTIFICATION. THE CONDITION NUMBER IS
_______. PROBLEM INVOLVING THE FOLLOWING PARAMETER:

경고 4
THE CHI-SQUARE TEST IS NOT COMPUTED BECAUSE THE
FREQUENCY TABLE FOR THE LATENT CLASS INDICATOR MODEL
PART IS TOO LARGE.

표 1 MPLUS 메시지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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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경우 많은 국소 최대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

러 초기값에서 최대우도값이 재연함으로써 국소 최대값일 가능성을

줄인다. 따라서 이 경고 메시지는 최대 우도 결과가 전역 최대값이

아니라 국소 최대값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총 1486회 경고가

발생하였으며(표 15-18), 특히 문항의 개수가 20개, 피험자의 수가

200명일 때 많이 발생했다. 실재 자료 분석에서는 좀 더 많은 초기

값에 대해 적합을 시도함으로써 국소 최대값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응범주의 수 2 3 5
경고 메시지 1의 수 732 249 505

표 2 반응범주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1의 횟수

비정상응답의 비율 0 0.05 0.1 0.2 0.4
경고 메시지 1의 수 312 304 284 296 290

표 3 비정상응답의 비율에 따른 경고 메시지 1의 횟수

문항의 수 5 10 20
경고 메시지 1의 수 5 1 1480

표 4 문항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1의 횟수

응답자의 수 200 500 1000
경고 메시지 1의 수 1131 354 1

표 5 응답자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1의 횟수

경고 메시지 2은 추정된 모수값이 최대 우도 값이 아닐 수도 있

거나(saddle point), observed information matrix와 expected

information matrix가 다르기 때문에 보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고 메시지 1은 122번 나타났으며(표 19-22), 반응범주의 개수가 2

개일 때, 비정상응답의 비율이 높을 때, 문항의 수가 5개일 때 특히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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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범주의 수 2 3 5
경고 메시지 2의 수 113 4 5

표 6 반응범주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2의 횟수

비정상응답의 비율 0 0.05 0.1 0.2 0.4
경고 메시지 2의 수 13 13 21 30 45

표 7 비정상응답의 비율에 따른 경고 메시지 2의 횟수

문항의 수 5 10 20
경고 메시지 2의 수 102 10 10

표 8 문항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2의 횟수

응답자의 수 200 500 1000
경고 메시지 2의 수 56 53 13

표 9 응답자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2의 횟수

경고 메시지 3은 1차 미분 결과에 이상이 있어서 몇몇 모수의 추정

치가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23-26).

반응범주의 수 2 3 5
경고 메시지 3의 수 6 2 59

표 10 반응범주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3의 횟수

비정상응답의 비율 0 0.05 0.1 0.2 0.4
경고 메시지 3의 수 18 1 10 12 26

표 11 비정상응답의 비율에 따른 경고 메시지 3의 횟수

문항의 수 5 10 20
경고 메시지 3의 수 2 0 65

표 12 문항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3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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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수 200 500 1000
경고 메시지 3의 수 67 0 0

표 13 응답자의 수에 따른 경고 메시지 3의 횟수

그 밖에도 경고 메시지 5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반응범주의

수와 문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오류 메시지 1은 총 6번 발생했다. 이 경우는 MPLUS에서 우도값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모두 표본 크기

200인 경우에 발생했으며, 문항의 수가 5개일 때 5번 발생하였다.

실제 분석에 있어 오류 메시지 1의 경우는 로그 우도를 비롯한 여

러 가지 적합도(AIC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밖의 경우(경고 메시지 1,2,3,4)의 경우에는 로그 우도 값이 동일

한 조건(반응 범주의 수, 비정상응답의 비율 등)의 다른 로그 우도

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였다.



- 94 -

부록 D. 연구 1의 LCRRM과 (혹은 
)의 수행비교

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200 0.06(0.02) 0.08(0.05) 0.06(0.01) 0.05(0.01) 0.06(0.01) 0.05(0.01)

500 0.05(0.02) 0.06(0.02) 0.05(0.01) 0.05(0.01) 0.06(0.01) 0.05(0.00)

1000 0.05(0.01) 0.06(0.01) 0.05(0.01) 0.05(0.00) 0.06(0.01) 0.05(0.00)

。
200 0.06(0.02) 0.08(0.04) 0.04(0.01) 0.05(0.02) 0.04(0.01) 0.05(0.01)

500 0.05(0.02) 0.06(0.02) 0.04(0.01) 0.05(0.01) 0.04(0.01) 0.05(0.01)

1000 0.05(0.01) 0.06(0.02) 0.04(0.01) 0.05(0.01) 0.04(0.01) 0.05(0.01)

。

200 0.05(0.01) 0.08(0.05) 0.03(0.01) 0.05(0.02) 0.03(0.01) 0.05(0.02)

500 0.05(0.01) 0.06(0.02) 0.03(0.01) 0.05(0.01) 0.03(0.01) 0.05(0.01)

1000 0.04(0.01) 0.06(0.02) 0.03(0.01) 0.05(0.01) 0.03(0.00) 0.05(0.01)

。

200 0.05(0.02) 0.09(0.06) 0.02(0.01) 0.06(0.03) 0.02(0.01) 0.06(0.02)

500 0.04(0.01) 0.07(0.04) 0.02(0.01) 0.06(0.02) 0.02(0.01) 0.05(0.01)

1000 0.04(0.01) 0.06(0.02) 0.02(0.01) 0.05(0.01) 0.02(0.00) 0.05(0.01)

。

200 0.04(0.02) 0.11(0.08) 0.01(0.01) 0.08(0.04) 0.01(0.01) 0.07(0.03)

500 0.03(0.01) 0.08(0.05) 0.01(0.01) 0.06(0.02) 0.01(0.00) 0.06(0.02)

1000 0.03(0.01) 0.07(0.04) 0.01(0.00) 0.06(0.01) 0.01(0.00) 0.05(0.01)

표 1 반응범주의 수 2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오경보율 비교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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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200 0.03(0.01) 0.05(0.01) 0.04(0.01) 0.05(0.00) 0.04(0.01) 0.05(0.00)

500 0.03(0.01) 0.05(0.00) 0.04(0.01) 0.05(0.00) 0.04(0.01) 0.05(0.00)

1000 0.03(0.01) 0.05(0.00) 0.04(0.00) 0.05(0.00) 0.04(0.01) 0.05(0.00)

。
200 0.02(0.01) 0.05(0.02) 0.02(0.01) 0.05(0.01) 0.02(0.01) 0.05(0.01)

500 0.02(0.01) 0.05(0.01) 0.02(0.01) 0.05(0.01) 0.02(0.01) 0.05(0.00)

1000 0.02(0.01) 0.05(0.01) 0.02(0.00) 0.05(0.00) 0.02(0.00) 0.05(0.00)

。

200 0.02(0.01) 0.05(0.02) 0.01(0.01) 0.05(0.01) 0.01(0.01) 0.05(0.01)

500 0.02(0.01) 0.05(0.01) 0.01(0.00) 0.05(0.01) 0.01(0.00) 0.05(0.00)

1000 0.02(0.00) 0.05(0.01) 0.01(0.00) 0.05(0.01) 0.01(0.00) 0.05(0.00)

。

200 0.01(0.01) 0.06(0.03) 0.00(0.00) 0.05(0.02) 0.00(0.00) 0.05(0.01)

500 0.01(0.00) 0.05(0.01) 0.00(0.00) 0.05(0.01) 0.00(0.00) 0.05(0.01)

1000 0.01(0.00) 0.05(0.01) 0.00(0.00) 0.05(0.01) 0.00(0.00) 0.05(0.00)

。

200 0.00(0.00) 0.07(0.05) 0.00(0.00) 0.07(0.03) 0.00(0.00) 0.05(0.01)

500 0.00(0.00) 0.06(0.03) 0.00(0.00) 0.05(0.01) 0.00(0.00) 0.05(0.01)

1000 0.00(0.00) 0.05(0.02) 0.00(0.00) 0.05(0.01) 0.00(0.00) 0.05(0.01)

표 2 반응범주의 수 3개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오경보율 비교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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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200 0.03(0.01) 0.05(0.01) 0.04(0.01) 0.05(0.00) 0.04(0.01) 0.05(0.00)

500 0.03(0.01) 0.05(0.00) 0.04(0.01) 0.05(0.00) 0.04(0.01) 0.05(0.00)

1000 0.03(0.00) 0.05(0.00) 0.04(0.00) 0.05(0.00) 0.04(0.01) 0.05(0.00)

。
200 0.02(0.01) 0.05(0.01) 0.02(0.01) 0.05(0.01) 0.02(0.01) 0.05(0.01)

500 0.02(0.01) 0.05(0.01) 0.02(0.01) 0.05(0.01) 0.02(0.01) 0.05(0.00)

1000 0.02(0.00) 0.05(0.01) 0.02(0.00) 0.05(0.00) 0.02(0.00) 0.05(0.00)

。

200 0.02(0.01) 0.06(0.02) 0.01(0.01) 0.05(0.01) 0.01(0.01) 0.05(0.01)

500 0.01(0.00) 0.05(0.01) 0.01(0.01) 0.05(0.01) 0.01(0.00) 0.05(0.00)

1000 0.01(0.00) 0.05(0.01) 0.01(0.00) 0.05(0.01) 0.01(0.00) 0.05(0.00)

。

200 0.01(0.01) 0.06(0.03) 0.00(0.00) 0.05(0.02) 0.00(0.00) 0.05(0.01)

500 0.01(0.00) 0.05(0.01) 0.00(0.00) 0.05(0.01) 0.00(0.00) 0.05(0.01)

1000 0.01(0.00) 0.05(0.01) 0.00(0.00) 0.05(0.01) 0.00(0.00) 0.05(0.00)

。

200 0.00(0.00) 0.08(0.04) 0.00(0.00) 0.07(0.03) 0.00(0.00) 0.05(0.01)

500 0.00(0.00) 0.06(0.02) 0.00(0.00) 0.06(0.01) 0.00(0.00) 0.05(0.01)

1000 0.00(0.00) 0.06(0.01) 0.00(0.00) 0.05(0.01) 0.00(0.00) 0.05(0.01)

표 3 반응범주의 수 5개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오경보율 비교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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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

200 0.16(0.13) 0.18(0.17) 0.49(0.17) 0.55(0.21) 0.64(0.14) 0.76(0.14)

500 0.15(0.08) 0.19(0.1) 0.47(0.1) 0.55(0.11) 0.64(0.08) 0.76(0.08)

1000 0.14(0.05) 0.16(0.08) 0.5(0.07) 0.58(0.08) 0.63(0.07) 0.77(0.06)

。

200 0.15(0.09) 0.19(0.15) 0.43(0.1) 0.56(0.14) 0.56(0.11) 0.76(0.11)

500 0.15(0.05) 0.18(0.09) 0.44(0.06) 0.57(0.09) 0.57(0.07) 0.77(0.07)

1000 0.14(0.04) 0.18(0.07) 0.44(0.05) 0.57(0.06) 0.57(0.04) 0.77(0.05)

。

200 0.13(0.06) 0.22(0.16) 0.33(0.06) 0.55(0.12) 0.44(0.07) 0.77(0.09)

500 0.14(0.04) 0.22(0.1) 0.36(0.04) 0.59(0.08) 0.46(0.04) 0.77(0.05)

1000 0.13(0.03) 0.18(0.07) 0.35(0.03) 0.58(0.06) 0.46(0.03) 0.77(0.04)

。

200 0.11(0.04) 0.26(0.17) 0.21(0.04) 0.61(0.11) 0.27(0.04) 0.79(0.08)

500 0.11(0.02) 0.21(0.12) 0.22(0.02) 0.59(0.07) 0.28(0.02) 0.77(0.05)

1000 0.11(0.03) 0.22(0.1) 0.23(0.02) 0.59(0.06) 0.28(0.02) 0.78(0.03)

표 4 반응범주의 수 2개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탐지율 비교(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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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

200 0.34(0.13) 0.44(0.21) 0.73(0.12) 0.82(0.12) 0.96(0.07) 0.97(0.05)

500 0.36(0.10) 0.48(0.12) 0.75(0.08) 0.83(0.07) 0.96(0.04) 0.98(0.03)

1000 0.38(0.07) 0.50(0.08) 0.74(0.06) 0.83(0.05) 0.97(0.02) 0.98(0.02)

。

200 0.30(0.09) 0.45(0.15) 0.68(0.09) 0.82(0.08) 0.95(0.05) 0.98(0.03)

500 0.32(0.06) 0.49(0.08) 0.69(0.06) 0.83(0.05) 0.93(0.04) 0.98(0.02)

1000 0.33(0.05) 0.50(0.07) 0.68(0.04) 0.83(0.04) 0.94(0.02) 0.98(0.01)

。

200 0.21(0.06) 0.50(0.11) 0.54(0.07) 0.83(0.06) 0.84(0.05) 0.98(0.03)

500 0.23(0.04) 0.50(0.07) 0.55(0.04) 0.83(0.05) 0.85(0.03) 0.98(0.01)

1000 0.24(0.03) 0.50(0.04) 0.55(0.03) 0.83(0.03) 0.85(0.02) 0.98(0.01)

。

200 0.09(0.03) 0.49(0.13) 0.27(0.04) 0.83(0.07) 0.53(0.04) 0.98(0.01)

500 0.09(0.02) 0.51(0.08) 0.28(0.02) 0.84(0.04) 0.54(0.03) 0.98(0.01)

1000 0.09(0.02) 0.50(0.05) 0.29(0.02) 0.84(0.03) 0.55(0.02) 0.99(0.01)

표 5 반응범주의 수 3개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탐지율 비교(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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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

200 0.33(0.14) 0.44(0.23) 0.78(0.13) 0.83(0.12) 0.97(0.05) 0.99(0.03)

500 0.36(0.08) 0.51(0.11) 0.78(0.09) 0.85(0.07) 0.97(0.03) 0.99(0.02)

1000 0.37(0.07) 0.52(0.08) 0.77(0.05) 0.86(0.05) 0.98(0.02) 0.99(0.01)

。

200 0.3(0.08) 0.51(0.12) 0.7(0.07) 0.84(0.08) 0.95(0.05) 0.99(0.03)

500 0.3(0.06) 0.51(0.08) 0.72(0.06) 0.86(0.05) 0.95(0.03) 0.99(0.02)

1000 0.32(0.05) 0.52(0.06) 0.73(0.04) 0.87(0.04) 0.95(0.02) 0.99(0.01)

。

200 0.23(0.05) 0.52(0.11) 0.56(0.06) 0.83(0.07) 0.87(0.05) 0.98(0.02)

500 0.22(0.04) 0.51(0.06) 0.58(0.05) 0.86(0.04) 0.88(0.03) 0.99(0.01)

1000 0.23(0.03) 0.52(0.05) 0.59(0.03) 0.86(0.03) 0.88(0.02) 0.99(0.01)

。

200 0.09(0.03) 0.54(0.11) 0.29(0.04) 0.86(0.05) 0.56(0.04) 0.99(0.01)

500 0.1(0.02) 0.53(0.07) 0.31(0.02) 0.86(0.03) 0.58(0.03) 0.99(0.01)

1000 0.1(0.01) 0.54(0.05) 0.31(0.02) 0.87(0.02) 0.59(0.02) 0.99(0.01)

표 6 반응범주의 수 5개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탐지율 비교(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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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자 
  LCRRM 

  LCRRM 
  LCRRM

。

200 0.63(0.11) 0.67(0.11) 0.86(0.08) 0.85(0.11) 0.93(0.04) 0.96(0.03)

500 0.65(0.06) 0.7(0.08) 0.86(0.04) 0.88(0.04) 0.92(0.03) 0.95(0.02)

1000 0.64(0.05) 0.71(0.05) 0.86(0.03) 0.89(0.03) 0.92(0.02) 0.95(0.02)

。

200 0.64(0.07) 0.68(0.09) 0.85(0.04) 0.87(0.06) 0.92(0.03) 0.95(0.02)

500 0.65(0.04) 0.71(0.06) 0.86(0.03) 0.89(0.03) 0.92(0.02) 0.96(0.01)

1000 0.65(0.03) 0.72(0.03) 0.86(0.02) 0.88(0.02) 0.92(0.01) 0.95(0.01)

。

200 0.63(0.05) 0.7(0.07) 0.84(0.04) 0.88(0.04) 0.91(0.03) 0.95(0.02)

500 0.64(0.03) 0.72(0.03) 0.85(0.02) 0.88(0.02) 0.91(0.02) 0.95(0.01)

1000 0.64(0.02) 0.72(0.02) 0.85(0.02) 0.88(0.02) 0.91(0.01) 0.95(0.01)

。

200 0.63(0.05) 0.71(0.05) 0.83(0.03) 0.88(0.02) 0.89(0.02) 0.95(0.01)

500 0.63(0.03) 0.72(0.02) 0.84(0.02) 0.88(0.02) 0.9(0.01) 0.95(0.01)

1000 0.64(0.02) 0.72(0.02) 0.84(0.01) 0.88(0.01) 0.9(0.01) 0.95(0.01)

표 7 반응범주의 수 2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ROC의 AU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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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

자
  LCRRM   LCRRM   LCRRM

。

200 0.82(0.07) 0.8(0.12) 0.86(0.08) 0.85(0.11) 0.93(0.04) 0.96(0.03)

500 0.83(0.05) 0.83(0.06) 0.86(0.04) 0.88(0.04) 0.92(0.03) 0.95(0.02)

1000 0.83(0.03) 0.84(0.03) 0.86(0.03) 0.89(0.03) 0.92(0.02) 0.95(0.02)

。

200 0.82(0.06) 0.82(0.08) 0.85(0.04) 0.87(0.06) 0.92(0.03) 0.95(0.02)

500 0.84(0.03) 0.84(0.03) 0.86(0.03) 0.89(0.03) 0.92(0.02) 0.96(0.01)

1000 0.83(0.02) 0.84(0.02) 0.86(0.02) 0.88(0.02) 0.92(0.01) 0.95(0.01)

。

200 0.82(0.04) 0.84(0.04) 0.84(0.04) 0.88(0.04) 0.91(0.03) 0.95(0.02)

500 0.83(0.02) 0.84(0.02) 0.85(0.02) 0.88(0.02) 0.91(0.02) 0.95(0.01)

1000 0.83(0.02) 0.84(0.02) 0.85(0.02) 0.88(0.02) 0.91(0.01) 0.95(0.01)

。

200 0.81(0.04) 0.83(0.03) 0.83(0.03) 0.88(0.02) 0.89(0.02) 0.95(0.01)

500 0.82(0.02) 0.84(0.02) 0.84(0.02) 0.88(0.02) 0.9(0.01) 0.95(0.01)

1000 0.82(0.01) 0.84(0.01) 0.84(0.01) 0.88(0.01) 0.9(0.01) 0.95(0.01)

표 8 반응범주의 수 3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ROC

의 AU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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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10문항 20문항

응답자   LCRRM   LCRRM   LCRRM

。

200 0.85(0.07) 0.81(0.14) 0.96(0.03) 0.96(0.03) 1.00(0.00) 1.00(0.00)

500 0.86(0.04) 0.86(0.06) 0.97(0.02) 0.97(0.02) 1.00(0.00) 1.00(0.00)

1000 0.86(0.03) 0.87(0.03) 0.97(0.01) 0.97(0.01) 1.00(0.00) 1.00(0.00)

。

200 0.85(0.05) 0.86(0.06) 0.96(0.02) 0.96(0.02) 1.00(0.01) 1.00(0.01)

500 0.86(0.03) 0.87(0.03) 0.97(0.01) 0.97(0.01) 1.00(0.00) 1.00(0.00)

1000 0.86(0.02) 0.87(0.02) 0.97(0.01) 0.97(0.01) 1.00(0.00) 1.00(0.00)

。

200 0.85(0.03) 0.86(0.03) 0.96(0.02) 0.96(0.02) 1.00(0.00) 1.00(0.00)

500 0.85(0.02) 0.86(0.02) 0.97(0.01) 0.97(0.01) 1.00(0.00) 1.00(0.00)

1000 0.85(0.01) 0.87(0.01) 0.97(0.01) 0.97(0.01) 1.00(0.00) 1.00(0.00)

。

200 0.83(0.03) 0.85(0.03) 0.95(0.02) 0.96(0.01) 0.99(0.00) 1.00(0.00)

500 0.84(0.02) 0.86(0.02) 0.96(0.01) 0.97(0.01) 0.99(0.00) 1.00(0.00)

1000 0.85(0.01) 0.87(0.01) 0.96(0.01) 0.97(0.01) 0.99(0.00) 1.00(0.00)

표 9 반응범주의 수 5일 때  와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의

ROC의 AU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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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응범주의 수 2일 때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과 의 1종 오류

율 (점: 실제 데이터, 에러바 : 0.05, 0.5, 0.95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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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응범주의 수 3에서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와 의 1종 오류율

(점: 실제 데이터, 에러바 : 0.05, 0.5, 0.95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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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응범주의 수 5에서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와 의 1종 오류율

(점: 실제 데이터, 에러바 : 0.05, 0.5, 0.95 백분위수)



- 106 -

그림 4 반응범주의 수 2개일 때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와 의 탐지율

(점: 실제 데이터, 에러바 : 0.05, 0.5, 0.95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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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응범주의 수 3에서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와 의 탐지율 비

교(점: 실제 데이터, 에러바 : 0.05, 0.5, 0.95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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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반응범주의 수 5개일 때 LCRRM 사후 확률 기반 비정상 응답 탐지와 의 탐지율

비교(점: 실제 데이터, 에러바 : 0.05, 0.5, 0.95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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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단순통계치와 일관성통계치

1. 일관성 통계치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Shannon과 Weaver(1949)가 제안한 개념으로 주어진

확률 실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만약 확률 실험에서 가능

한 사건이 개 있고, 그들의 확률을 ( ≤  ≤ )로 나타낸다면, 이

확률 실험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표본을 통해 엔트로피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Miller, 1955 등)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최대

우도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최대우도 엔트로피 추정치는 다음과 같

다.

( 

  총 시행 수,   사건 의 발생 횟수)

엔트로피는 자료의 변산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표준편차와 비

슷하지만 중심(centrality)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준편차와

다르다.

설문 응답의 맥락에서 엔트로피는 개인 엔트로피와 문항 엔트로

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항의 수가 이고, 반응 범주의 갯수가

인 설문에 대한 응답자  ≤  ≤ 의 개인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log

 . (1)


  


 log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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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문항의 수,  반응범주의

개수)

여기서 ⌗는 집합의 갯수를 의미한다. 문항 엔트로피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의 반응 분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응답자의 수,  반응범주의

개수)

렘펠-지브 복잡도

렘펠-지브 복잡도는 데이터 압축법의 하나인 렘펠-지브 압축법

(Ziv & Lempel, 1978)을 기반으로 정의되는데 수열(number

sequence)의 무작위(randomness) 정도를 나타낸다. 어떤 수열의 렘

펠-지브 복잡도는 수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숫자를 코딩하면

서 새로운 부분 수열이 등장하는 횟수를 수열의 길이에 따라 표준

화한 값이다(그 자세한 알고리즘은 Aboy 등(2006)을 참조하라). 만

약 어떤 수열의 길이가 이고 발견된 부분수열의 수가 이라면 렘

펠-지브 복잡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새로운 부분 수열의 개수,  log  

 )

패턴의 수 을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  
  



 log

  

⌗     . (3)

∙   
  



 log

  

⌗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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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수열 1-2-1-2-1-2-1의 새로운 부분 수열의 수를 구

하여 보자. 최초에 새로운 부분 수열 집합은 공집합이다. 수열의 첫

수 1을 대면하면 이 수가 부분 수열 집합에 존재하는 지 확인한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 수열이다. 1을 부분 수열 집합에

원소로 추가한다. 수열의 두 번째 수 2 역시 부분 수열 집합에 존재

하지 않으므로 부분 수열 집합에 추가한다. 이제 부분 수열 집합은

 가 된다. 세 번째 수 1은 부분 수열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부분 수열이 아니다. 네 번째 수는 2이다. 이때 세 번째 수

가 새로운 부분 수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

를 연결한 부분 수열 1-2가 새로운 부분 수열 집합의 원소인지를

확인한다. 부분 수열 집합의 원소가 아니므로 새로운 부분 수열이

다. 따라서 부분 수열 집합에 추가한다. 이때 새로운 부분 수열 집

합은    가 된다. 다섯 번째 수 1, 다섯 번째 수와 여섯 번째

수를 연결한 수열 1-2는 모두 새로운 부분 수열 집합의 원소이므로

새로운 부분 수열이 아니다(새로운 부분 수열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이전에 관찰한 부분 수열이라는 의미이다). 다섯 번째 수부터 일곱

번째 수까지 연결한 부분 수열 1-2-1은 (새로운) 부분 수열 집합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부분 수열이고, 따라서 부분 수열 집합에

추가한다. 이때 부분 수열 집합은       이 되고, 따라

서 새로운 부분수열의 개수 는 4가 된다. 이 수열은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열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렘펠 복잡도는

낮다. 반면 1-2-3-1-4-2-3과 같은 수열은 새로운 부분 수열을 다섯

개({1, 2, 3, 1-4, 2-3}) 찾을 수 있다.

설문 응답의 맥락에서 응답자 의 렘펠-지브 복잡도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  응답자 의 문항 ∼ 에 대한 반응    에서 발견한

새로운 부분 수열의 개수,  log
 ,  문항의 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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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줄 반응 길이

연속된 리커트 척도의 문항에 대해 동일한 번호의 반응을 연속적

으로 하는 것을 Herzog와 Bachman(1981)은 직선 형태(straight-line

pattern)의 반응이라고 불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반응을 “한줄 반

응”이라고 칭했으며, 주어진 척도에서 응답자의 가장 긴 한줄 반응

의 길이를 “최대 한줄 반응 길이(Maximum Run Length)”라고 칭하

였다.

(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반응변화비율

최대한줄반응길이는 동일한 반응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정량화했다면, 반응변화비율은 그 반대의 현상(연속되는 문항에서

반응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현상)을 정량화한다. 하지만 최대한

줄반응길이가 전체 반응 중에서 일부분의 반응에 의해 그 값이 결

정되지만, 반응변화비율은 전체 반응을 모두 고려하는 면에서 차이

가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의 반응변화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

다.

(  반응변화비율,   문항의 수,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중간 반응의 비율

중간 반응이란 리커트 척도 문항에서 중간에 위치한 반응 범주를

선택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점 리커트 척도 문

항에서 “3. 그저 그렇다”를 선택하는 것은 “중간 반응”이다. Herzog

와 Bachman(1981)은 동기가 저하된 응답자는 좀 더 쉽게 응답할

  max        
       ⋯   (7)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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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응답을 하거나 긍

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후에 설

명하겠지만 중간 반응은 반응 방식의 하나인 중간 반응 방식과도

연관된다.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에서 흔히 중간반응은 “3. 보통이

다”, “3. 그저 그렇다” 등이 된다. 모든 문항에서 가능한 반응범주가

∼ 일 때, 응답자 의 중간 반응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  중간반응비율,   문항의 갯수,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 : 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

⌊⌋ 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극단 반응 비율

극단 반응이란 리커트 척도 문항에서 양극단의 반응범주를 선택

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에

서 “1. 전혀 그렇지 않다”와 “5. 매우 그렇다” 선택하는 것은 “극단

반응”이다. 극단 반응 비율은 Bachman와 O'Malley(1984)가 제안하

였고, Zijlstra 등(2011)에서 극단반응응답을 탐지하는데 가장 효과적

인 통계치였다. 모든 문항에서 가능한 반응범주가 ∼ 일 때, 응답

자 의 극단 반응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극단반응비율,   문항의 갯수,   반응범주의 개수,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2. 일관성 통계치

 

⌗   ⌈⌉ or   ⌊⌋  ≤  ≤ 
 (9)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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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T 표준화로그우도(응답자우도)

만약 모든 응답이 IRT 모형을 따를 경우, 만약 반응자 모수()와

문항 모수  를 안다면 응답자의 특정한 반응 패턴
     (  문항의 개수)에 대한 로그 우도는 식 13과 같

이 계산 할 수 있다. 이 우도()를 활용하여 반응자의 반응 패턴이

반응자 모수와 문항모수에 비추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Levine

& Rubin, 1979).

흔히 우도가 낮은 반응을 일탈(aberrant)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문

항 모수 추정치가 특정한 집단 속에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개인의 반응 패턴이 집단의 반응 패턴에 비추어 볼 때 비일

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능력치를 측정하는 시험 상황에

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피험자가 난이도 높은 문제는 맞추고, 난

이도 낮은 문제를 틀렸다면 이것이 피험자의 능력치가 높아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험자의 능력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찬가지의 현상이 구인을 측정하는 심

리척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심리 척도의 목적이 응답자의 구인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구인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응답 패턴은 질

이 낮은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항에 대한 응답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를 통해 추정되

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Drasgow 등(1985)는 모수 추정치를

통해 구한 가 응답자 모수 추정치()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를 표준화한 를 제안하였다(식 14). 여기서 표준

화는 응답자 집단에 대한 표준화가 아니라 한 응답자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응답 패턴과 그에 따른 로그 우도에 대한 표준화이다.


    

  



loglo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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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절하지 않은(aberrant) 반응을 탐지하는 데 다른 지표들보

다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많은 특성(across-trait)에 관한

연구들에서 안정적(stability)이고, 일관된(consistent) 결과를 보인다

(Reise & Due, 1991; Reise & Waller, 1993). 그리고 는 무작위 반

응, 추측 등 여러 형태의 반응 조건에서도 다른 지표들 보다 더 좋

은 성능을 보인다(Birenbaum, 1985; Li & Olejnik, 1997; Nering,

1997). 보통 가 -2 보다 낮은 사람들을 일탈(aberrant) 반응 패턴

으로 간주하거나(Ferrando and Chico, 2001; Schmitt et al, 1999), 

가 정규분포를 띤다는 가정 하에서 오류율에 맞추어 기각역을 설정

하기도 한다. 를 다항 문항에 대해 일반화한 
는 다항 문항에 대

한 반응 모형(예. GRM)이 주어진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Drasgow et al., 1985).

굿트먼 오류 갯수

이항 문항에서 굿트먼 오류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통과하고, 난

이도가 낮은 문항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Meijer,

1994). 어떤 척도에서 굿트먼 오류의 갯수는 척도의 모든 문항 쌍에

대해 굿트먼 오류의 갯수를 나타낸다. 반응범주가 2개(0,1)인 상황에

서 굿트먼 오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응답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   문항의 갯수)

 


 (13)


  



loglog (14)


  



log
 (15)

  
 ≤    ≤ 


 

 (16)



- 116 -

반응범주가 개인 순서척도 문항에 대한 반응은 이항 문항  

개에 대한 반응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때 번째 이항 문항에 대

한 반응은 순서척도 문항의 반응이  이상이냐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반응범주가 5개인 순서척도 문항에 대한 반응은 4개의 이항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 만약 반응이 2였다면 첫번째

이항 문항과 두번째 이항 문항에 대한 반응은 긍정(1)이 되고, 세

번째 이항 문항과 네 번째 이항 문항에 대한 반응은 부정(0)이 된

다. 이때 각 이항 문항의 위치(역치) 모수는 부정(0)으로 반응한 응

답자의 수를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눈 값으로 추정한다. 이런 방식

으로 모든 순서 척도 문항을 이항 문항 반응으로 변형한 후 굿트먼

오류의 갯수를 구하면 그 값이 다항 문항에 대한 굿트먼 오류의 갯

수가 된다. 다항 문항에서 변형된 모든 이항 문항을 난이도의 오름

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번째 문항에 대한 반응(긍정 또는 부정)을

로 놓으면 아래의 식을 통해 다항 문항에 대한 굿트먼 오류 갯수

를 구할 수 있다.

(  문항의 갯수,  반응 범주의 개수)

표준화 굿트먼 오류 갯수

굿트먼 오류 갯수는 총점과 교락(confound)되어 있다(Emons,

2008). 구체적으로 총점이 매우 크거나, 작은 경우 굿트먼 오류의 개

수는 작아진다. 따라서 굿트먼 오류 개수가 작다는 것은 응답자의

반응이 다른 응답자들의 반응 패턴과 일치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응답자의 총점이 매우 크거나 작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

게 굿트먼 오류 개수만으로는 응답자의 반응이 다른 응답자들의 반

응 패턴과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반면에 표준

화 굿트먼 오류 갯수는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표

준화 굿트먼 오류 갯수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한다. 여기서 는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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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순서척도 문항에 대한 반응을 합친 값이다(아래 식). 이항 문

항으로 변형했을 때에도 모든 문항에 대한 반응을 모두 합친 값이

다.

( 문항의 갯수)

일반화 U3

굿트먼 오류 갯수와 표준화 굿트먼 오류 갯수는 문항의 난이도(위

치 모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난이도의 오름차순

으로 이항 문항을 배열했을 때, 응답이 1-0-1-0-0-0인 경우와

1-1-0-1-0-0인 경우는 모든 동일한 굿트먼 오류 갯수가 된다. 하지

만 두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의 난이도 차이보다 세 번째 문항

과 네 번째 문항의 난이도의 차이가 더 크다면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반응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화 U3 개인

적합도 통계치(Generalized U3 Person-Fit Statistic)은 Van der

Flier(1980)이 제안한 개인 적합도 U3를 Emons(2008)에 의해 다항

문항에 적용 시킨 통계치이다. 일반화 U3는 문항-단계 난이도의 로

그 우도의 합을 총점에 따라 표준화시킨 값으로(아래 공식), 문항

난이도를 고려하여 동일한 총점일 때, 가장 난이도가 작은 문항들만

통과했다면 0, 그 반대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만 통과했을 때

에는 1이 된다. 이 방법은 같은 총점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통

과했을 때 개인 적합도를 낮게 평가한다. 
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가장 개인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 0이 된다.

(  문항의 갯수,  반응 범주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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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연구 3의 문항 모수

문항번호      
1 0.95 -1.60 2 0.5 -0.5 -2
2 1.48 -0.76 2 0.5 -0.5 -2
3 1.46 -0.27 2 0.5 -0.5 -2
4 1.49 -0.09 2 0.5 -0.5 -2
5 1.38 -0.57 2 0.5 -0.5 -2
6 1.35 -0.87 2 0.5 -0.5 -2
7 0.96 -1.48 2 0.5 -0.5 -2
8 1.32 -1.02 2 0.5 -0.5 -2
9 1.08 -0.45 2 0.5 -0.5 -2
10 2 -0.19 2 0.5 -0.5 -2
11 1.22 0.69 2 0.5 -0.5 -2
12 0.89 -0.61 2 0.5 -0.5 -2
13 2.05 -0.38 2 0.5 -0.5 -2
14 1.59 0.41 2 0.5 -0.5 -2
15 2.31 -0.30 2 0.5 -0.5 -2
16 2.07 -0.45 2 0.5 -0.5 -2
17 1.55 -0.14 2 0.5 -0.5 -2
18 0.92 -1.50 2 0.5 -0.5 -2
19 1.64 0.14 2 0.5 -0.5 -2
20 2.35 -0.21 2 0.5 -0.5 -2
평균 1.50 -0.48

표준편차 0.45 0.60
*  : 경사모수,  : 반응범주 역치의 평균,  ∼ : 각 반응범주의
역치(반응범주 역치의 평균에서 상대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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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eGRSM의 MMLE 추정을 위한

그래디언트 계산

각 반응 범주 의 로그 우도 함수의 그래디언트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log
 





 

 

 







.



 log
 





 

 

 







.



 log
 





 

 
 








.



 log
 





 

 
 








.

  

log
 


  


 

  

 


 




.



log
 





 

 
 








             



log
 





 

 
 








.

여기서 
























는 다음과 같다.






 


 .






 


  
exp  .






 





 exp  (≠ ).



- 120 -






 





  exp .






 


 .

따라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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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아래 식의 지수 함수 속

  exp  


 값이 매우 커지거나 매우 작아짐에 따라 언더

플로우(underflow) 혹은 오버플로우(overflow)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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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몇몇 경우에 언더플로우(underflow) 혹은 오버플로우

(overflow)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 해석적 해를 구하여 식을 다시 정리

하는 방법으로 언더플로우(underflow) 또는 오버플로우(overflow)를 극복하

였다. 예를 들어 마지막 반응 범주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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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   ⋯로 0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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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exp 


exp 


을 해야 할 때에도 언더플로우

(underflow)가 일어나며, 반면 근사값으로 exp  exp 은 언더플

로우(underflow)가 일어나지 않는다. exp 


의 경우에도 언더

플로우(underflow)가 일어나지만 같은 식인exp 
exp 

은 언더플로우

(underflow)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더플로우

(underflow)나 오버플로우(overflow) 문제를 해결하려했지만 이것으로도 부

족한 경우에는 R 패키지 numDeriv(Gilbert, Varadhan, 2012)를 활용하여

수치적 방법(numDeriv::numDeriv)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Gilbert, P., &Varadhan, R. (2012). numDeriv: accurate numerical 
derivatives. R Package Version, 1. Retrieved from 
http://cran.stat.sfu.ca/web/packages/numDe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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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eGRSM 추정을 위한 mirt

문항 타입(itemtype) 설정

setClass("grsm3.d.xi.v4", contains = 'AllItemsClass',

representation = representation())

setMethod(

f = "print",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definition = function(x, ...){

cat('Item object of class:', class(x))

}

)

setMethod(

f = "show",

signature = signature(object = 'grsm3.d.xi.v4'),

definition = function(object){

print(object)

}

)

setMethod(

f = "ExtractLambdas",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definition = function(x){

x@par[1L:x@nfact] #slopes

}

)

setMethod(

f = "ExtractZetas",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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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 function(x){

x@par[(x@nfact+1):(x@ncat+1)] #intercepts

}

)

setMethod(

f = "GenRandomPars",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definition = function(x){

par <- c(rlnorm(1,0,1), runif(1,0,0.3), sort(rnorm(x@ncat-1, 0, 1),

decreasing =T), 0)

x@par[x@est] <- par[x@est]

x

}

)

setMethod(

f = "set_null_model",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definition = function(x){

x@par[1L:(x@nfact+x@ncat)] <- 0

x@est[1L:(x@nfact+x@ncat)] <- FALSE

x

}

)

setMethod(

f = "ProbTrace",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Theta = 'matrix'),

definition = function(x, Theta){

th1 <- Theta[,1]; th2 <- Theta[,2]

ncat <- x@ncat

a1 <- x@par[1]

a2 <- x@pa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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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x@par[3:(ncat+1)]

c <- x@par[ncat+2]

nr <- nrow(Theta); nc <- ncat-1

if (all(d == sort(d, decreasing=T))) {

d.mean <- c+mean(d);

D.star <- matrix(exp(a2*Theta[,2]), nrow=nrow(Theta),

ncol=ncat-1) *

matrix((d + c - d.mean), nrow=nrow(Theta),

ncol=ncat-1, byrow=T) +

matrix(d.mean, nrow=nrow(Theta), ncol=ncat-1,

byrow=T)

TH1 <- matrix(th1, nrow=nrow(Theta), ncol=ncat-1)

A <- matrix(a1, nrow=nrow(Theta), ncol=ncat-1)

P <- 1/(1+exp(-1*(A*(TH1+D.star))))

P.star <- cbind(1, P)-cbind(P, 0)

P.star <- ifelse(P.star < 1e-20, 1e-20, P.star)

P.star <- ifelse(P.star > (1 - 1e-20), (1 - 1e-20), P.star)

} else {

P.star <- matrix(1e-20, nrow=nr, ncol=ncat)}

return(P.star)

}

)

setMethod(

f = "Deriv",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Theta = 'matrix'),

definition = function(x, Theta, estHess = FALSE, offterm =

numeric(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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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 rep(0, length(x@par)) # grad <- rep(0, 6)

hess <- matrix(0, length(x@par), length(x@par))

dat <- x@dat; # dat <- fit.grsm2_@Data$tabdatalong[1:10, 1:4]

th1 <- Theta[,1]; th2 <- Theta[,2];

ncat <- x@ncat

m <- ncat

a1 <- x@par[1]

a2 <- x@par[2]

d <- x@par[3:(ncat+1)]

c <- x@par[ncat+2]

nr <- length(th1);

nc <- ncat - 1

beta.mean <- mean(d)

beta.mat <- matrix(d, nrow=nr, ncol=nc, byrow=T)

A.mat <- matrix(exp(a2*th2), nr, ncat-1)

A.vec <- exp(a2*th2)

Sigma.mat <- A.mat*(beta.mat - beta.mean)

th1.mat <- matrix(th1, nr, nc)

B.mat <- th1.mat + beta.mean + c + Sigma.mat

lam.star.mat <- exp(-a1*B.mat)

lam.mat <- cbind(lam.star.mat, 1)-cbind(0, lam.star.mat)

P.star <- 1/(1+lam.star.mat)

Q.star <- 1- P.star

P <- P.star[,-nc]-P.star[,-1]

inv.P <- 1/P

PQ.star <- P.star*Q.star

P.star.a1 <- PQ.star*B.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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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ar.a2 <- PQ.star*a1*Sigma.mat*th2

P.star.beta <- list()

for (i in 1:(ncat-1))

P.star.beta[[i]] <- PQ.star*a1/(ncat-1)*(1-A.mat)

for (i in 1:(ncat-1))

P.star.beta[[i]][,i] <-

(PQ.star*a1/(ncat-1)*(1+(ncat-2)*A.mat))[,i]

P.star.c <- PQ.star*a1

P.a1 <- matrix(NA, nr, ncat);

P.a2 <- matrix(NA, nr, ncat);

P.c <- matrix(NA, nr, ncat);

P.beta <- list(); for (i in 1:(ncat-1)) P.beta[[i]] <- matrix(NA,

nr, ncat);

P.a1[, 2:nc] <- inv.P*(P.star.a1[,-nc] - P.star.a1[, -1])

P.a2[, 2:nc] <- inv.P*(P.star.a2[,-nc] - P.star.a2[, -1])

for (i in 1:(ncat-1))

P.beta[[i]][, 2:nc] <- inv.P*(P.star.beta[[i]][, -nc] -

P.star.beta[[i]][, -1])

P.c[, 2:nc] <- inv.P * (P.star.c[, -nc] - P.star.c[, -1])

P.a1[,1] <- -P.star[,1]*B.mat[,1]

P.a2[,1] <- -P.star[,1]*a1*Sigma.mat[,1]*th2

for (i in 2:(ncat-1))

P.beta[[i]][,1] <- -P.star[,1]*a1/(ncat-1)*(1-A.vec)

P.beta[[1]][,1] <- -P.star[,1]*a1/(ncat-1)*(1+(ncat-2)*A.vec)

P.c[,1] <- -P.star[,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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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ncat] <- Q.star[,ncat-1]*B.mat[,ncat-1]

P.a2[,ncat] <- Q.star[,ncat-1]*a1*Sigma.mat[,ncat-1]*th2

for (i in 1:(ncat-2))

P.beta[[i]][,ncat] <- Q.star[,ncat-1]*a1/(ncat-1)*(1-A.vec)

P.beta[[ncat-1]][,ncat] <-

Q.star[,ncat-1]*a1/(ncat-1)*(1+(ncat-2)*A.vec)

P.c[,ncat] <- Q.star[,ncat-1]*a1

check <- a1*B.mat[,-nc] > 700 & a1*B.mat[,-1] > 700

grad[1] <- sum(P.a1 * dat)

grad[2] <- sum(P.a2 * dat)

for (i in 1:(ncat-1))

grad[i+2] <- sum(P.beta[[i]] *dat)

grad[ncat+2] <- sum(P.c * dat)

grad[!x@est] <- 0

if (sum(is.nan(grad) | is.infinite(grad))>0) {

grad <- rep(0, length(x@par))

grad[x@est] <- numDeriv::grad(EML, x@par[x@est], obj=x,

Theta=Theta)

if(estHess)

hess[x@est, x@est] <- numDeriv::hessian(EML,

x@par[x@est], obj=x,

Theta=Theta)

ret <- list(grad=grad, hess=hess)

if(x@any.prior) ret <- DerivativePriors(x=x, grad=ret$grad,

hess=ret$hess)

return(r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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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Method(

f = "DerivTheta",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Theta = 'matrix'),

definition = function(x, Theta){

numDeriv_DerivTheta(x, Theta) #replace with analytical

derivatives

}

)

setMethod(

f = "dP",

signature = signature(x = 'grsm3.d.xi.v4', Theta = 'matrix'),

definition = function(x, Theta){

numDeriv_dP(x, Theta) #replace with analytical derivatives

}

)

setMethod("initialize",

'grsm3.d.xi.v4',

function(.Object, nfact, ncat){

stopifnot(nfact == 2L)

stopifnot(ncat == 5L)

.Object@par <- c(1, 0, seq(1, -1, length.out=ncat-1), 0)

# grsm3.xi

# -3 ~ 3 seems to be too far away

names(.Object@par) = c("a1","a2",

paste("d", 1:(ncat-1), sep=""), "c")

.Object@est <- c(rep(T, nfact), rep(T,ncat-1), T)

.Object@lbound <- rep(-Inf, nfact+ncat)

.Object@ubound <- rep(Inf, nfact+ncat)

.Obj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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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Abnormal Responses

and Controlment of

Extreme Response Style

Kim, Kwon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s doing self-report survey expect the respondents

answer accurately and honestly. But much research show that

some responses are inaccurate and inconsistent. If these abnormal

responses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survey research can not be

guaranteed. This thesis studied the methods to

detect/classify/adjust abnormal responses in a survey that

measure latent constructs(attitude, personality, etc.). A survey

was assumed to be low-stake so that respondents can be

believed to have no reasons to be dishonest. No other information

than responses was assumed to be available. Measurement model

was assumed to GRM(Graded Response Model) but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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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developed can be easily applied to other measurement

model.

Study 1 proposed a new model LCRRM(Latent Class of

Random Response Model) which can be used to detect abnormal

responses and compared it with standardized log-likelihood().

Simulation study was conducted to show that LCRRM was more

accurate in controlling error rate and higher in detection power.

The reason was analysed to show that LCRRM could estimate

the item parameters more accurately and LCRRM had the

advantage of using probability rather than likelihood.

After detection of abnormal responses, the natural next step is

to find the reasons for abnormality. Study 2 utilized the simple

and consistency statistics to detect and classify abnormality type.

First working abnormal response model was assumed and the

distributional difference in simple and consistency statistics of

normal and abnormal responses were simulated. And abnormal

responses were detected based on those differences. Unlike

PRC(Person Response Curve) and standardized residual, responses

can be statistically tested against null hypothesis of normal

response. And this method does not need accurate abnormal

response model like log-likelihood ratio test.

Extreme response style is one of the reasons of abnormality.

Responses with extreme(or middle) response style are determined

by both the latent construct and response style of respondents. If

the extreme response style is successfully controlled, the latent

construct can be estimated rather accurately. Study 3 proposed a

new model which incorporated GRM with extreme response

style(eGRM, extreme-response GRM) and developed a computer

program that can estimate the nested model of e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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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SM(extreme-response GRSM) based on R. Parameters were

estimated by maximum marginal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hich is much faster than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The advantage of using eGRSM rather than GRSM was

demonstrated by simulation study and real data analysis.

Survey researchers assume that most respondents are accurate

and honest in their responses but this assumption is seldom

tested. Sometimes responses are excluded at researcher's will

because they seem abnormal. Study 1, 2, 3 developed methods to

statistically detect/classify/adjust abnormal responses. These

methods, when used properly, will help to increase the validity of

survey research.

Keywords : item response theory, graded response model,

abnormal response, random response, latent class analysis,

person-fit, extreme response style

Student Number : 2002-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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