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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지진단평가는 학생들의 인지상태가 여러 개의 인지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바라보고, 각 인지요소의 습득유무를 학생들에게 진단해주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지진단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통계적인 모형을 

인지진단모형이라고 하며, 학생들의 인지상태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게 

되는 만큼 인지진단모형에는 많은 모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수의 정확

한 추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문항과 큰 표본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지진

단모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 하나

는 인지위계구조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인지위계구조를 도입하게 되면 

인지패턴이 위계에 맞는 패턴들로 그 개수가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추

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문항반응모형과 주로 결합되던 컴퓨터 적응

검사 방법을 인지진단모형에 적용한 인지진단 컴퓨터 적응검사는, 학생

들이 문항을 해결할 때마다 그 결과에 맞추어 최적의 문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한편, 컴퓨터 적응검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항들을 포함한 

문제은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검사의 시행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컴퓨터 적응검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단계 검사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인지진단평가에 다단계 검사 방

법을 결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

진단모형과 다단계 검사를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CD-MST-PH 모형의 유효성을 실제 데이터와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인지진단모형에 다단계 검사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인지요소들을 

위계 그래프로 표현하고, 인지위계그래프를 영역에 맞게 분할하여 복수

의 인지요소 그룹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각 인지요소 그룹에 대해 소검

사를 제작하고 이를 다단계 검사를 위한 단위인 모듈로 사용하였다. 각 

단계에서 모듈을 선택하는 척도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인지진단 컴퓨터 

적응검사에서 사용되던 척도들을 변형하였고, 더불어 인지위계구조의 분

할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새롭게 척도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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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ST-PH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과 

두 개의 모의실험을 실행하였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TIMSS 2003년 

8학년 수학 검사의 대수 영역 21문항에 대한 실제 응답 데이터를 분석하

여, 설계된 CD-MST-PH 모형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전체 문항을 모두 

사용하는 기존의 모형과 비교하여 추정 일치도는 높게 유지하면서 검사

의 길이는 효율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의실험 1은 실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쓰인 인지위계그래프와 검사문항을 토대로 문항응답을 가상으

로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2는 인지위계그래프 및 검사문항들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실험변인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앞

선 분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추정 정확성까지 분석할 수 있었고, 

CD-MST-PH 모형이 기존의 모형과 비교하여 정확성은 거의 같으면서 검

사의 길이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실

험변인에 대한 CD-MST-PH 모형의 모듈 선택 척도들의 성능을 비교하

여, 어떤 모듈 선택 척도가 더 효율적인지 확인하였다.

주요어: 인지진단평가, 인지진단모형, 인지위계구조, 다단계 검사, 인지

진단 컴퓨터 적응검사

학  번: 2018-2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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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학생에게 진단 결과를 제공하여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이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인지진단평가

(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 CDA)는 학생들의 인지 상태가 다차원

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각 요소의 습득여부를 측정하여 

진단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이다. 학생들을 일차원적인 척도의 점수로 서열화하는 전통적인 평가와

는 다르게, 인지진단평가는 검사 영역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요소에 대해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적응검사(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AT)를 인

지진단이론과 결합한 인지진단 컴퓨터 적응검사(cognitive diagnostic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D-CAT)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컴퓨터 

적응검사는 검사를 치르는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문항

을 제공하는 검사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시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CD-CAT 또한 인지진단평가에 비해 적은 문항을 

통해서도 높은 정확도로 학생들의 인지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Cheng, 

2009). 한편, 문항 단위로 가장 적합한 문항을 제공하는 컴퓨터 적응검사

를 응용하여, 가장 적합한 소검사를 차례대로 제공하여 검사를 치르는 

다단계 검사(multi-stage testing, MST)가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지

만, 다단계 검사를 인지진단이론에 결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von Davier & Cheng, 2014). 다단계 검사는 컴퓨터 적응검사의 한계

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Yan, Lewis & von Davier, 2014), 따라서 

다단계 검사를 인지진단이론에 접목하면 마찬가지로 CD-CAT의 단점을 

보완하는 검사를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세리 (20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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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다단계 인지진단평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단계 검사 방법

을 인지진단모형에 결합한 CD-MST-PH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형은 다단계 검사와 인지진단이론의 결합이라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수의 인지요소를 효율적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지진단평가에서 

학생들의 인지 상태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요소들이 세밀하게

(fine-grained) 설계되어야 한다(de la Torre, 2009). 그런데 인지요소들이 

세밀하게 설계될 경우 검사가 포함하는 인지요소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

고, 이 경우 모형에 포함된 모수의 수가 많아져서 추정 정확도가 감소하

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Henson & Douglas, 2005). CD-MST-PH 모

형은 다단계 검사와의 결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진단모형과 다단계 검사를 결합한 CD-MST-PH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유효성을 실제 데이터 분석과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인지진단평가에 다단계 설계를 도입하기 위한 구

체적인 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시된 모형이 실제로 적용 가능

함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모형과 비교하

였을 때 정확성은 유지하면서 효율성이 확보된 모형임을 모의실험을 통

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인지진단이론과 다단계 검사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2. 인지진단이론과 다단계 검사를 결합한 모형으로 실제 데이터를 분

석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가?

3. 인지진단이론과 다단계 검사를 결합한 모형의 유효성을 모의실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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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전통적인 검사 이론

1.1. 문항반응이론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은 잠재적 특성 이론(latent 

trait theory)이라고도 불리며, 문항에 대한 응답과 문항의 특성 두 가지

를 모두 고려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모형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이론이다. 

문항반응이론은 두 개의 핵심적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항

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이 특정한 형태를 가진다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피험자에 대하여 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른 문항

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문항특성곡선은 각각

의 문항마다 고유하게 정해지는 함수관계로 피험자의 능력 에 따른 해

당 문항의 정답률 를 나타낸다. 문항특성곡선은 일반적으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학생의 능력에 따라 S자 형태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된

다. 문항특성곡선을 위해 사용되는 함수로는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함수

와 정규 오자이브 함수가 있으며, 번째 문항이 가지는 문항변별도, 
문항난이도, 문항추측도를 모두 혹은 일부 포함하는 로지스틱 모

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문항난이도만을 모수로 가지는 모형을 1-모수 

라쉬 모형,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모수로 가지는 모형을 2-모수 모

형, 세 가지 모수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3-모수 모형이라고 부른다. 

  exp 
.    (1-모수)

 exp  
.   (2-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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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3-모수)

문항특성곡선의 세 가지 문항모수 중 문항의 난이도는 곡선의 변곡점

에 해당하는 능력 수준을 의미하고, 문항의 변별도는 변곡점에서의 곡선

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문항의 추측도는 능력 수준이 음의 무한대에 해

당하여 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 문항을 맞힐 확률을 의미한다. 

문항반응모형에서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최대우도추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과 베이지안 최빈추정법

(bayesian modal estimation, BME)의 두 가지로 나뉜다(Warm, 1989). 최

대우도추정법에서는 능력모수 에 대한 우도를 최대로 하는  를 추정 

능력값으로 제시하게 된다. 피험자 의 문항응답  에 대한 능력모수 

의 우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는 능력모수가 인 피험자가 문항  를 맞힐 확률이며, 는 피

험자 의 문항  에 대한 응답으로 문항을 맞혔는지 틀렸는지에 따라  
또는 의 값을 가진다. 한편, 베이지안 최빈추정법에서는 능력모수에 대

한 사전분포를 우도와 함께 고려하여 능력모수에 대한 사후분포를 계산

하고, 사후분포를 최대로 하는  를 추정 능력값으로 제시하게 된다. 피

험자 의 문항응답  에 대한 능력모수 의 사후분포    는 아

래와 같이 계산되며, 는 에 대한 사전분포를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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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컴퓨터 적응검사

컴퓨터 적응검사는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피험자가 문항에 응답할 때마다 이전에 시행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

으로 능력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능력치를 바탕으로 최적의 문항을 선택

하여 제공하는 검사 방법이다(Wainer, 2000). 피험자의 능력치를 고려하

여 문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문항을 통해서도 피험자의 능력

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Chang & Ying, 1996). 문항반응이론에

서는 피험자의 능력 모수와 문항의 특성 모수가 함께 존재하고, 이러한 

모수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

퓨터 적응검사는 문항반응이론의 모형들과 주로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

다.

컴퓨터 적응검사의 핵심요소에는 문항반응모형, 문제은행, 검사 시작 

기준, 문항 선택방법, 검사 종료 기준의 5가지가 있다(Thompson & 

Prometric, 2007). 문항반응이론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적응검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인 1-모수 라쉬 모형, 2-모수 모형, 3-모

수 모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모형이 사용되는지는 문항의 유형이나 

응답데이터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Weiss 

& Kingsbury, 1984).

컴퓨터 적응검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항모수가 알려진 문항들로 이

루어진 문제은행이 필요하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피험자들을 효율적으

로 측정하기 위해 문제은행에는 다양한 난이도, 그리고 높은 변별도를 

가진 문항들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피험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 문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정보가 주어진 상황은 많지 않

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피험자들의 능력치에 대한 분포를 

바탕으로 시작 문항을 결정한다.

피험자들에게 문항이 주어진 이후에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

로운 문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문항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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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피험자들의 추정 능력값 를 구해야 하고, 앞서 설명한 최대우

도추정법, 베이지안 최빈추정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능력을 추정하게 

된다. 피험자의 추정 능력값을 얻고 나면 다양한 형태의 문항 선택 척도

를 이용하여 다음 문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문항 선택방법으

로는 최대정보문항(maximum item information) 선택방법이 있다. 최대정

보문항 선택방법은, 피험자의 능력에 대한 추정치 에서의 문항정보가 

최대가 되는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문항 의 정보량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게 된다(Embretson & Reise, 2000).

  ′

컴퓨터 적응검사의 종료 기준은 크게 고정 길이 검사와 변동 길이 검

사의 두 가지로 나뉜다. 고정 길이 검사는 피험자들이 사전에 설정해놓

은 개수의 문항을 해결할 경우 검사를 종료하는 방법이고, 변동 길이 검

사는 능력에 대한 추정의 오차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검사를 

종료하는 등 정해진 기준을 만족할 경우 검사를 종료하는 방법이다.

1.3. 다단계 검사

한편, 문항반응이론에서는 컴퓨터 적응검사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다단계 검사(multi-stage testing, MST)가 제시되었다. 컴퓨터 적

응검사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Mead, 2006). 첫째, 설계자

의 입장에서 시험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컴퓨터 적응검사를 

위해 설계자는 방대한 양의 문제를 포함한 문제은행을 구성해야 하고, 

또 설계자가 각 학생에게 제공되는 문제의 난이도나 시험의 길이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칙을 검사에 부여하기가 힘들다. 둘째, 피험자들은 주

어진 한 문제를 보류하지 못하고 무조건 풀어야 하는 식으로 시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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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 받는다. 이에 따라 피험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기도 한다. 검사 전략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컴퓨터 적응

검사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응답 전략이 능력의 추정을 방해할 수 있

다(Green et al., 1984; Wainer, 1993; Wise et al., 1999). Stocking (1997)

과 Han (2013) 등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적응검사의 방식을 유지하며 이

와 같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시

험 불안감과 응답 전략 중 일부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 셋째, 학

생들마다 제각기 다른 문제를 제공받게 되어 문항응답행렬이 희소한

(sparse) 형태를 가지게 된다. 문항응답행렬이 희소행렬일 경우 많은 통

계적인 방법들이 제약을 받는다.

이와 같은 컴퓨터 적응검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단계 

검사는, 검사의 단계를 나누고 단계 내에 소검사(testlet)들을 제작하여 

각 단계마다 이전의 문항 응답 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소검사를 제시하는 검사 방법이다. 문항 단위로 능력 추정과 

문항 제시가 이루어지는 컴퓨터 적응검사와는 다르게, 다단계 검사에서

는 소검사 단위로 능력 추정과 문항 제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적응검사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Mead, 2006). 설계자는 문제은

행을 구성할 필요 없이 소검사들을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제작하면 되므

로 시험의 관리가 용이하고, 피험자들은 소검사 내에서 문항의 해결 순

서를 정할 수 있고 한 번 푼 문제를 다시 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적은 

불안감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피험자들의 문항응답행렬 또한 규칙

이 없는 희소행렬 형태가 아니라 블록희소행렬(block sparse matrix) 형

태를 띠게 된다. 

다단계 검사에서 쓰이는 용어에는 모듈(module), 단계(stage), 경로

(path) 등이 있다. 모듈은 문항들을 집합 단위로 구성한 것으로, 다단계 

검사의 문항 제공 및 능력 추정의 단위가 되어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소검사들을 의미한다. 다단계 검사에서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모듈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며, 현재 시점까지 해결한 모듈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모듈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에게 제공된 모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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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경로라고 부른다. [그림 Ⅱ-1]은 1단계에 하나의 모듈, 2단계에 두 

개의 모듈, 3단계에 3개의 모듈이 존재하는 3단계로 구성된 다단계 검사

를 나타낸 것으로 총 4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림 Ⅱ-1] 3단계로 구성된 다단계 검사 예시 

한편, 컴퓨터 적응검사에서 피험자의 추정 능력치를 바탕으로 다음 문

항을 제시하였듯, 다단계 검사에서도 현재까지의 추정 능력치를 바탕으

로 다음 모듈을 제시해야 한다. 많은 경우 다단계 검사에서 각 단계의 

모듈들은 문항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되어 있고, 추정된 능력치

에 가장 가까운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을 포함한 모듈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피험자의 추정 능력치가 낮을 경우 쉬운 문항들을 포함한 모듈이 

선택될 것이고, 추정 능력치가 높을 경우 어려운 문항들을 포함한 모듈

이 선택될 것이다. 

[그림 Ⅱ-2] 난이도를 기준으로 구성한 다단계 

검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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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진단모형

2.1. 인지패턴과 Q행렬

인지진단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상태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인지요소들이 습득과 미습득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개의 인지

요소가 존재한다고 할 때 학생 의 인지패턴  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

현되며 습득하고 있을 경우 , 미습득의 경우 의 값으로 표시된다.

     ⋯   ,    ∈  

인지진단모형에서 검사 문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지패턴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검사 문항들과 인지요소들 사이의 연결이 필요하고, 그 연

결 관계는 Q행렬(Q-matrix)을 통해 표현된다. 개 문항에 대한 Q행렬은 

차원이 ×인 행렬로,  에 해당하는 원소 의 값은 번째 문항이 

인지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따라  또는 으로 표현된다.

  문항 가 인지요소 를포함하는경우 

2.2. DINA, DINO 모형

인지진단모형은 문항을 해결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모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모형으로는 Deterministic 

Input, Noisy “and” gate(DINA) 모형이 있다. DINA 모형은 문항을 해결

하기 위해서 문항이 포함하는 인지요소를 모두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비보상적(non-compensatory) 모형으로, 문항별로 slip과 guess 

두 개의 모수만을 포함하는 가장 간단한(parsimonious) 모형이다. sli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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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가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를 모두 갖추었으나 실

수 등의 이유로 문항을 해결하지 못할 확률, guess는 반대로 문항을 해

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추측 등의 방법으로 

문항을 해결할 확률을 의미한다. DINA 모형에서 학생이 문항의 정답을 

맞힐 확률은 아래의 식과 같다. 는 문항 에 대한 학생 의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정답일 경우 , 오답일 경우 의 값을 가지며, 와 는 

각각 문항 의 slip과 guess 모수이고, 는 문항에 필요한 인지요소를 

모두 습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또는 의 값을 가진다.

P       ,      
  

DINA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모형으로 Deterministic Input, Noisy 

“or” gate(DINO) 모형이 있다. DINA 모형에서 해당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에 할당된 인지요소들을 모두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

는 반면, DINO 모형에서는 문항에 할당된 인지요소를 하나만 습득하고 

있으면 된다고 가정하는 보상적(compensatory) 모형이다. DINO 모형에서 

문항을 맞힐 확률은 DINA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문항에 필요한 

인지요소에 대한 습득여부를 나타내는 만이 인지요소를 하나만 습득

하고 있더라도 1의 값을 갖도록 바뀌게 된다.

2.3. 인지위계구조

전통적인 인지진단모형에서는 각 인지요소의 습득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인지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인지요소의 연관성을 모형에 포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지요소 

사이에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요소 간 위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Leighton et al, 2004). 요소 간 위계 방식에서는 인지요소들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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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으로 하는 유향그래프를 구성하고, 화살표(arc)로 연결된 두 인지요

소에 대해, 이후의 인지요소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전의 인지요소를 반드

시 습득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Leighton et al. (2004)는 인지요소의 위계

유형을 그래프의 모형에 따라 선형, 수렴형, 발산형, 비구조화의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ㄱ. 선형   ㄴ. 수렴형        ㄷ. 발산형           ㄹ. 비구조화형

[그림 Ⅱ-3] 네 가지 기본 위계 구조 (Leighton et al., 2004)

요소 간 위계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구조에 맞지 않는 인지패턴은 고

려하지 않게 되어 가능한 전체 인지패턴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인지요

소 사이에 위계가 없을 경우 총 개의 인지패턴이 존재하지만, 요소 간 

위계 방식에서는 선행 인지요소를 습득하지 않고 이후의 인지요소를 습

득한 인지패턴은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하기 때문에 개보다 

적은 수의 인지패턴이 남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인지

패턴의 추정이 이루어진다.

Su (2013)는 요소 간 위계 구조를 도입하여 CDM 모형을 분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고, DINA와 DINO 모형에서 인지패턴을 위계구조에 맞는 

패턴들만 가능하도록 제약을 두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모형인 deterministic inputs, noisy, “and” gate with hierarchy 

(DINA-H)와 deterministic inputs, noisy, “or” gate with hierarchy 

(DINO-H)를 제시하였다. DINA와 DINO 모형의 경우 인지요소의 개수가 

개이고 문항의 개수가 개일 때, 인지패턴 관련 모수  개와 문항



- 12 -

모수 개의 총  개의 모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DINA-H와 

DINO-H 모형에서는 가능한 인지패턴의 개수를  개에서 개로 줄일 

수 있고 총 개의 모수만을 포함하는 모형이 된다. 이를 바탕으

로 DINA-H와 DINO-H 모형에서는 많은 개수의 인지요소가 존재하는 상

황에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지진단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인지요소들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DINA-H와 DINO-H 모형이 기존의 DINA 및 DINO 모형에 비해 더 나은 

모형 적합도, 문항 적합도, 문항모수 추정 정확도를 보이게 된다(Su, 

2013).

2.4. 인지패턴의 추정

인지진단모형에서 각 피험자의 인지패턴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

으로 MLE, MAP, EAP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Huebner & Wang, 2011). 

MLE 방법에서는 인지패턴  에 대한 우도를 최대로 하는 인지패턴을 제

시하게 된다. 피험자 의 문항응답  가 주어졌을 때 인지패턴  의 우

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는 피험자의 인지패턴이  일 때 문항  를 맞힐 확률을 의미하

며, 인지진단모형과 그에 따른 문항응답함수로 결정된다.  는 피험자 

의 문항  에 대한 응답으로 맞혔을 경우 , 틀렸을 경우 으로 표시된

다. 모든 인지패턴에 대해 우도를 계산한 뒤, 아래의 식과 같이 우도가 

최대가 되는 인지패턴을 피험자 의 추정 인지패턴으로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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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방법은 인지패턴  에 대한 사전확률을 우도와 함께 고려하여 

사후확률을 계산하고, 사후확률을 바탕으로 인지패턴을 추정하는 방법이

다. 피험자 의 문항응답  와 사전확률  가 주어졌을 때 인지패턴 

 의 사후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사후확률을 계산한 후에, MAP 방법의 경우 사후확률을 최대로 하는 인

지패턴  를 추정 인지패턴으로 제시하게 된다. 

   
    

한편, 인지패턴에 대한 사전분포가 균등분포로 주어질 경우, 모든 인지

패턴  에 대한 사전확률  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

후확률     는 우도     에 비례하게 되어  
와  

가 

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되며, 이는 MAP 추정법이 MLE 추정법을 포함하

는 방법임을 의미한다.

EAP 방법은 MAP와 마찬가지로 사후확률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지만, 

인지패턴의 확률을 주변화하여 각 인지요소의 습득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추정 패턴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인지패턴에 대한 사후확률을 요소  에 해당하는 값이 1인 인지패턴들에 대해서 모두 더해주고, 피험자 
가 인지요소  를 습득하고 있을 확률을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게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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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요소의 습득확률을 구한 다음  번째 요소에 대한 확률이 0.5보다 

크면 인지요소  를 습득 하고 있는 것으로, 0.5보다 작으면 습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소 간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지패턴의 사전분포를 정하는 방

법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균등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균등분포는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포로, 균등분포를 사

용할 경우 위계구조에 맞는 인지패턴의 개수가 개라고 할 때 각 인지

패턴에 해당하는 확률을 로 동일하게 부여하게 된다. 

인지패턴의 사전분포를 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률의 곱셈법칙을 이

용하여 연쇄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Almond, Mislevy, 

Steinberg, Williamson, & Yan, 2015). 이 경우 인지요소들이 위계그래프

로 표현된 상황에서, 특정 인지요소에 대한 선행 요소를 모두 습득했을 

경우 그 특정 인지요소를 습득할 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인지패턴의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Ⅱ-4]와 같은 

네 개의 인지요소를 포함한 위계그래프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이 인지요

소들의 습득 확률을 확률의 곱셈 법칙으로 표현한 뒤, 인지요소의 습득

에 대한 조건부확률 식에서 해당 인지요소의 선행 요소만을 조건으로 남

기고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를 인지요소 의 선행요소를 모

두 습득하였을 때 인지요소 를 습득할 확률이라고 하면, [그림 Ⅱ-4]

의 표와 같이 각 인지패턴의 확률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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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패턴 확률                                
[그림 Ⅱ-4] 인지위계그래프와 인지패턴의 연쇄적 확률 계산 예시

   

3. 인지진단 컴퓨터 적응검사

3.1. 인지진단 컴퓨터 적응검사

피험자에 맞는 문항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능력의 추정이 가능

하다는 컴퓨터 적응검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인지진단모형에 컴퓨

터 적응검사 방법을 적용한 인지진단 컴퓨터 적응검사(CD-CAT)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Huebner, 2010). 문항반응모형에서의 컴퓨터 

적응검사와 마찬가지로, CD-CAT 또한 기존의 인지진단평가에 비해 적

은 개수의 문항으로도 높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Cheng, 2009).

앞서 설명하였듯이 컴퓨터 적응검사에서 문항 선택을 위한 척도로는 

정보함수를 바탕으로 한 통계량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인지진단모형

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이 다차원적이고 각 요소들이 습득과 미습득의 두 

가지로만 나타난다고 가정되므로 CD-CAT에서는 이에 맞는 다른 방법들

이 사용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문항 선택방법은 크게 두 가

지, Kullback-Leibler(KL) 거리와 Shannon entropy(SHE)를 사용하는 방법

으로 나뉜다. KL 거리는 두 확률밀도함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척도

로, 함수 와  사이의 거리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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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Xu et al. (2003)은 KL 거리를 바탕으로 하여 CD-CAT에서의 문항 선

택방법을 제시하였고, 문항 에 대하여 계산되는 KL 지수는 아래와 같

다.

     
 

  
 log            

이때,  는 개의 문항에 응답한 이후에 추정한 피험자 의 인지패턴

이고,    는 인지패턴이  일 때 문항 에 로 응답할 확률이

다. 한편, KL 지수는 각 인지패턴의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더

하여 계산하였다는 한계점이 있고, 이에 Cheng (2009)은 인지패턴에 대

한 사후확률을 가중치로 두어 계산한 PWKL 지수를 제시하였다. 문항 
에 대한 PWKL 지수는 아래와 같다.  

      
 

  
 log              

이때,   는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인지

패턴  에 대한 사후확률이다. 한편, Kaplan et al. (2015)는 PWKL 지수

가 인지패턴의 추정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패턴에 대한 점

추정값만을 바탕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시점에서 인지패턴 

추정값 하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지패턴을 사후분포와 함

께 고려하는 MPWKL 지수를 제시하였다. 문항 에 대한 MPWKL 지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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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CD-CAT에서 KL 거리와 관련된 지수들을 이용하여 번째 문항을 

선택할 때는, 이와 같은 KL, PWKL, MPWKL 지수를 최대로 하는 문항이 

선택된다.

문항 선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Shannon entropy는 

확률분포의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척도로 Shannon (1948)에 의해 처음으

로 제시되었다. 이산확률변수 에 대한 확률질량함수 의 Shannon 

entropy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log

이때, 확률질량함수     ⋯  이고,      와 같이 계산

된다. Shannon entropy를 바탕으로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은 Xu et al. 

(2003)에 의해 제시되었다. 우선 피험자 에게 개의 문항이 주어진 이

후의 사후분포  에 대한 Shannon entropy를 아래의 첫 번째 식과 같

이 계산한 후, 문항 에 대한 Shannon entropy의 기댓값을 아래의 두 번

째 식과 같이 계산한다.

     
   log  

       
           ×     

이때,    는 피험자 의 번째 문항까지에 대한 반응이고,   는 피험

자 의 문항 에 대한 반응이며, SHE 지수를 사용할 경우 번째 

문항은 Shannon entropy의 기댓값을 최소로 하는 문항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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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지진단 다단계 검사

컴퓨터 적응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단계 검사가 제

시되었듯이, CD-CA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단계 검사의 방법을 

인지진단모형과 결합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합 방법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von Davier & Cheng, 2014). Liu et 

al. (2018)의 연구와 Kaplan & de la Torre (2019)의 연구에서 인지진단모

형과 다단계 검사를 결합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해당 연구들에서는 전

통적인 다단계 검사 방법이 아니라 on-the-fly MST 방법과 결합하였다

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컴퓨터 적응검사의 문제점을 일부만 해결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가진 한계점들을 종합해보면, CD-MST를 위한 핵심 과제

는 모듈의 구성 방법과 각 단계에서의 모듈 선택방법의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문항반응이론의 경우 문항의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이 같

은 차원에 존재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었

던 반면, 인지진단모형에서는 slip과 guess의 문항모수와 학생들의 인지 

프로파일이 같은 차원에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모듈을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CD-CAT에서 쓰는 문항 선택 척

도들은 문항 하나에 대한 척도이므로, CD-MST에서는 이를 모듈에 대한 

선택 척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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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모형 설계

본 논문에서는 인지위계구조의 분할을 바탕으로 하여 인지진단모형에 

다단계 검사 방법을 결합한 CD-MST-PH 모형을 소개한다. 앞서 살펴본 

CD-MST의 가장 큰 과제는 모듈 구성 방법과 모듈 선택방법의 두 가지

이다. CD-MST-PH 모형에서는 모듈을 구성하기 위해 위계적으로 구성된 

인지요소들을 분할하고, 분할된 인지요소 그룹에 대하여 제작된 소검사

들을 모듈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모듈 선택방법으로는 CD-CAT에서 기

존에 사용되던 KL, PWKL, MPWKL, SHE 방법을 CD-MST-PH 모형에 맞

게 수정하여 제시하고, 기존에 사용되지는 않던 방법으로 현재까지 해결

한 모듈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후분포만을 통해 다음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번 절에서는 CD-MST-PH 모형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인지위계구조

인지요소들을 분할하여 모듈을 생성하였을 때, 하나의 모듈에서 이루

어진 추정 결과를 통해 다른 모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지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인지요소 하나의 습득확률이 다른 인지요소의 습득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지요소가 위계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어서 특정 인지요소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위 요소들을 모두 습

득해야 하는 설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인지위계그래프에서 화살표를 

통해 연결된 요소들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의 

인지요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추정 습득 확률을 얻어내기만 해도, 

이와 연결된 모든 인지요소의 추정 습득 확률이 함께 갱신된다.

인지위계구조를 도입하면 인지요소들에 일종의 난이도가 부여된다. 상



- 20 -

위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습득하기 쉽고, 하위 요소들은 습득하기 어려운 

요소가 된다. 문항의 난이도가 컴퓨터 적응검사 및 다단계 검사에서 문

항 선택 및 제외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요소습득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모듈을 선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모듈을 

시행하지 않는 구조는 자연스러운 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지위계구조의 도입은 다단계 검사 도입을 위한 기반 설계 역할

이면서, 인지진단모형에서의 추정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인지요소 사이에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모형적합도, 문항적합

도, 문항모수의 추정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가능한 인지요소

의 개수를 줄여주어 인지패턴의 추정을 보다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다

(Su, 2013).

CD-MST-PH 구조에서 인지위계그래프가 무조건 연결그래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래프가 연결그래프가 아닐 경우 각각의 연결된 부분그래

프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검사로 기능하여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인지위계그래프가 연결그래프인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1.2. 모듈 생성

인지요소들 사이에 위계구조를 도입한 후에는, 인지요소들을 영역에 

맞게 분할한다. 이 분할은 모듈을 생성하기 위한 단위가 되고,  개로 

분할된 인지요소 그룹 각각 대해  개의 소검사를 구성하게 된다. 구성

된 각 소검사들은 다단계 구조에서 모듈이 되고, 각 단계에서는 분할된 

인지요소 그룹 중 하나에 대한 소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하게 된다. 따라

서 분할된 각 인지요소 그룹이 하나의 소검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지

요소들은 내용적으로 인접한 인지요소들끼리 묶일 수 있도록 분할되어야 

한다.

인지요소의 개수가 많은 검사는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문제들이 

영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요소를 영역에 따

라 분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PISA와 TIMSS와 같이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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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다루는 검사들은 문제들이 영역에 맞춰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인지요소를 분할하여 모듈을 구성한다는 설계는 다단계 검사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검사 설계자는 CD-CAT에서 필요한 방대한 

크기의 문제은행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각 모듈이 내용 영역을 기준

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과 문항을 관리하기 수월하다. 또한, 학

생들의 문항응답행렬이 완전한 희소행렬 형태인 CD-CAT와는 달리, 모

듈을 기준으로 블록희소행렬의 형태를 띠게 되어 결과를 비교하기도 용

이하다.

한편, 대부분의 CD-CAT 모형과 마찬가지로, CD-MST-PH 모형에서도 

각 모듈을 구성하는 문제들은 사전에 문항분석을 거쳐 문항모수가 밝혀

진 문항만을 사용할 수 있다. 

1.3. 확률 갱신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인지패턴에 대한 사전분포가 필요하다. 인지

패턴의 사전분포는 위계구조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포든 사용할 

수 있다. 인지패턴의 분포에 대한 사전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

하여 사전분포를 결정할 수 있고, 2장 2절에서 언급한 균등분포나 연쇄

법칙을 이용한 확률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소검사를 치른 후에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분포를 갱신한다. 사

전확률과 해당 시점까지 시행된 소검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분포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를 마친 후에는 설정해놓은 사전분포를 

바탕으로 사후확률을 구하게 되고, 그 이후 단계를 마친 후에는 이전 

단계인 단계까지의 결과에 대한 사후확률을 사전확률처럼 사용하

여 단계 모듈의 결과에 대한 우도와 곱하여 단계에 대한 사후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는 단계까지 시행한 개 모듈의 결과에 대한 우도가 각 

단계 모듈의 결과에 대한 우도의 곱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이다. 아래의 

첫 번째 식은 피험자 의 첫 단계 모듈에 대한 문항응답    이 주어졌

을 때   의 사후확률을 나타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첫 단계부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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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문항응답  , ⋯,  이 주어졌을 때   의 사후확률을 나타낸 

식이다.

    ∝     × 
     ⋯   ∝   ⋯     ∝     ×     ⋯    

1.4. 모듈 선택

갱신된 인지패턴의 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모듈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를 위해서는 모듈 선택의 척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척도가 CD-MST-PH 

모형에서의 모듈 선택에 사용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유형의 

총 6가지 모듈 선택 척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지패턴의 현재 추정 분포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척도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인지패턴의 추정 분포, 즉 단계를 마친 상황에서 해당 단계까지의 결과를 통해 구한 사후확률을 

이용하여 모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지패턴에 대한 추정

분포를 분할된 각 인지요소 그룹에 대한 분포로 주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중 왼쪽 식은 전체 인지패턴 를  개로 분할한 상황을 나

타낸 식이고, 오른쪽 식은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인지패턴의 확

률을 주변화를 통해 계산한 식으로  은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인지패턴을 나타낸다. 이때, CD-MST-PH 모형에서는 인지위계구조를 가

정하기 때문에 위계에 맞는 인지패턴들만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        ′  ′    ′   

주변화를 바탕으로 분할된 각 인지요소 그룹에 대해 추정 분포를 계산

할 수 있고, 가장 정보가 부족한 추정 분포를 가진 인지요소 그룹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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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다음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CD-MST-PH에서 모듈 구성이 

인지요소의 분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방법이며, 인지요소의 

분할만을 고려하고 모듈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추정 분포를 바탕으로 정보량을 

계산할 때는, 각 인지요소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인지패턴의 추정 분포

를 구한 뒤 최대확률이 가장 낮은 인지요소 그룹이 가장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택하는 방법과, 각 인지요소 그룹별로 추정 분포의 

Shannon entropy를 계산하여 Shannon entropy가 가장 높은 인지요소 그

룹이 가장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아래의 식은 각 모듈에 대해, 최대사후확률이 가장 낮은 인지요소 

그룹에 해당하는 모듈을 선택하는 PP 척도와 Shannon entropy가 가장 

높은 인지요소 그룹에 해당하는 모듈을 선택하는 pSHE 척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은 단계를 마친 학생 에 대해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인지패턴  의 사후확률을 의미한다. 

  max  
    log

두 번째 유형은 현재 추정된 인지패턴의 분포와 함께, 다음 단계에 제

시될 모듈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예측 응답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척도

들이다. 이를 위해 KL 거리가 사용되었고, CD-CAT에서의 척도들을 다단

계 검사에 맞게 수정한 방법들이다. CD-CAT에서 KL 거리를 이용한 방

법에는 KL, PWKL, MPWKL의 세 가지가 있었고, CD-CAT에서 한 문항

에 대한 예측 응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계산을, 각 모듈에 포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예측 응답에 대해 계산되도록 수정하였다. 단계를 마친 상

황에서 단계까지의 결과만을 통해 계산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유형과

는 달리, KL 거리를 활용하는 척도들은 단계에서 선택될 모듈에 

포함된 문항들의 정보를 고려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보다 복잡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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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포함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모듈 에 포함된 문항  개에 대하

여 가능한 모든 문항응답, 즉  가지의 문항응답을 모두 고려하여 척도

를 계산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위계에 부합하는 패턴만을 이용하여 계산

이 이루어진다. CD-CAT의 문항 선택 척도들에 이를 적용하여 변형한 식

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 KL, PWKL, MPWKL에 해당하는 식이다.  는 

단계까지의 결과를 통해 추정된 학생 의 인지패턴을 의미하며,  은 

모듈 에 대한 문항응답을 의미한다. 각 모듈에 대하여 제시된 식을 계

산한 후, 값을 최대로 하는 모듈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제시하게 된

다.

   

  ∈ 

log               
   


  ∈ 

log                
 


 ′


  ∈ 

log     ′         ′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Shannon entropy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척도로, 

다음 단계로 제시될 모듈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사후예측분포를 

바탕으로 한 척도이다. 단계를 마친 상황에서 단계까지의 결과로 추정

한 인지패턴을 통해 단계에서 제시될 모듈의 문항들에 대한 예측 

응답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유형과는 달리, 세 번째 유형에서

는 단계에서 제시될 모듈의 문항들에 대한 예측 응답뿐 아니라 그 

이후에 갱신되는 사후예측분포를 계산하여 모듈을 선택하게 된다. 

CD-CAT에서 사후예측분포를 바탕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SHE를 다단

계 검사에 맞게 변형하였고,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모듈 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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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항  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문항응답을 고려하여 척도를 계산

하게 된다. 아래의 식에서       는 단계까지의 결과를 바탕

으로 추정한 인지패턴의 분포  와 제시될 모듈 에 대한 응답   을 

통해 계산한  단계의 사후예측분포를 의미한다.

   ∈        log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총 6개 모듈 선택 척도를 표로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단계까지 검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첫 번째 유형의 PP와 

pSHE는 현재 단계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사후분포만으로 척도가 

계산되고, 두 번째 유형의 KL, PWKL, MPWKL은 현재 단계까지의 사후

분포와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항응답을 바탕으로 척도가 계산되며, 세 

번째 유형의 eSHE는 다음 단계의 결과까지 고려한 사후예측분포를 바탕

으로 척도가 계산된다. pSHE와 eSHE 방법은 모두 Shannon entropy를 

계산하여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pSHE의 경우 현재의 정보량이 가

장 부족한 영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Shannon entropy가 최대가 되는 영

역을 선택하게 되고, eSHE의 경우 기대되는 정보량이 가장 높은 영역의 

모듈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Shannon entropy가 최소가 되는 영역

을 선택하게 된다. 첫 번째 유형에 비해 두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

에 비해 세 번째 유형이 척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가 많으며, 

현재 정보뿐 아니라 예측되는 정보까지 사용하는 척도이다. 문항 단위로 

단계가 구성되는 CD-CAT와는 달리 CD-MST에서는 모듈 단위로 단계가 

구성되고, 모듈에 포함된 모든 문항들을 고려하여 척도의 계산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척도의 복잡성이 가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D-CAT에서의 척도들의 경우 제시되는 문항을 맞히거나 틀리거나

의 두 가지 경우만으로 척도가 계산되지만, 다단계 검사 구조에서는 제

시되는 모듈 에 포함된  개 문항에 대한  가지 응답패턴을 모두 고

려하기 때문에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고, 따라서 첫 번째 유형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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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간단한 계산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유형 계산에 사용되는 분포 척도 선택 기준

1 단계 사후분포
PP 최소

pSHE 최대

2 단계 예측 문항 응답

KL 최대

PWKL 최대

MPWKL 최대

3 단계 사후예측분포 eSHE 최소

<표 Ⅲ-1> 유형별 모듈 선택방법

한펀, 소검사에서는 전체 인지요소가 아닌 일부의 인지요소에 대해 검

사가 이루어지므로, 전체 구조에 대해 계산을 하는 것보다 소검사에 해

당하는 부분 구조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전체로 확장하는 방법이 보

다 효율적이다. 각 인지요소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인지패턴의 확률은 

주변화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모듈 에 대한 응답  를 검사 결과로 

반영하면 인지패턴  중 번째 인지요소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 인지패

턴  의 사후확률   가 얻어지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 인지패턴

의 사후확률     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는 인지패턴

이 참일 확률로 전체 패턴에 대한 사전확률이다.

    
 ′   ′ 

′
×    

1.5. 검사 종료

변동길이의 컴퓨터 적응검사에서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검사 

길이와 상관없이 검사를 종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CD-MST-PH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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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사전에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면 검사를 종료하게 된다. CD-CAT

의 종료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지패턴에 대한 사후분포의 최대 

확률값이 0.8 이상일 경우를 검사 종료 기준으로 삼고 있다(Yan & von 

Davier, 2014). 이에 맞춰 CD-MST-PH에서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인지

요소 그룹들에 대해 각각 부분 인지패턴의 사후분포를 얻고, 최대 사후 

확률이 모두 정해진 기준 확률을 넘을 경우 검사를 종료할 수 있다. 분

할된 인지요소 그룹이 아니라 전체 인지패턴에 대해 최대 사후확률을 계

산할 수도 있지만, CD-MST-PH가 적용되는 상황은 검사 영역이 넓어서 

인지요소의 개수가 많고 이로 인해 인지패턴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인지패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찾기도 

힘들고 인지요소의 개수 및 인지위계구조에 따라 추정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한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방법은 문항반응이론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 적응검사나 

다단계 검사에서 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쉬운 문제를 굳이 제시하지 않

고,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

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를 치르지 않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현

재까지의 정보를 통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는 비효

율적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모듈에 대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다면 검사를 종료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최소 시행규칙을 정해 적어도 일정 개수의 모듈

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모듈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할 수도 있다.

1.6. 인지 패턴 추정

검사를 종료한 후에는 전체 패턴에 대한 최종 사후분포를 바탕으로 진

단을 내리게 된다. CDM에서 사용되는 패턴 추정 방법인 MLE, MAP, 

EAP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추정 방법을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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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설계된 CD-MST-PH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3개 분석을 구성하

였다. 첫 번째 분석은 실제 검사의 응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고, 두 번

째 분석은 첫 번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모의실험 1이며, 세 

번째 분석은 모든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한 모의실험 2이다. 모의실험 

1은 실제 검사의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되었고, 모의실험 2는 

문항들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설계되었다. CD-MST-PH는 여러 인지진

단모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적용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인지진단모

형인 DINA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 비교 또한 DINA 

모형에 인지위계구조를 도입한 DINA-H 모형과 비교하였다. 분석 및 실

험에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문항모수를 얻기 위한 문항의 사전분

석에는 CDM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실제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분석은 CD-MST-PH의 적용 가능성 탐구와 본격적인 모의실험의 설

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분석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 분석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실험

설계에서 CD-MST-PH 모형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

였고, 세 번째의 모의실험 분석에서는 모든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실험 변인에 대해 모형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1. 실제 데이터 분석

2.1.1. 검사 데이터

실제 데이터 분석에는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추이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TIMSS는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IEA)가 주관하는 4

년 주기의 시험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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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MSS 시험에서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

항들을 소검사(booklet)로 나누고 각 학생들은 하나의 소검사를 배정받아

서 검사를 치르게 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TIMSS 2003년 8학년 수학 

데이터 중 booklet 3에 해당하는 대수 영역 문제들을 선정하였고, 해당 

문항들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가들의 수학 성취도 순위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성취도가 높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한국과 홍콩을, 두 번째 단계에서 호주

와 미국, 세 번째 단계에서 노르웨이와 요르단,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서 필리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정하였다. 총 8개의 국가들 중 홍

콩, 미국, 요르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응답 데이터는 문항분석을 위한 

사전분석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국, 호주, 노르웨이, 필리핀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CD-MST-PH 모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booklet 3에 

결측치 없이 응답한 학생들은 문항분석을 위한 데이터에 1069명, 

CD-MST-PH 분석을 위한 데이터에 868명으로, 총 1937명의 응답 데이터

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문항모수 추정을 위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de la Torre et al. (201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를 결정하였

다.

2.1.2. 인지요소 추출 및 인지위계구조 생성

8학년 대수 영역에서 14개의 인지요소를 추출하고, 인지요소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위계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위계구조에 

맞게 booklet 3에 해당하는 대수 영역의 문제를 총 21개 선정하였다. 인

지요소들은 영역에 맞춰 총 5개의 그룹으로 분할되었고, 각 그룹에 대해 

문항들을 배정하여 5개의 모듈을 생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모듈 

A, B, C, D, E에는 인지요소들이 각각 3, 3, 2, 3, 3개씩 할당되었다. [그

림 Ⅲ-1]는 선정된 인지요소에 대한 인지위계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며, 

<표 Ⅲ-2>는 각 모듈에 해당하는 인지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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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선정된 인지요소에 대한 인지위계그래프 

모듈 번호 내용

A 1 덧셈과 뺄셈

2 곱셈과 나눗셈

3 복합 사칙연산

B 4 분수

5 비율

6 분수 연산

C 7 비례식

8 비례식 값 찾기

D 9 일차식

10 일차방정식

11 연립일차방정식

E 12 사칙연산 규칙 이해

13 사칙연산 규칙 찾기

14 사칙연산 규칙 일반화

<표 Ⅲ-2> 각 모듈에 해당하는 인지요소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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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Q행렬 생성

5개의 모듈을 생성한 후, 각 모듈에 대해 해당하는 인지요소 그룹에 

맞게 Q행렬을 생성하였다. <표 Ⅲ-3>는 각 모듈에 대한 5개의 Q행렬을 

나타낸 것이고, <표 Ⅲ-4>은 전체 문항의 전체 인지요소에 대한 Q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인지요소에 대한 Q행렬의 경우 인지요소 그룹과 모

듈에 따라 블록희소행렬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듈 A 모듈 B 모듈 C

인지요소 인지요소 인지요소

문항 1 2 3 문항 4 5 6 문항 7 8

M022010 1 0 0 M012027 1 1 0 M022156 1 1

M032609 1 1 0 M022004 1 0 1 M022127 1 1

M032690 1 1 1 M022012 1 0 0 M032447 1 0

M012028 1 0 0 M022139 1 1 0

<표 Ⅲ-3> 각 모듈에 대한 Q행렬 

모듈 D 모듈 E

인지요소 인지요소

문항 9 10 11 문항 12 13 14

M032036 1 0 0 M022008 1 1 0

M022002 0 1 0 M022261A 0 1 0

M022253 0 1 0 M022261B 0 1 1

M032728 1 1 1 M032744 1 0 0

M032727 1 1 0 M012029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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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022010 1

M032609 1 1

M032690 1 1 1

M012028 1

M012027 1 1

M022004 1 1

M022012 1

M022139 1 1

M022156 1 1

M022127 1 1

M032447 1

M032036 1

M022002 1

M022253 1

M032728 1 1 1

M032727 1 1

M022008 1 1

M022261A 1

M022261B 1 1

M032744 1

M012017 1

<표 Ⅲ-4> 전체 문항과 인지요소에 대한 Q행렬

2.1.4. 문항 분석

생성된 Q행렬과 1069명의 문항 분석 데이터를 DINA-H 모형으로 분석

하여 각 문항의 문항모수를 추정하였다. 다단계 검사에서는 양질의 문항

으로 모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을 위한 문항의 수가 충분한 

경우는 문항모수가 좋지 않은 문항들은 제거하고, 양질의 문항을 선택하

여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문항이 충분하지 않아 문항

모수의 추정값이 0.4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약을 적용하여 문항모수를 추

정하였다. 추정된 문항모수들은 CD-MST-PH에서 고정된 문항모수로 사

용된다. DINA-H 모형은 사전 문항분석이 없어도 되지만, DINA-H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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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ST-PH 모형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DINA-H 모형의 추정

에도 사전분석된 문항모수를 이용하였다. <표 Ⅲ-5>는 DINA-H 모형으로 

추정한 각 문항의 문항모수를 나타낸 것이다. g와 s가 각각 slip과 guess 

모수를 의미하고, SE(g)와 SE(s)는 추정 문항모수들의 표준오차를 의미하

며, 는 로 정의되는 문항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2.1.5. 데이터 분석

CD-MST-PH 모형은 기본적으로 인지위계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인지진단모형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분석과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모형 중 하나인 DINA 모

모듈 문항 g SE(g) s SE(s) 

A
M022010 0.4 0.017 0.175 0.022 0.425

M032609 0.097 0.008 0.01 0.034 0.893

M032690 0.4 0.017 0.128 0.047 0.472

M012028 0.067 0.009 0.04 0.02 0.893

B M012027 0.112 0.012 0.094 0.021 0.794

M022004 0.079 0.012 0.103 0.018 0.818

M022012 0.4 0.016 0.193 0.023 0.407

M022139 0.052 0.008 0.299 0.029 0.649

C M022156 0.4 0.024 0.038 0.015 0.562

M022127 0.144 0.018 0.4 0.024 0.456

M032447 0.044 0.005 0.168 0.024 0.788

D M032036 0.01 0.001 0.319 0.03 0.671

M022002 0.14 0.013 0.322 0.029 0.538

M022253 0.4 0.018 0.067 0.009 0.533

M032728 0.4 0.019 0.079 0.04 0.521

M032727 0.121 0.01 0.345 0.041 0.534

E M022008 0.079 0.011 0.144 0.014 0.777

M022261A 0.15 0.018 0.015 0.003 0.835

M022261B 0.033 0.014 0.011 0.011 0.956

M032744 0.079 0.011 0.094 0.011 0.827

M012029 0.368 0.027 0.4 0.016 0.232

<표 Ⅲ-5> 문항분석을 통해 구한 각 문항의 slip, guess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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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DINA 모형은 

문항을 풀기 위해 문항에 해당하는 모든 인지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수학 문항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모형이기

도 하다.

DINA-H 모형에서는 21개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고 인지요소 사이의 위

계를 반영하여 인지패턴을 추정하였다. CD-MST-PH 모형은 모듈 선택방

법을 다르게 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3장에서 설명한 PP, pSHE, KL, 

PWKL, MPWKL, eSHE를 모듈 선택 척도로 사용하였다. 

검사의 종료를 위한 기준으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모듈에 해당하는 인지요소 그룹에 대해, 각 부분 인지패턴의 최대 사후

확률이 모두 0.8보다 큰 경우로 설정하였다. DINA-H 및 CD-MST-PH 모

형에서 추정을 위한 사전확률분포는 인지위계구조에 부합하는 모든 인지

패턴에 대한 균등분포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검사 종료 후에 패턴 추

정에는 MAP 방법을 사용하였다.

2.2. 모의실험 1

다음으로 첫 번째 실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모의실험

을 구성하였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인지패턴을 알지 

못하여 CD-MST-PH 모형의 정확도는 분석할 수 없었지만, 모의실험의 

경우 학생들의 인지패턴을 가상으로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 응답

을 만들어낸 뒤, 문항응답을 통해 인지패턴을 재추정하여 복원률을 비교

하기 때문에 모형의 정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데이터 분석

에서는 고정되었던 요인을 실험 변인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분석을 통해 첫 번째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의실험 1에서는 앞선 분석을 통해 추정된 문항모수와 인지패턴 결과

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인지위계구조, 검사문항, Q행렬을 동일

하게 설정한 뒤, 앞선 분석에서 추정된 문항모수들을 참 문항모수로 하



- 35 -

여 인지위계에 부합하는 인지패턴에 대해 문항 응답을 생성하였다. 생성

된 문항 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CD-MST-PH 모형 및 DINA-H 모

형으로 인지패턴을 재추정하였고, 재추정된 인지패턴과 실제 인지패턴을 

비교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인지패턴의 분포는 이전 분석의 

결과로 나온 사후분포를 참 분포로 설정하였다.

추정을 위한 사전 분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포

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 위계에 맞는 모든 

인지패턴이 같은 확률을 가지는 균등분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균등분포와 참 분포를 1:1의 비율로 

결합한 혼합분포, 마지막으로 분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참 분포를 사전

분포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균등분포와 참 

분포를 1:1로 결합하여 혼합분포를 구한 식이다.

       

비교 모형으로는 우선 DINA-H 모형이 21개의 문항결과를 모두 사용하

여 분석한 모형을 나타낸다. CD-MST-PH 모형의 경우는 첫 번째 분석과 

마찬가지로 PP, pSHE, KL, PWKL, MPWKL, eSHE를 각각 모듈 선택방법

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D-MST-PH 모형에서 검사 종료 규칙 또한 

남아있는 모듈에 해당하는 인지요소 그룹에 대한 부분 인지패턴의 최대 

사후확률이 모두 0.8을 넘어가는 경우로 적용하였다. 참 모형으로 DINA 

모형을 가정하였고, DINA 모형의 문항응답함수에 맞춰 응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는 패턴 수준의 일치도(pattern correct 

classification rate, PCCR), 요소 수준의 일치도(attribute correct 

classification rate, ACCR), 검사 길이를 사용하였다.  와  가 각각 피

험자 의 번째 인지요소에 대한 습득유무를 나타내는 참값과 추정값이

라고 할 때, PCCR과 ACCR은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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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는 식을 만족할 경우 1, 만족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나타내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PCCR, ACCR, 검사 길이를 계산하기 위

해 인지위계구조에 부합하는 인지패턴들에 대해 각각 500번씩의 반복실

험(replicate)을 시행하였고, 그 후 각 패턴에 대해 참 분포의 확률값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결과를 계산하였다.

2.3. 모의실험 2

세 번째로 검사문항 및 인지위계구조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모의실험

을 시행하였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을 구성하였던 

두 번째 분석인 모의실험 1과는 다르게, 세 번째 분석인 모의실험 2에서

는 모든 실험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보다 일반적이고 

다양한 실험 상황에서 모형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인지위계그래프는 직선형, 발산형, 수렴형의 세 가지에 대해 분석을 진

행하였다. 각 그래프의 구조는 [그림 Ⅲ-2]와 같으며, 직선형은 모든 인

지요소가 일렬로 나열된 구조를 이루고 있고, 발산형과 수렴형은 서로 

대칭 관계의 그래프로 생성되었다. 세 그래프 모두 15개의 인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지요소들을 3개씩 5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였다. 분할

된 인지요소 그룹을 단위로 하여 5개의 모듈을 생성하였으며, 각 모듈에

는 세 개의 인지요소들에 대해, 각 인지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을 2개씩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각 모듈이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30개의 문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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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선형 2. 발산형 3. 수렴형

[그림 Ⅲ-2] 모의실험 2에 사용된 세 가지 인지위계그래프

모듈 A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 E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E1 E2 E3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10 1

11 1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18 1

19 1

20 1

21 1

22 1

23 1

24 1

25 1

26 1

27 1

28 1

29 1

30 1

<표 Ⅲ-6> 모의실험 2에 사용된 Q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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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의 slip과 guess 문항모수는 최소가 0.1이고 최대가 0.3인 균등

분포에서 추출하였다. 일반적인 CD-CAT 모형과 마찬가지로 CD-MST-PH 

모형에서도 slip과 guess 모수가 측정되어있는 문항을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별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분석을 진행하였고, 모의실험 1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측정한 

문항모수를 참 모수라고 하고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

다. 한편, 사전분석에서 문항모수 추정의 오차(calibration error)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실험에 반영하기 위해 참 문항모수에 4가지 수준의 추정 

오차를 추가하여 CD-MST-PH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추정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참 문항모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

여 추정오차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문항모

수를 과도추정(over-estimated)한 상황과 과소추정(under-estimated)한 상

황으로, 추정오차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0.05인 정규분포에서 추출

한 뒤 과도 추정의 상황에서는 추정오차의 절댓값을 더하고, 과소추정의 

상황에서는 추정오차의 절댓값을 빼서 문항모수 추정값을 설정하였다. 

네 번째는 일반적인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5인 정규분포에서 추출한 추정오차를 참 문항모수에 절댓값 

없이 추가하여 문항모수의 추정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무선성을 고려하

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항모수 및 그 추정 오차를 총 10세트 생성

하여 반복실험을 진행하였다.  번째 문항의 번째 반복실험에서  , 
 ,  는 각각 과도추정, 과소추정, 그리고 일반적인 추정 오차가 존재

하는 상황의 slip 모수 값을 의미하고,  , ,  는 각 상황에서의 

guess 모수 값을 의미한다. 모의실험에서는 참 문항모수인 ,  를 바탕

으로 문항응답을 생성한 뒤, 추정오차를 추가한 문항모수를 바탕으로 

CD-MST-PH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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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패턴에 대한 사전분포는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각 인

지패턴에 대해 똑같은 확률을 부여하는 균등분포이다. 두 번째는 연쇄법

칙을 활용한 방법으로, 선행 요소가 없는 인지요소에 대해서는 습득확률

을 0.8로, 선행 요소가 있는 경우 모든 선행요소를 습득한 경우 습득확

률을 0.9로 일정하게 고정하여 각 인지패턴의 확률을 계산하였다. 

CD-MST-PH 모형에서는 DINA-H 모형과 같이 인지위계구조에 부합하는 

패턴만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므로, 선행요소를 하나라도 습득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인지요소의 습득확률이 0이 된다.

사전분포를 설정하는 두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참 분포는 두 사전분포

를 1:1로 결합한 분포를 사용하였다. 즉, 각 인지패턴에 대해 두 사전분

포에서의 확률에 대한 평균을 해당 인지패턴의 확률로 설정하였다.

비교 모형은 모의실험 1과 마찬가지로 30개 문항을 모두 사용한 

DINA-H 모형과 PP, pSHE, KL, PWKL, MPWKL, eSHE의 6가지 모듈선택

방법을 사용한 CD-MST-PH 모형이다. 검사 종료 기준 등의 CD-MST-PH 

모형에 대한 설정은 분석 2와 같게 유지하였고, 따라서 남아있는 각 모

듈에 해당하는 인지요소 그룹의 최대사후확률이 0.8보다 모두 큰 경우로 

검사 종료 기준을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항모수 선정의 임의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문항모수를 총 10세트 생성하였다. 그 후 각 인지패턴에 대해 문항모수 

세트 당 10번씩의 반복추정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한 인지패턴에 대

해 총 100번의 반복추정을 시행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는 패턴단위 일치도인 PCCR, 요소 단

위 일치도인 ACCR, 그리고 검사의 평균 길이를 이용하였으며, 각 인지

패턴에 대해 참 분포에서의 확률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비교척도들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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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이번 장에서는 분석에 대한 결과를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모의실험 

1, 모의실험 2에 대한 결과로 나누어 제시한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CD-MST-PH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없기에 추정 인지패턴을 기존의 

DINA-H 모형과 비교하여 추정 일치성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에서는 참 

인지패턴이 존재하므로 각 모형들의 정확도도 함께 분석하였다.

1.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참 인지패턴을 알 수 없으므로 모형의 추정 

정확도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던 DINA-H 모형으로 추

정한 인지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CD-MST-PH 모형으로 추정한 인지패턴

의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전체 문항의 수인 21문항과 비교하였을 

때, CD-MST-PH 모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검사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지 분석하였다. 문항선택방법에 따른 CD-MST-PH 모형의 전반적인 일치

도 및 시험의 길이는 <표 Ⅳ-1>과 같다. 

모듈 선택방법 패턴 일치도 요소 일치도 검사 길이 단계 수

PP 0.887 0.965 17.23 (82%) 3.96

pSHE 0.887 0.965 17.23 (82%) 3.96

KL 0.930 0.975 18.38 (88%) 4.34

PWKL 0.893 0.968 16.89 (80%) 3.89

MPWKL 0.903 0.980 16.76 (80%) 3.87

eSHE 0.919 0.973 17.61 (84%) 4.15

<표 Ⅳ-1> 모듈 선택방법에 따른 CD-MST-PH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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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지패턴 및 검사 길이 분석

각각의 모듈 선택방법을 적용한 CD-MST-PH 모형과 DINA-H의 일치도

를 비교한 결과, 인지패턴 단위의 일치도는 약 0.88~0.93, 인지요소 단위

의 일치도는 0.96~0.98 정도로 나타났다. 각 인지요소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해본 결과는 모듈 E에 해당하는 인지요소들이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반면, 모듈 A의 인지요소들이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모

듈 E가 PP, pSHE, KL, PWKL, MPWKL 척도에서의 시작 모듈이었고 따

라서 모든 학생들이 모듈 E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SHE 

척도에서의 시작 모듈은 모듈 C였고 그에 맞게 eSHE 척도를 적용한 결

과에서는 모듈 C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한편, 인

지패턴 및 인지요소의 일치도는 검사 길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

로, 일치도와 검사 길이를 독립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KL 

척도를 적용한 결과의 일치도가 높은 것은 KL 척도가 검사 길이가 평균

적으로 가장 길고 따라서 DINA-H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지패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모의실험 1의 결과 해석

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패턴 및 요소의 일치도의 차이가 오롯이 정확도

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모의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는 14개의 인지요소에 대한 추정 일치도를 나타낸 것으로, 각 

인지요소를 어느 인지요소 그룹, 즉 어느 모듈에 해당하는 인지요소인지

를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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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선택방법 A1 A2 A3 B1 B2 B3 C1

PP 0.941 0.934 0.930 0.942 0.954 0.982 0.956

pSHE 0.941 0.934 0.930 0.942 0.954 0.982 0.956

KL 0.944 0.937 0.930 0.971 0.992 0.995 0.994

PWKL 0.944 0.937 0.930 0.950 0.964 0.983 0.967

MPWKL 0.944 0.937 0.930 0.957 0.978 0.979 0.980

eSHE 0.944 0.937 0.930 0.970 0.991 0.985 0.993

Method C2 D1 D2 D3 E1 E2 E3

PP 0.986 0.930 0.988 0.997 0.984 0.992 0.998

pSHE 0.986 0.930 0.988 0.997 0.984 0.992 0.998

KL 0.995 0.930 0.987 0.995 0.985 0.992 0.998

PWKL 0.984 0.930 0.988 0.997 0.985 0.992 0.998

MPWKL 0.987 0.930 0.988 0.997 0.985 0.992 0.998

eSHE 0.985 0.930 0.986 0.994 0.985 0.992 0.998

<표 Ⅳ-2> 모듈 선택방법에 따른 각 인지요소들의 일치도 

검사 길이의 경우 MPWKL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짧았고, KL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길었다. KL보다 PWKL이, PWKL보다 MPWKL이 보다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특히 다단계검사에서는 앞 

부분의 단계에서의 추정값을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정 인지패턴에 

대한 점추정값이 아닌 추정 인지패턴의 분포를 통해 계산하는 MPWKL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의 정보를 배제하

고 현재까지 추정된 패턴의 분포만을 고려하는 PP 및 pSHE와 문항의 정

보를 고려하여 다음 모듈에 대한 사후분포를 예측하는 eSHE의 경우 

MPWKL과 PWKL보다는 길고 KL보다는 짧은 검사 길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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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 단계 및 경로 분석

모듈 선택방법에 대한 검사 단계 수의 비율은 <표 Ⅳ-3>과 같다. KL 

척도의 경우 3단계 만에 끝낸 경우가 없었던 반면, 나머지 척도들은 최

소 3단계 만에 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PP와 pSHE 척도에서는 

약 73%의 학생들이 4단계에 검사를 끝내서 편차가 가장 적은 결과를 보

인 반면, PWKL, MPWKL, eSHE 척도는 3단계와 5단계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모듈 선택방법
단계 수

3 4 5

PP 0.156 0.726 0.119

p-SHE 0.156 0.725 0.120

KL - 0.656 0.344

PWKL 0.267 0.577 0.156

MPWKL 0.295 0.544 0.161

e-SHE 0.192 0.463 0.344

<표 Ⅳ-3> 모듈 선택방법에 따른 단계 수 비율

각 모듈 선택방법에 대해 나타난 모든 경로에 대한 비율은 <표 Ⅳ-4>

와 같다. KL과 eSHE 방법의 경우 종료시점이 달랐을 뿐 모든 경로들이 

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KL 방법이 추정 인지패턴에 대한 분포

를 바탕으로 다음 모듈을 선택하는 다른 방법과는 다르게 인지패턴에 대

한 점추정값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하나의 모듈에 대한 시험결과, 즉 일

부의 인지요소에 대한 정보가 전체 인지패턴의 분포에 대한 점추정값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SHE 방법은 각 모

듈이 주어졌을 때 예상되는 사후분포에서 계산되는 엔트로피 값을 바탕

으로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험자의 

추정된 인지상태보다 모듈의 특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일정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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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르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eSHE 척도에서 시

작모듈로 선택된 C의 경우 인지요소를 3개씩 포함하는 다른 모듈과는 

달리 인지요소를 2개만 포함하는 모듈이며, 시작모듈 다음으로 선택된 E

는 가장 양질의 문항을 포함하는 모듈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경로 양상

은 사전분포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결과일 수 있고, 사전분포를 실험변

인으로 추가한 모의실험 1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PP pSHE KL

경로 비율 경로 비율 경로 비율

EBCD 0.444 EBDC 0.500 EBCD 0.605

EBD 0.161 BEDA 0.255 EBCDA 0.395

EBDCA 0.138 BED 0.156

EBDA 0.131 BEDCA 0.061

EBDAC 0.126 BEDAC 0.059

PWKL MPWKL eSHE

경로 비율 경로 비율 경로 비율

EDBC 0.348 EDCB 0.379 CEDB 0.572

EDBCA 0.272 EDBCA 0.280 CEDBA 0.395

EDB 0.130 EDBC 0.136 CED 0.034

EDBA 0.122 EDBA 0.114

EDCB 0.117 EDB 0.058

EDC 0.011 EDC 0.032

EDBAC 0.001 EDCBA <0.001

<표 Ⅳ-4> 모듈 선택방법에 따른 경로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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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실험 1 결과

모의실험 1에서는 각 문항응답에 대한 참 인지패턴이 주어져 있으므

로, 이를 토대로 추정 정확성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사전분포와 같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효과를 알아볼 수 없었던 실험변인들의 효과도 

분석할 수 있었다. 표 <표 Ⅳ-5>는 모든 실험변인 구성에 대한 PCCR, 

ACCR, 검사 길이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1. 검사 길이 분석

검사 길이를 분석한 결과 우선 사전분포로 균등분포를 적용한 경우는 

PWKL과 MPWKL 방법이, 사전분포로 혼합분포를 적용한 경우는 PP와 

eSHE 방법이, 사전분포로 참 분포를 적용한 경우는 PP와 pSHE 방법이 

가장 짧은 검사 길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KL 방법을 제외하면 같은 유

형의 척도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균등분포에서 사후분포만을 바탕

으로 모듈을 선택하는 첫 번째 유형인 PP와 pSHE가 성능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균등분포의 경우 분포에 대해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적고, 검사

를 치름에 따른 사후확률의 갱신 정도가 작아서 불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KL 척도가 언제나 가장 시험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KL 척도가 모듈의 선택에 인지패턴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

서 모듈에 대한 정확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인 것으로 예상된

다. KL 거리를 이용하는 세 가지 척도인 KL, PWKL, MPWKL 척도는 순

서대로 보다 많고 복잡한 정보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Kaplan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CD-CAT에서는 KL보다 PWKL이, PWKL보다 

MPWKL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이 보고되었지만, CD-MST-PH의 경우 경

우에 따라서는 PWKL이 MPWKL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 

문항만을 선택하는 CD-CAT에서와는 달리 CD-MST-PH에서는 후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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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모든 문항의 응답에 대한 가능성을 다 고려해야하므로, 많은 정보

를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CD-CAT에서는 후보 문항에 대한 가능한 응답이 0과 1의 두 가

지밖에 없고, 따라서 두 경우만을 합하여 척도를 계산하게 되지만, 

CD-MST-PH에서는 후보 모듈인 모듈 에 포함된 문항이  개일 경우 

개의 가능한 응답을 모두 고려하고 합하여 척도를 계산하게 된다. 

eSHE의 경우 사전분포가 혼합분포인 경우는 PWKL 및 MPWKL과 비슷

한 검사 길이를 보였지만, 사전분포가 균등분포와 참 분포인 경우에는 

KL 다음으로 비효율적인 검사 길이를 보였다. 

2.2. 추정 정확도 분석

인지패턴 수준과 인지요소 수준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DINA-H 모

형에서의 정확도와 CD-MST-PH에서의 정확도가 PCCR과 ACCR 모두에

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CD-MST-PH 모형이 정확도에서 거의 

손해를 보지 않으며 시험의 길이를 단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듈 선

택방법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해보면 각 상황에 대해서 정확도가 미세하

게 더 높은 척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전체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양상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한편, 첫 번째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DINA-H 모형과 CD-MST-PH 모

형의 추정 일치도 결과와 두 번째 모의실험 1에서의 DINA-H 모형과 

CD-MST-PH 모형의 정확도 결과를 비교해보면, 두 번째 분석에서의 정

확도 차이가 첫 번째 분석의 일치도 차이에 비해 훨씬 작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첫 번째 분석의 문항 응답은 인지위계에 맞지 않는 응답이 존

재하는 반면 두 번째 분석에서는 인지위계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응답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분석에서 보다 위계관계에 맞는 응답이 많았

기 때문이고, DINA-H 모형과 CD-MST-PH 모형의 추정 결과에 대한 불

일치가 오롯이 CD-MST-PH 모형의 정확도 감소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

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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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계별 분석

한편, CD-MST-PH 모형에서 인지패턴의 추정 정확성은 검사 길이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추정 정확성과 검사 길이를 독립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표 Ⅳ-5>에서 사전분포가 균등분포인 경

우 KL 척도가 PP 척도에 비해 PCCR과 ACCR이 모두 높지만, 이는 KL 

척도가 PP 척도에 비해 시험 길이가 더 길어서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검사의 단계 수를 고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비교할 필

요가 있고, 이를 <표 Ⅳ-6>에 나타내었다. 1~4의 숫자는 각각 1단계~4단

계를 마친 후를 의미하며, 최대 사후 확률은 각 단계를 마친 후 측정한 

전체 분포에 대한 사후분포의 최대 확률값을 의미한다. 

표에서 1단계의 결과는 시작 모듈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전

체적으로 나머지 척도들은 비슷한 1단계 결과를 보였지만, eSHE 척도만

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나머지 척도들은 사전분포만을 고

려하여 모듈을 선택하였지만, eSHE의 경우 사전 분포를 바탕으로 예측

되는 사후분포를 고려하여 모듈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전

분포에 정보가 없을수록, 즉 사전분포가 균등분포에 가까울수록 eSHE의 

첫 단계 선택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고, 사전분포에 정보가 없을수록 사

전분포보다 사후분포에 의존한 선택이 더 정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각 단계에서의 결과를 보면 우선 PP와 pSHE 방법이 사전분포가 참 분

포일 때는 모든 단계에서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전분포

가 균등분포인 경우에는 PP와 pSHE 방법이 앞쪽 단계에서는 정확도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낮지만 4단계를 마친 후에는 가장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방법이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후분포만을 고

려하여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따라서 사전분포에 정보가 없을 시 

앞쪽 단계에서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전

분포가 균등분포일 때 4단계를 마친 후, 그리고 사전분포가 혼합분포나 

참 분포일 경우에는 다음 모듈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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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을 고려하는 PP나 pSHE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러한 PP 및 pSHE 방법의 효율성은 각 모듈들의 특성이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즉 모듈마다 포함된 문항의 개수가 문항모수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분포만으로 모듈을 결정하는 첫 단계를 제외하면 KL 척도가 가장 

정확도가 낮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PWKL과 MPWKL의 두 척도는 전체

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누가 더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해 특별한 

양상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사전분포 모형 모듈 선택방법 PCCR ACCR 검사길이

균등분포 DINA-H - 0.616 0.941 21.00 

CD-MST-PH PP 0.599 0.934 17.54 

pSHE 0.599 0.934 17.53

KL 0.601 0.936 18.90 

PWKL 0.603 0.935 17.38 

MPWKL 0.609 0.937 17.11 

eSHE 0.609 0.937 18.22

혼합분포 DINA-H - 0.758 0.966 21.00 

CD-MST-PH PP 0.756 0.965 14.04 

pSHE 0.749 0.963 14.73

KL 0.752 0.963 17.10 

PWKL 0.755 0.964 14.44 

MPWKL 0.755 0.964 14.63 

eSHE 0.756 0.965 14.06

참분포 DINA-H - 0.802 0.970 21.00 

CD-MST-PH PP 0.777 0.959 11.32 

pSHE 0.777 0.959 11.47

KL 0.785 0.960 13.72 

PWKL 0.788 0.962 12.06 

MPWKL 0.788 0.962 12.10 

eSHE 0.787 0.962 12.31

<표 Ⅳ-5> DINA-H와 CD-MST-PH 모형의 PCCR, ACCR 및 검사 길이



- 49 -

PCCR ACCR 최대 사후확률

사전분포 모듈 선택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균등분포 PP 0.332 0.286 0.319 0.602 0.674 0.750 0.860 0.936 0.022 0.074 0.196 0.507 

pSHE 0.299 0.286 0.319 0.603 0.649 0.750 0.860 0.936 0.024 0.074 0.196 0.508

KL 0.332 0.286 0.351 0.588 0.674 0.750 0.875 0.924 0.022 0.074 0.151 0.329 

PWKL 0.332 0.357 0.425 0.582 0.674 0.786 0.880 0.930 0.022 0.063 0.221 0.494 

MPWKL 0.332 0.357 0.547 0.578 0.674 0.786 0.904 0.929 0.022 0.063 0.257 0.490 

eSHE 0.347 0.386 0.612 0.588 0.759 0.870 0.917 0.924 0.027 0.096 0.204 0.329 

혼합분포 PP 0.601 0.645 0.729 0.758 0.850 0.907 0.945 0.964 0.337 0.525 0.638 0.704 

pSHE 0.564 0.634 0.707 0.756 0.842 0.909 0.944 0.964 0.342 0.463 0.695 0.707

KL 0.601 0.645 0.680 0.747 0.850 0.909 0.931 0.956 0.337 0.492 0.530 0.656 

PWKL 0.601 0.649 0.727 0.752 0.850 0.910 0.946 0.961 0.337 0.510 0.633 0.699 

MPWKL 0.601 0.651 0.726 0.749 0.850 0.909 0.943 0.960 0.337 0.511 0.620 0.693 

eSHE 0.601 0.646 0.724 0.752 0.850 0.905 0.943 0.961 0.337 0.527 0.630 0.698 

참분포 PP 0.601 0.684 0.743 0.790 0.850 0.915 0.946 0.966 0.602 0.681 0.736 0.780 

pSHE 0.601 0.685 0.750 0.793 0.850 0.910 0.949 0.967 0.602 0.680 0.738 0.782

KL 0.601 0.655 0.693 0.785 0.850 0.907 0.933 0.961 0.602 0.652 0.689 0.773 

PWKL 0.601 0.653 0.742 0.790 0.850 0.908 0.945 0.965 0.602 0.653 0.735 0.778 

MPWKL 0.601 0.653 0.743 0.790 0.850 0.907 0.945 0.965 0.602 0.652 0.737 0.779 

eSHE 0.601 0.651 0.735 0.788 0.850 0.906 0.942 0.965 0.602 0.653 0.730 0.777 

<표 Ⅳ-6> 각 단계별 평균 PCCR, ACCR, 전체 패턴 최대 사후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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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실험 2 결과

모의실험 2에서는 검사 문항 및 인지위계그래프를 인위적으로 구성하

여 분석하였다. 30문항을 모두 사용한 DINA-H 모형과 다단계 방식을 도

입하고 모듈 선택방법으로 각각 PP, pSHE, KL, PWKL, MPWKL, eSHE를 

사용한 CD-MST-PH 모형에서의 결과를 그래프 구조, 문항모수 추정 오

차, 사전분포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Ⅳ-7>은 사전분포와 문항모수 추

정 오차에 따른 각 그래프에서의 DINA-H 모형과 CD-MST-PH 모형의 

PCCR을 나타낸 것이고, <표 Ⅳ-8>과 <표 Ⅳ-9>는 CD-MST-PH 모형에서 

각 단계마다 인지패턴의 추정을 시행하여 평균 PCCR을 구한 것으로 균

등 사전분포와 연쇄 사전분포에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10>

과 <표 Ⅳ-11>은 각 사전분포에서의 ACCR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문항모

수의 추정 오차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 Ⅳ-12>와 <표 Ⅳ-13>은 같은 

상황에 대해 검사 길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14>

와 <표 Ⅳ-15>는 균등 사전분포와 연쇄 사전분포에서 각 인지요소들의 

평균 추정 정확도를 구한 것으로 CD-MST-PH 모형에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1]에서 [그림 Ⅳ-6]은 그래프의 유형 및 사전분포에 따

라 CD-MST-PH 모형에서 습득 인지요소 개수에 대한 평균 검사 길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각 직선이 각 모듈 선택방법에 대한 결과를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그림 Ⅳ-7]에서 [그림 Ⅳ-12]는 그래프의 유형 및 

사전분포에 따라 CD-MST-PH 모형의 각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을 나타

낸 것으로, 색채가 진할수록 선택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3.1. 추정 정확도 분석

사전분포, 문항모수 추정 오차에 따른 DINA-H 및 CD-MST-PH 모형의 

PCCR은 <표 Ⅳ-7>, ACCR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는 <표 Ⅳ-10> 및 <표 

Ⅳ-11>과 같다. 모든 조건에서 DINA-H 모형과 CD-MST-PH 모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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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차이는 PCCR의 경우 0.02 이내, ACCR의 경우 0.01 이내로 차이

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추정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낮은 빈도지

만 CD-MST-PH 모형의 평균 정확도가 DINA-H보다 더 높을 때도 존재하

였다. 이는 불필요한 영역에 대한 검사에서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세 인지위계그래프에 대한 추정 정확도 결과를 비교해보면, 직선형 그

래프의 정확도가 발산형 및 수렴형 그래프의 정확도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직선형의 경우 위계에 부합하는 인지패턴의 개수가 

16개로 적은 반면 발산형 및 수렴형의 경우는 229개로 훨씬 많았기 때문

이고, 직선형 그래프는 모든 인지요소 사이에 위계관계가 존재하므로 특

정 영역에 대한 검사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영역의 정보량 향상 정

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발산형과 수렴형 그래프의 정확도 차이를 비교

하면, 균등 사전분포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연쇄 사전분포의 경

우 발산형 그래프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 기본적으로 발산형과 수렴형 

그래프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균등 사전분포의 경우 인지패턴

의 사전확률이 그래프와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정

확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연쇄 사전분포에서 발산형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은 확률의 연쇄법칙을 통해 계산한 인지패턴의 사전분포가 수렴

형보다 발산형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모수 추정의 오차는 예상할 수 있었듯, 오차 유형에 상관없이 

DINA-H 모형과 CD-MST-PH 모형 모두에서 추정 오차의 존재가 정확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D-MST-PH 모형에

서는 문항모수가 과대추정된 경우의 정확도가 과소추정된 경우의 정확도

보다 일관되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항모수가 과대추정된 경우가 

과소추정된 경우에 비해 검사의 길이가 더 길었고, 이로 인해 정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계별 PCCR 결과를 확인해보면, 단

계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과대추정된 경우와 과소추정된 경우의 정확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CD-MST-PH 모형의 추정 정확도는 검사 길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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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확도 비교를 위해서는 단계를 고정해 놓

을 필요가 있다. 이에 모의실험 1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CD-MST-PH 모

형에서 단계를 고정시키고 1~4단계가 끝난 시점에서의 정확도 분석을 시

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8> 및 <표 Ⅳ-9>와 같다. 단계별 PCCR을 

비교해보면, 단계를 고정시키지 않았을 때 다른 모듈 선택방법에 비해 

KL 방법이 더 정확도가 높은 것도, 문항모수가 과소추정된 경우보다 과

대추정된 경우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것도, 검사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생

긴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사전분포를 

균등분포로 설정했을 때의 단계별 결과를 나타낸 <표 Ⅳ-8>를 보면 

eSHE 방법이 다른 모듈 선택방법들에 비해 시작 단계에서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P와 pSHE가 첫 단계에서는 사전분포만으로 

시작 모듈이 결정되고, KL, PWKL, MPWKL은 사전분포 및 모듈에 포함

된 문항모수를 바탕으로 시작 모듈이 결정되는 반면, eSHE의 경우 각 

모듈이 주어졌을 때의 예측사후분포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에 비해 가장 사전분포의 영향을 덜 받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시작모듈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첫 단계를 지나 이후

의 단계로 갈수록 가능도를 통해 해당학생의 인지패턴 분포가 갱신되기 

때문에 eSHE와 다른 모듈 선택방법들의 정확도 차이는 줄어들고, KL 방

법만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정확도가 일관적으로 작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CD-MST-PH 모형의 단계별 ACCR의 경우 단계별 PCCR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제외하였다.

3.2. 검사 길이 분석

다음으로 CD-MST-PH 모형의 검사 길이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그래프

의 유형에 따른 검사 길이를 비교해보면, 직선형 그래프의 경우가 모듈 

선택방법에 따라 전체 30문항 중 절반 수준인 15문항으로 평균 검사 길

이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발산형 및 수렴형 그래프의 경우는 KL 방법을 

제외하면 모듈 선택방법과 문항모수 추정 오차에 따라 23~25문항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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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검사 길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직선형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에 비

해 위계에 부합하는 인지요소의 개수가 적기도 하고, 인지요소들 사이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짧은 길이만으로도 검사를 종료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즉, 그래프의 구조가 직선형에 가까울수록 검사 길이가 줄

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항모수 추정 정확도와 검사 길이 사이의 관계를 보면, 문항모수를 

과대추정한 경우 평균적인 검사 길이가 길어지고, 과소추정한 경우 평균

적인 검사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항모수를 과소 

추정한 경우 검사에 사용된 문항들의 slip과 guess를 실제보다 작게 판단

하여, 즉 문항들을 실제보다 양질의 문항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분포가 

더 확정적인 분포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항모수의 과소추정이 

검사 길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인지패턴의 추정 정확도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주며, 줄어든 검사 길이만큼 보다 더 낮은 정확성을 보임

을 확인하였다.

모듈 선택방법에 따른 검사 길이 결과를 보면, 우선 KL 방법이 눈에 

띄게 검사 길이가 길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L 척도가 인지패턴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으며 점 추정값만으로 모듈을 

선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모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PP와 pSHE 방법의 경우, PWKL 및 MPWKL과 더불어 전반

적으로 가장 짧은 검사 길이를 보였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 길이가 비교

적 길어진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림 Ⅳ-1]에서 [그림 Ⅳ-6]에 나타난 습

득 인지요소 개수와 검사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PP 방법의 경우 수렴형 그래프에서 연쇄 사

전분포를 따르는 경우, pSHE의 경우 발산형 그래프의 경우 및 수렴형 

그래프에서 균등 사전분포를 따르는 경우에서 유난히 검사 길이가 긴 구

간이 존재하였다. 검사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들이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는 않았지만, PP와 pSHE의 경우 그래프의 구조 및 참 분포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검사 길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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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두 모듈 선택방법이 평균 검사 길이가 가장 짧은 경우가 상당수 존

재하였고, 이는 두 방법이 경우에 따라 좋은 모듈 선택방법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PWKL과 MPWKL 방법의 경우, 다른 모듈 선택방법에 비해 평

균적인 검사의 길이도 짧고 표준편차도 작아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

춘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1]에서 [그림 Ⅳ-6]의 그래프에

서도 두 척도는 다른 척도들보다 검사 길이가 긴 구간이 뚜렷하게 존재

하지 않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검사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eSHE 척도의 경우 연쇄 사전분포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달

리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균등 사전분포를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 길이

의 평균이 클 뿐 아니라 표준편차 또한 유의미하기 큰 값을 보임을 <표 

Ⅳ-12>에서 알 수 있다. [그림 Ⅳ-3]과 [그림 Ⅳ-5]를 확인해보면 eSHE 

방법이 발산형 그래프에서는 습득 요소 개수가 적을 때는 검사 길이가 

유난히 짧고 습득 요소 개수가 많을 때는 검사 길이가 유난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수렴형 그래프에서는 습득 요소 개수가 적을 때 

검사 길이가 길고 습득 요소 개수가 많을 때에는 검사 길이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SHE가 가장 정보량이 높은 예측사후분포를 가진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사후분포를 확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 가장 큰 모듈이 발산형 그래프에서는 가장 위쪽에 위치한 모듈 A, 수

렴형 그래프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모듈 E이기 때문이다. 즉, 발

산형 그래프에서 eSHE 척도는 모듈 A에 대한 선택 비율이 높고, 습득 

인지요소가 적은 학생의 경우 모듈 A의 시행으로 해당하는 영역 A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영역 또한 잘 갖추고 있지 못하

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검사 길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었으며, 반대로 습

득 인지요소가 많은 학생의 경우 모듈 A의 시행에서 영역 A를 잘 갖추

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모듈의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영역

들도 검사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습득 인지요소가 많은 학생의 경우 

eSHE에서 나타난 양상과는 반대로, 모듈 A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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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 시행함을 통해, 영역 A의 요소들도 잘 갖추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검사 길이의 효율화에 유리할 것이다. 수렴형 그래프에서

는 eSHE 척도의 모듈 E에 대한 선택 비율이 높고, 이는 발산형 그래프

와 비슷한 논의로 습득 인지요소가 적을 때 검사 길이가 길고, 많을 때 

검사 길이가 짧게 나타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균등 사전분포에서 

eSHE 척도가 발산형 그래프의 경우 모듈 A, 수렴형 그래프의 경우 모듈 

E에 대한 선택 비율이 높았음은 [그림 Ⅳ-9]와 [그림 Ⅳ-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모듈 선택 비율 분석

각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은 그래프 구조 유형 및 사전 분포에 따라 

[그림 Ⅳ-7]에서 [그림 Ⅳ-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분포에 따른 결

과를 비교해보면 균등 사전분포의 경우 연쇄 사전분포에 비해 특정 단계

에서 특정 모듈의 선택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듈 선택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른 모듈 선택방법에 비해 PP와 pSHE 방법에

서 특정 모듈의 선택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균등 사전분포에서 모듈 선택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조롭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균등분포가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은 평평한 분포이므로 문항

응답 결과가 검사 초기에는 사후분포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연쇄 사전분포는 인지패턴마다 사

전확률이 다르고, 따라서 문항 응답 결과에 따른 사후분포의 변화가 비

교적 민감하게 변하고, 이에 모듈 선택이 다양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듈 선택의 단조로운 양상은 균등 사전분포의 PP와 pSHE 방법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PP와 pSHE의 경우 시작 모듈을 사전분포만

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분포가 결정되면 시작 모듈이 유일하게 정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두 모듈 선택방법에서는 3단계까지의 모듈 

선택 경로가 두 가지로밖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모듈의 선택이 단조로

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균등분포의 성질 때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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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PP와 pSHE 방법이 사후분포에만 의존하여 단순하게 모듈을 선택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듈 선택 비율 및 선택 경로가 다양

하지 못하다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가진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뜻이므로, 사전분포를 균등분포로 설정한 상황에서 PP 또는 pSHE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단계 검사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선택일 

수 있다. PP와 pSHE를 제외한 척도의 경우 다양한 모듈의 선택이 이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P와 pSHE 방법에서도 연쇄 사전분포를 

적용할 경우 모듈 선택의 단조성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모의실험 2의 결과와 다르게 eSHE의 모

듈 선택 양상이 단조롭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의실험 2의 설계와는 다르

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각 모듈이 포함한 인지요소의 개수가 달랐

고, 각 모듈에 포함된 문항들의 문항모수 사이의 편차가 컸으므로,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eSHE가 특정 모듈을 선택하도록 유도된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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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연쇄

그래프 모형 모듈 선택방법 null over under both null over under both

직선형 DINA-H - 0.675 0.666 0.654 0.644 0.675 0.666 0.654 0.644

CD-MST-PH PP 0.652 0.651 0.623 0.621 0.665 0.664 0.646 0.652

pSHE 0.652 0.651 0.623 0.621 0.667 0.665 0.647 0.654

KL 0.664 0.660 0.638 0.631 0.669 0.663 0.654 0.658

PWKL 0.655 0.651 0.628 0.623 0.666 0.664 0.647 0.652

MPWKL 0.658 0.656 0.629 0.622 0.665 0.662 0.652 0.653

eSHE 0.663 0.657 0.630 0.627 0.670 0.665 0.660 0.661

발산형 DINA-H - 0.353 0.349 0.343 0.337 0.428 0.397 0.441 0.416

CD-MST-PH PP 0.346 0.342 0.337 0.330 0.421 0.392 0.433 0.417

pSHE 0.346 0.342 0.337 0.331 0.424 0.394 0.432 0.420

KL 0.350 0.346 0.340 0.333 0.426 0.395 0.433 0.420

PWKL 0.346 0.342 0.337 0.330 0.421  0.390 0.433 0.418

MPWKL 0.346 0.342 0.337 0.330 0.422 0.392 0.433 0.418

eSHE 0.349 0.346 0.338 0.333 0.422 0.392 0.431 0.419

수렴형 DINA-H - 0.346 0.340 0.341 0.329 0.394 0.383 0.389 0.386

CD-MST-PH PP 0.335 0.327 0.326 0.315 0.384 0.374 0.376 0.373

pSHE 0.336 0.328 0.328 0.316 0.371 0.365 0.361 0.362

KL 0.341 0.334 0.333 0.323 0.375 0.373 0.358 0.372

PWKL 0.336 0.328 0.328 0.316 0.375 0.369 0.364 0.367

MPWKL 0.336 0.328 0.328 0.316 0.373 0.369 0.360 0.364

eSHE 0.340 0.334 0.331 0.320 0.368 0.365 0.356 0.358

<표 Ⅳ-7> 사전분포에 따른 각 그래프의 평균 P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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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over under both

그래프 모듈 선택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직선형 PP 0.211 0.398 0.662 0.673 0.215 0.392 0.650 0.664 0.210 0.391 0.646 0.652 0.210 0.389 0.633 0.643

pSHE 0.211 0.398 0.662 0.673 0.215 0.392 0.650 0.664 0.210 0.391 0.646 0.652 0.210 0.389 0.633 0.643

KL 0.243 0.349 0.467 0.579 0.246 0.351 0.454 0.564 0.232 0.341 0.447 0.546 0.242 0.341 0.446 0.555

PWKL 0.211 0.416 0.663 0.673 0.218 0.421 0.648 0.665 0.219 0.419 0.640 0.652 0.214 0.425 0.627 0.642

MPWKL 0.220 0.432 0.658 0.675 0.218 0.432 0.633 0.666 0.222 0.429 0.634 0.653 0.216 0.422 0.610 0.643

eSHE 0.258 0.364 0.566 0.671 0.242 0.373 0.580 0.660 0.238 0.360 0.563 0.651 0.247 0.352 0.559 0.641

발산형 PP 0.103 0.112 0.214 0.310 0.102 0.114 0.21 0.304 0.102 0.103 0.197 0.298 0.098 0.103 0.190 0.291

pSHE 0.103 0.112 0.218 0.290 0.102 0.114 0.216 0.283 0.102 0.103 0.202 0.279 0.098 0.103 0.196 0.267

KL 0.077 0.11 0.144 0.221 0.094 0.115 0.150 0.225 0.092 0.097 0.147 0.221 0.088 0.100 0.144 0.213

PWKL 0.086 0.106 0.215 0.305 0.094 0.105 0.204 0.302 0.087 0.099 0.202 0.292 0.082 0.092 0.197 0.286

MPWKL 0.081 0.102 0.21 0.305 0.090 0.103 0.206 0.299 0.081 0.094 0.205 0.299 0.078 0.097 0.198 0.293

eSHE 0.089 0.119 0.169 0.292 0.095 0.121 0.178 0.288 0.094 0.120 0.184 0.284 0.095 0.121 0.178 0.284

수렴형 PP 0.008 0.027 0.105 0.251 0.008 0.027 0.101 0.241 0.007 0.026 0.103 0.247 0.008 0.026 0.098 0.235

pSHE 0.008 0.027 0.102 0.208 0.008 0.027 0.098 0.200 0.007 0.026 0.100 0.201 0.008 0.026 0.095 0.193

KL 0.013 0.043 0.092 0.197 0.013 0.040 0.088 0.187 0.013 0.040 0.096 0.199 0.013 0.034 0.088 0.183

PWKL 0.008 0.029 0.105 0.219 0.008 0.028 0.103 0.217 0.008 0.028 0.100 0.213 0.008 0.026 0.099 0.212

MPWKL 0.008 0.028 0.106 0.224 0.008 0.028 0.103 0.219 0.008 0.028 0.101 0.214 0.008 0.027 0.099 0.219

eSHE 0.052 0.078 0.138 0.243 0.039 0.057 0.122 0.225 0.040 0.068 0.128 0.240 0.038 0.052 0.116 0.230

<표 Ⅳ-8> 균등 사전분포를 이용한 CD-MST-PH 모형의 단계별 P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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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over under both

그래프 모듈 선택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직선형 PP 0.294 0.486 0.632 0.680 0.295 0.473 0.632 0.668 0.294 0.481 0.607 0.669 0.295 0.483 0.618 0.667

pSHE 0.294 0.486 0.656 0.678 0.295 0.477 0.641 0.667 0.294 0.479 0.644 0.668 0.295 0.476 0.640 0.667

KL 0.296 0.390 0.503 0.601 0.298 0.408 0.498 0.576 0.298 0.404 0.491 0.586 0.301 0.410 0.519 0.579

PWKL 0.294 0.485 0.621 0.680 0.295 0.477 0.604 0.669 0.294 0.480 0.619 0.669 0.295 0.492 0.602 0.669

MPWKL 0.294 0.469 0.604 0.669 0.296 0.465 0.599 0.665 0.300 0.474 0.629 0.668 0.299 0.476 0.598 0.661

eSHE 0.279 0.405 0.562 0.663 0.285 0.416 0.578 0.654 0.290 0.428 0.563 0.664 0.292 0.431 0.578 0.664

발산형 PP 0.187 0.254 0.333 0.392 0.187 0.251 0.318 0.367 0.187 0.257 0.339 0.406 0.187 0.243 0.325 0.379

pSHE 0.193 0.263 0.327 0.396 0.192 0.260 0.313 0.367 0.197 0.265 0.333 0.411 0.193 0.251 0.324 0.381

KL 0.203 0.246 0.289 0.344 0.195 0.236 0.283 0.332 0.197 0.246 0.289 0.346 0.195 0.223 0.292 0.353

PWKL 0.195 0.258 0.330 0.393 0.192 0.252 0.313 0.366 0.192 0.257 0.333 0.401 0.195 0.240 0.323 0.378

MPWKL 0.202 0.262 0.322 0.388 0.199 0.256 0.313 0.366 0.201 0.264 0.332 0.401 0.196 0.244 0.324 0.376

eSHE 0.191 0.254 0.330 0.394 0.190 0.249 0.314 0.367 0.190 0.255 0.334 0.401 0.191 0.239 0.334 0.378

수렴형 PP 0.092 0.172 0.245 0.329 0.092 0.169 0.239 0.321 0.091 0.170 0.244 0.321 0.091 0.169 0.239 0.320

pSHE 0.092 0.174 0.282 0.366 0.092 0.171 0.273 0.355 0.091 0.174 0.278 0.361 0.091 0.172 0.273 0.357

KL 0.094 0.157 0.235 0.326 0.094 0.154 0.225 0.304 0.093 0.151 0.242 0.326 0.092 0.154 0.216 0.291

PWKL 0.093 0.173 0.270 0.362 0.095 0.168 0.261 0.352 0.095 0.169 0.268 0.351 0.094 0.166 0.254 0.345

MPWKL 0.093 0.165 0.269 0.359 0.096 0.162 0.259 0.350 0.096 0.162 0.271 0.354 0.094 0.157 0.256 0.344

eSHE 0.094 0.154 0.273 0.357 0.094 0.153 0.267 0.350 0.093 0.156 0.265 0.350 0.091 0.150 0.261 0.347

<표 Ⅳ-9> 연쇄 사전분포를 이용한 CD-MST-PH 모형의 단계별 P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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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over under both

그래프 모형 모듈 선택방법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직선형 DINA-H - 0.964 0.068 0.963 0.069 0.963 0.067 0.961 0.070

CD-MST-PH PP 0.956 0.086 0.957 0.080 0.950 0.094 0.952 0.088

pSHE 0.956 0.086 0.957 0.080 0.950 0.094 0.952 0.088

KL 0.957 0.089 0.960 0.077 0.951 0.104 0.954 0.091

PWKL 0.957 0.083 0.958 0.080 0.951 0.095 0.952 0.090

MPWKL 0.955 0.093 0.960 0.075 0.951 0.096 0.952 0.091

eSHE 0.958 0.086 0.958 0.083 0.946 0.115 0.952 0.094

발산형 DINA-H - 0.919 0.086 0.918 0.086 0.916 0.088 0.915 0.089

CD-MST-PH PP 0.917 0.088 0.916 0.089 0.914 0.090 0.912 0.091

pSHE 0.917 0.088 0.916 0.088 0.914 0.090 0.912 0.091

KL 0.916 0.089 0.917 0.088 0.914 0.091 0.913 0.091

PWKL 0.916 0.088 0.916 0.089 0.914 0.090 0.912 0.091

MPWKL 0.916 0.088 0.916 0.089 0.914 0.090 0.912 0.091

eSHE 0.916 0.089 0.916 0.089 0.912 0.094 0.912 0.092

수렴형 DINA-H - 0.917 0.087 0.915 0.088 0.915 0.088 0.912 0.090

CD-MST-PH PP 0.912 0.090 0.910 0.092 0.909 0.094 0.907 0.094

pSHE 0.913 0.090 0.910 0.092 0.909 0.093 0.907 0.094

KL 0.915 0.088 0.913 0.089 0.911 0.091 0.910 0.091

PWKL 0.913 0.090 0.910 0.092 0.909 0.093 0.907 0.094

MPWKL 0.913 0.090 0.910 0.091 0.910 0.093 0.907 0.094

eSHE 0.914 0.089 0.912 0.091 0.910 0.094 0.908 0.094

<표 Ⅳ-10> 균등 사전분포에서 각 그래프의 ACCR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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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over under both

그래프 모형 모듈 선택방법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직선형 DINA-H - 0.964 0.068 0.963 0.069 0.963 0.067 0.961 0.070

CD-MST-PH PP 0.954 0.110 0.960 0.099 0.952 0.111 0.953 0.111

pSHE 0.955 0.108 0.960 0.098 0.951 0.112 0.953 0.111

KL 0.960 0.098 0.962 0.085 0.955 0.110 0.959 0.097

PWKL 0.955 0.109 0.959 0.100 0.952 0.112 0.953 0.113

MPWKL 0.955 0.110 0.959 0.101 0.954 0.110 0.954 0.112

eSHE 0.963 0.083 0.964 0.078 0.960 0.092 0.962 0.084

발산형 DINA-H - 0.920 0.099 0.908 0.109 0.924 0.095 0.918 0.099

CD-MST-PH PP 0.913 0.111 0.902 0.118 0.916 0.110 0.910 0.110

pSHE 0.917 0.103 0.905 0.113 0.918 0.103 0.909 0.108

KL 0.918 0.103 0.906 0.112 0.918 0.107 0.909 0.109

PWKL 0.914 0.109 0.902 0.118 0.917 0.107 0.907 0.111

MPWKL 0.915 0.107 0.904 0.116 0.918 0.104 0.905 0.115

eSHE 0.914 0.110 0.903 0.116 0.915 0.114 0.905 0.115

수렴형 DINA-H - 0.916 0.095 0.912 0.098 0.916 0.095 0.913 0.098

CD-MST-PH PP 0.910 0.103 0.906 0.105 0.908 0.104 0.906 0.106

pSHE 0.908 0.102 0.906 0.104 0.906 0.103 0.905 0.105

KL 0.912 0.097 0.910 0.100 0.908 0.099 0.910 0.100

PWKL 0.909 0.102 0.907 0.103 0.907 0.102 0.906 0.105

MPWKL 0.909 0.101 0.908 0.101 0.907 0.101 0.907 0.103

eSHE 0.909 0.100 0.908 0.101 0.906 0.102 0.905 0.104

<표 Ⅳ-11> 연쇄 사전분포에서 각 그래프의 ACCR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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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over under both

그래프 모듈 선택방법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직선형 PP 15.79 3.45 16.29 3.09 15.40 3.73 15.68 3.54

pSHE 15.78 3.44 16.29 3.09 15.40 3.73 15.68 3.54

KL 20.48 7.75 21.39 7.59 19.67 8.24 20.23 7.90

PWKL 15.62 3.48 16.08 3.26 15.12 3.87 15.25 3.74

MPWKL 15.38 3.90 15.98 3.90 15.07 3.98 15.40 4.15

eSHE 17.21 6.00 17.35 5.42 16.19 5.92 16.69 5.49

발산형 PP 23.64 4.27 23.78 4.29 23.44 4.22 23.56 4.27

pSHE 24.34 4.65 24.39 4.64 24.22 4.67 24.24 4.67

KL 27.56 4.16 27.64 3.97 27.12 4.91 27.31 4.53

PWKL 23.80 4.36 23.89 4.35 23.61 4.36 23.60 4.31

MPWKL 23.64 4.29 23.80 4.29 23.53 4.30 23.46 4.25

eSHE 25.42 5.29 25.55 4.59 24.55 5.66 24.87 5.17

수렴형 PP 25.13 4.08 25.21 4.07 24.86 4.09 25.07 4.08

pSHE 25.67 4.23 25.65 4.22 25.54 4.26 25.63 4.23

KL 27.50 3.89 27.74 3.62 27.04 4.21 27.49 3.88

PWKL 25.59 4.23 25.50 4.21 25.48 4.24 25.46 4.21

MPWKL 25.56 4.23 25.54 4.21 25.50 4.24 25.42 4.20

eSHE 26.53 4.74 26.73 4.10 25.65 4.91 25.96 4.65

<표 Ⅳ-12> 균등 사전분포에서 각 그래프의 검사 길이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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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over under both

그래프 모듈 선택방법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직선형 PP 15.07 4.35 15.61 4.06 14.62 4.67 14.92 4.44

pSHE 15.12 4.04 15.64 3.97 14.76 4.25 15.09 4.18

KL 19.33 8.02 19.89 7.91 18.95 8.46 19.15 8.09

PWKL 15.06 4.45 15.56 4.43 14.58 4.46 14.85 4.66

MPWKL 15.27 5.34 15.68 4.83 14.68 4.68 15.01 5.14

eSHE 16.60 6.18 16.73 5.95 15.96 5.90 16.24 5.79

발산형 PP 22.95 5.81 23.13 5.74 22.71 5.74 22.91 5.75

pSHE 24.04 5.19 24.21 5.21 23.40 5.23 23.78 5.28

KL 27.21 5.84 27.62 5.23 26.97 5.84 27.11 5.90

PWKL 23.21 5.63 23.40 5.61 22.95 5.60 23.42 5.65

MPWKL 23.77 5.66 23.99 5.59 23.37 5.62 23.53 5.66

eSHE 23.04 5.64 23.41 5.72 22.80 5.96 22.97 5.97

수렴형 PP 24.97 5.31 25.09 5.26 24.71 5.36 24.73 5.34

pSHE 22.99 4.70 23.42 4.82 22.47 4.57 22.91 4.76

KL 26.30 4.41 27.33 4.00 25.02 4.76 26.94 4.32

PWKL 23.46 5.15 24.24 5.04 22.98 5.03 23.78 5.14

MPWKL 23.76 5.02 24.64 4.84 23.01 4.99 23.98 5.04

eSHE 23.53 4.55 24.67 4.52 22.75 4.66 23.48 4.68

<표 Ⅳ-13> 연쇄 사전분포에서 각 그래프의 검사 길이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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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모듈 

선택방법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E1 E2 E3

직선형 PP 0.949 0.947 0.948 0.948 0.956 0.955 0.957 0.957 0.960 0.958 0.962 0.956 0.960 0.962 0.959

pSHE 0.949 0.947 0.948 0.948 0.956 0.955 0.957 0.957 0.960 0.958 0.962 0.956 0.960 0.962 0.959

KL 0.952 0.953 0.954 0.953 0.956 0.953 0.953 0.953 0.961 0.959 0.964 0.960 0.965 0.964 0.962

PWKL 0.950 0.949 0.951 0.951 0.957 0.957 0.957 0.957 0.960 0.958 0.963 0.960 0.963 0.965 0.960

MPWKL 0.951 0.950 0.949 0.948 0.955 0.950 0.952 0.953 0.960 0.957 0.960 0.956 0.962 0.962 0.960

eSHE 0.950 0.951 0.953 0.953 0.956 0.950 0.951 0.954 0.961 0.958 0.964 0.963 0.966 0.969 0.965

발산형 PP 0.969 0.962 0.932 0.967 0.943 0.935 0.921 0.863 0.878 0.930 0.874 0.876 0.927 0.891 0.879

pSHE 0.969 0.962 0.932 0.967 0.943 0.936 0.921 0.863 0.878 0.930 0.874 0.876 0.928 0.892 0.879

KL 0.968 0.966 0.931 0.970 0.946 0.933 0.920 0.861 0.877 0.931 0.874 0.877 0.926 0.890 0.878

PWKL 0.969 0.962 0.932 0.966 0.943 0.935 0.920 0.863 0.878 0.930 0.874 0.876 0.927 0.892 0.879

MPWKL 0.969 0.962 0.932 0.966 0.943 0.935 0.920 0.863 0.878 0.930 0.874 0.875 0.927 0.892 0.879

eSHE 0.968 0.966 0.928 0.970 0.943 0.937 0.917 0.859 0.875 0.929 0.872 0.874 0.928 0.891 0.879

수렴형 PP 0.900 0.892 0.911 0.902 0.897 0.906 0.902 0.901 0.965 0.888 0.884 0.892 0.964 0.895 0.983

pSHE 0.900 0.892 0.911 0.903 0.898 0.908 0.902 0.903 0.967 0.888 0.884 0.892 0.965 0.895 0.983

KL 0.901 0.893 0.912 0.904 0.899 0.910 0.904 0.905 0.967 0.891 0.888 0.899 0.965 0.902 0.983

PWKL 0.900 0.892 0.910 0.903 0.898 0.908 0.902 0.903 0.967 0.889 0.885 0.893 0.965 0.896 0.983

MPWKL 0.900 0.892 0.911 0.903 0.898 0.908 0.902 0.903 0.967 0.889 0.885 0.893 0.965 0.896 0.983

eSHE 0.900 0.892 0.910 0.903 0.898 0.908 0.903 0.903 0.967 0.891 0.888 0.901 0.965 0.902 0.983

<표 Ⅳ-14> 균등 사전분포에서 CD-MST-PH 모형의 인지요소별 추정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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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모듈 

선택방법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E1 E2 E3

직선형 PP 0.948 0.953 0.949 0.952 0.956 0.947 0.945 0.945 0.952 0.952 0.957 0.954 0.957 0.960 0.952

pSHE 0.948 0.953 0.949 0.952 0.956 0.949 0.947 0.949 0.956 0.956 0.959 0.955 0.959 0.962 0.952

KL 0.943 0.949 0.946 0.948 0.951 0.950 0.948 0.949 0.958 0.958 0.964 0.958 0.965 0.967 0.958

PWKL 0.948 0.953 0.949 0.952 0.957 0.947 0.946 0.946 0.954 0.954 0.958 0.954 0.959 0.961 0.953

MPWKL 0.946 0.951 0.945 0.947 0.951 0.948 0.947 0.947 0.954 0.955 0.960 0.954 0.959 0.962 0.954

eSHE 0.947 0.950 0.946 0.950 0.956 0.952 0.950 0.951 0.959 0.961 0.966 0.963 0.968 0.970 0.961

발산형 PP 0.968 0.949 0.931 0.948 0.931 0.921 0.905 0.879 0.882 0.925 0.884 0.877 0.912 0.903 0.883

pSHE 0.975 0.961 0.933 0.958 0.935 0.931 0.905 0.878 0.882 0.924 0.884 0.877 0.920 0.907 0.888

KL 0.972 0.960 0.933 0.959 0.937 0.932 0.906 0.880 0.883 0.926 0.885 0.878 0.922 0.908 0.889

PWKL 0.969 0.952 0.932 0.949 0.929 0.925 0.905 0.878 0.882 0.921 0.881 0.875 0.919 0.906 0.887

MPWKL 0.972 0.955 0.933 0.952 0.931 0.928 0.905 0.879 0.883 0.922 0.882 0.875 0.920 0.907 0.888

eSHE 0.969 0.950 0.932 0.948 0.928 0.925 0.905 0.879 0.883 0.920 0.880 0.874 0.918 0.906 0.886

수렴형 PP 0.892 0.883 0.905 0.896 0.890 0.908 0.895 0.902 0.964 0.887 0.881 0.898 0.964 0.898 0.981

pSHE 0.892 0.883 0.906 0.896 0.890 0.908 0.896 0.901 0.965 0.889 0.882 0.904 0.964 0.865 0.981

KL 0.897 0.888 0.916 0.900 0.894 0.917 0.891 0.898 0.967 0.890 0.883 0.906 0.964 0.887 0.982

PWKL 0.893 0.885 0.910 0.897 0.891 0.910 0.896 0.898 0.963 0.889 0.882 0.904 0.962 0.877 0.981

MPWKL 0.895 0.887 0.913 0.897 0.892 0.911 0.893 0.895 0.963 0.889 0.882 0.904 0.961 0.879 0.981

eSHE 0.895 0.886 0.911 0.898 0.892 0.913 0.890 0.897 0.964 0.889 0.882 0.904 0.962 0.870 0.981

<표 Ⅳ-15> 연쇄 사전분포에서 CD-MST-PH 모형의 인지요소별 추정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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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균등 사전분포에서 직선형 그래프의 검사 길이 그래프

[그림 Ⅳ-2] 연쇄 사전분포에서 직선형 그래프의 검사 길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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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균등 사전분포에서 발산형 그래프의 검사 길이 그래프 

[그림 Ⅳ-4] 연쇄 사전분포에서 발산형 그래프의 검사 길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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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균등 사전분포에서 수렴형 그래프의 검사 길이 그래프

[그림 Ⅳ-6] 연쇄 사전분포에서 수렴형 그래프의 검사 길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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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균등 사전분포에서 직선형 그래프의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

 

[그림 Ⅳ-8] 연쇄 사전분포에서 직선형 그래프의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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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균등 사전분포에서 발산형 그래프의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

[그림 Ⅳ-10] 연쇄 사전분포에서 발산형 그래프의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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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균등 사전분포에서 수렴형 그래프의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

[그림 Ⅳ-12] 연쇄 사전분포에서 수렴형 그래프의 단계별 모듈 선택 비율



- 72 -

V.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지위계구조의 분할을 바탕으로 인지진단모형과 다단

계 검사 방법을 결합한 CD-MST-PH 모형을 소개하고, 결합 모형이 정확

성을 유지하면서 검사 길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모형임을 실제 데이터 

분석과 두 개의 모의실험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지진단모형에 다단계 검사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검사와 관련된 인

지요소들을 인지위계그래프로 표현하고, 인지위계그래프를 영역에 맞춰 

복수의 인지요소 그룹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에 대해 모듈을 제작하였다.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세 유형의 총 여섯 가지 모듈 선택 척도로 

PP, pSHE, KL, PWKL, MPWKL, eSHE를 제시하여, 시작 단계에서는 사전

분포를 바탕으로, 이후 단계에서는 문항 응답을 통해 계산한 사후분포를 

바탕으로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마다 척도를 통해 선택

된 모듈을 해결하고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면 검사를 종료하였고, 불필요

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제외하고 인지 패턴을 추정하여 검사 길이를 짧

게 효율화시켰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TIMSS 2003년 8학년 수학 검사의 대수 영역 

21문항에 대한 총 8개국의 응답 데이터 중, 4개국 1069명의 데이터로 문

항 분석을 실시하고, 나머지 4개국 868명의 데이터로 CD-MST-PH 모형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14개의 인지요소를 추출하여 

인지위계그래프를 만들었고, 이를 5개의 인지요소 그룹으로 분할한 후 

21개의 문항을 5개의 영역 중 하나에 배정하여 Q행렬을 완성하였다. 

CD-MST-PH 모형은 인지진단모형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지만, 가장 많

이 쓰이는 DINA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CD-MST-PH 모형이 모든 문항을 다 치르는 DINA-H 모형과 일치도를 유

지하면서 검사의 길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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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 1은 실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 문항, 

인지요소, 인지위계그래프, Q행렬, 문항모수, 참 분포 등을 앞선 분석과 

같게 유지하거나 혹은 앞선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도입한 뒤, 참 분포에 

맞게 생성된 인지패턴들로 문항 응답을 가상으로 생성하고 이를 다시 재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지패턴의 복원률을 통해 CD-MST-PH

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CD-MST-PH 모형과 DINA-H의 추정 정확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사 길이의 경우 사전분포

가 정보가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균등분포일 때는 PWKL과 MPWKL 방

법이, 그리고 정보가 주어진 사전분포를 사용할수록 PP와 pSHE 방법이 

점점 짧은 검사 길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PP와 pSHE 방법이 문

항 응답을 통해 구한 사후분포만으로 모듈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사전

분포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모의실험 2에서는 인지위계그래프 및 검사 문항부터 인위적으로 구성

하고, 인지위계그래프의 구조, 사전분포, 문항모수의 추정 오차를 실험변

인으로 도입하여 CD-MST-PH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실험 1

과 마찬가지로 DINA-H 모형과 정확도를 거의 같게 유지하면서 검사의 

길이는 짧게 효율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첫 번째 유

형의 모듈 선택 척도인 PP와 pSHE가 모의실험 1에서 확인했듯 좋은 성

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전분

포로 균등분포를 택했을 때는 모듈 선택 양상이 단조로운 한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KL의 경우 추정의 정확성과 검사의 길이 모두에서 

비교적 성능이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eSHE는 검사 길이가 KL에 

비해서 짧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척도들보다 효율적이기도 하였지만 

사전분포가 균등분포일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검사의 길이 편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PWKL과 MPWKL의 조건을 가리지 않고 짧

은 검사의 길이를 보여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모듈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문항 분석의 오차는 기본적으로 추정 정확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

었으며, 문항모수가 과대추정된 경우는 검사 길이를 길게 만들고, 문항

모수가 과소추정된 경우는 검사 길이를 짧게 만드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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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모형과 다단계 검사를 결합하기 위한 과제였던 

모듈 구성의 기준과 모듈 선택 방법을 인지위계구조의 분할을 통해 제시

하고, 설계된 CD-MST-PH 모형이 기존의 모형보다 검사 길이에 있어 효

율성을 지닌 모형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제 데이터 분석과 두 가지의 모의실험을 통해 모형의 정확성과 효율

성을 분석하였고, 기존에 CD-CAT에서 사용되던 문항선택척도인 KL, 

PWKL, MPWKL, SHE를 다단계 검사에 맞게 응용한 KL, PWKL, MPWKL, 

eSHE와 함께, CD-MST-PH의 설계를 활용하여 제시한 PP와 pSHE의 총 

6가지의 모듈 선택 척도들의 성능을 비교하여, 그래프 구조, 문항 분석 

오차, 사전분포, 참 분포 등에 따른 각 척도들의 결과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으로는 우선 첫째로, 보다 다양한 실험변인을 

통해 CD-MST-PH 모형의 성능을 분석하고 모듈 선택 척도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모의실험 2에서 세 가지 인지위계그래프 구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인지위계그래프의 분할에서 분할된 각 그룹

이 동일하게 3개의 인지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각 그룹에 해당하

는 모듈이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도록 고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인지위계그래프를 영역에 맞게 분할하면 각 인지요소 그룹의 크기나 각 

모듈의 문항의 수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데이터 분석 및 모의실험 1의 

경우는 실제 시험을 반영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지요소 그룹의 크기 

및 모듈에 포함된 문항의 수가 다르긴 했지만, 해당 요인들이 실험변인

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분할된 인지요소 그룹의 크기 및 모듈에 포

함된 문항의 개수를 실험변인으로 도입하여 결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 

둘째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인지위계그래프에 대하여 CD-MST-PH 모

형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지위계그래프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TIMSS 2003년 8학년 수학 대수영역의 인지요소들로부

터 만들어낸 그래프와, 모의실험 2에서 가상으로 생성한 직선형, 발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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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형의 세 가지 그래프이다. 모의실험 2에서 직선형, 발산형, 수렴형의 

세 가지 그래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CD-MST-PH 모형의 정확성

은 모든 문항을 사용한 DINA-H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인지위계그래

프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사 길이의 효율성

은 직선형 그래프에서 가장 좋았고 발산형 또는 수렴형 그래프의 경우 

감소한 모습을 보여 인지위계그래프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비구조화형과 같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포함되니 않은 

다양한 형태의 인지위계그래프에 대해 CD-MST-PH 모형을 적용하여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D-MST-PH 모형의 시작 모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CD-MST-PH 모형에서의 앞쪽 단계에서는 사전분포에 많은 영향을 받아

서 모듈을 선택하게 되고, 뒤쪽 단계에서는 문항응답을 통해 얻은 정보

를 바탕으로 모듈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는 문항응답 없

이 사전분포만으로 시작 모듈을 결정하게 된다. 평균 검사 길이와 같은 

모듈 선택 척도의 성능은 사전분포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문항응답을 바

탕으로 한 선택의 두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고, 모듈 선택 척도들

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후속 연구로 

CD-MST-PH 모형의 성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모의실험 2에서 나타났듯이 인지

위계그래프가 수렴형 또는 발산형일 경우 CD-MST-PH 모형의 검사 길이

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한 인지위계그래프보다 더 넓

게 퍼져있는 그래프의 경우 검사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인지요소들을 연결한 화살표의 개수가 적을 경우 검사 길이

가 길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CD-MST-PH 모형의 효율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모형을 통해 검사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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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gnitive Diagnostic Multistage Testing 

by Partitioning Attribute Hierarchy

Kim Rae Yeong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 (CDA) aims to identify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screte and multi-dimensional skills and to diagnose each test 

takers. Cognitive diagnostic model (CDM)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CDA contains more parameters than conventional test models, 

such as item response model, because the latent traits the model estimates 

have multiple dimensions. Hence, the CDM and its parameters could only 

be accurately estimated by using large-sized samples and items.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made to deal with this problem, and one of the 

suggested methods is to apply an attribute hierarchy to CDM. The method 

of attribute hierarchy specifies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s among the 

attributes, and the possible number of attribute patterns are reduced. Another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DM is to adopt a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AT) method which tries to provide best fitting item for each test 

takers. Cognitive diagnostic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D-CAT) 

provides an optimal item for estimating the latent attributes of the examinee 

using the previous item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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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CAT. A large 

item bank consisted of fine quality items is necessary for the CAT and it is 

inconvenient for the test administrators to conduct tests or manage results. 

Multi-stage testing (MST) method can solve this practical problems, but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mbine multi-stage testing methods with CDM. 

This study proposes CD-MST-PH and investigates the properties of the 

proposed model by analyzing real response data and simulation data.

  In order to apply the multi-stage testing method in CDM, the attribute 

hierarchy was represented as a directed graph and was partitioned into 

groups of attributes. Testlets corresponding to each attribute group were 

created and used as modules in a multi-stage structure. The module selection 

methods were generated by applying the item selection methods used in 

CAT, and were newly invented by using the structure of partitioned attribute 

hierarchy.

  To examin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CD-MST-PH, an analysis 

using real response data and two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real 

data analysis, the response data of the TIMSS 2003 8th grade mathematics 

test were explored and it confirmed that CD-MST-PH uses fewer items and 

produces similar results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model.

  Simulation 1 was conducted to complement the real data analysis. The 

same attribute hierarchy and test items were adopted as were used in the 

real data analysis, and response data for each item was artificially generated. 

Simulation 2 was performed using artificially generated attribute hierarchies 

and test items. The accuracy of the CD-MST-PH, which was unobtainable in 

the real data analysis, was obtained from the two simulation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s show that the CD-MST-PH can improve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accurac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odel.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each module selection method is examined and compared under 

various experiment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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