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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동생성문항의 설계 및 

문항반응모형 연구

-인수분해 단원을 중심으로- 

오늘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모든 산업분야 뿐 아니라 교육현장

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었으나 유독 평가 영역, 특히 수학과의 평가에서

는 지필평가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은 지필평

가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한 문항자동생성이다.

문항자동생성이란 주어진 문항모형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임의로 규칙에 

따라 문항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문항자동생성은 단시간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 문제은행을 풍부하게 하고 보안과 문제 관리의 편리

성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는데, 수학 교과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서 신속한 피드백을 주거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생성문항의 설계 이론 중 하나인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 설계를 사용하여 문항을 제작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적용하여 문자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인지모형과 그를 바탕으로 자동생성

문항의 문항모형을 개발한다. 문항모형에 따라 문항을 생성한 후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이 학생 반응에 대한 문항함수의 예측을 어느 정

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 가설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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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한다. 

연구를 위하여 자동 생성된 문항을 인수분해 능력에 대한 검사로 구

성하고 서울에 위치한 3개 중학교 3학년 10개 학급 총 24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인수분해에 필요한 인지적 요소가 이루는 인지모형

은 “식의 기본 유형 배우기”, “공통 인수 묶기”등의 내용적 인지 요

소와 “수의 구조에 대한 감각”, “식의 구조에 대한 감각”등의 과정

적 인지요소로 이루어짐을 밝혔다. 이러한 인지모형을 기반으로 작성한 

문항모형은 각 문제 유형별로 다루는 문자식을 이러한 인지요소의 복합

적 결합으로 임의로 생성할 수 있게 하였고, 각 요소의 조건에 따라 제

한요소 등의 부가 규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항모형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요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각 인지요소가 학습되는 

순서 등을 고려하여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 피험자들의 문항반응 결과로부터 문항특성함수를 추정하고 난

이도와 변별도 모수를 추정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식의 유형 특성과 수

의 구조 특성은 특성의 포함 여부가 난이도와 변별도에 영향을 확실하게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공통인수 특성과, 식의 구조 특성은 

포함 여부에 따라 난이도와 변별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인지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낸 문항들이 학생들의 수

행수준에 대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이론에 대한 주장을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수학과 평가에서 인지모형 

기반의 자동문항생성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인수분해 단원의 문항 

설계와 검사 수행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어 : 문항자동생성, 인지모형, 문항모형,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

모형 설계, 인수분해

학번 : 2014-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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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업무 수행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술을 통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김종근, 이

상균, 2016). 공장의 생산라인, 과학 연구의 실험실, 의학의 진단과 치료, 

금융업무, 행정, 미디어 등 광범위한 분야와 교육 현장에도 컴퓨터의 보

급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

육매체나 교수법이 교육현장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이가람 외, 2016). 이제는 PC와 노트

북, 스마트 패드, 모바일 기기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에 

더욱더 이용되고 있으며 수업 중 인터넷상의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

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김병철, 2008). 

컴퓨터를 이용하면 교수 학습 뿐 아니라 학습한 결과에 대한 평가 역

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부재율, 2002). 특히 컴퓨터가 

평가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경우 

개념학습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으며(하민수, 2016), 문항에 따

른 난이도 조절을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춘 평가가 가능하고 임의로 문

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문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허균, 2015). 컴퓨터 기반 평가가 교수 학습에 줄 수 

있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필 위주의 평가

가 수행되고 있으며 컴퓨터 기반 평가는 널리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홍명 & 고상숙, 2015).

국제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는(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1997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의무교육 종료 단계에 

있는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교육, 과학 교육, 문제 해결 영역

의 성취도를 3년 주기로 조사해왔다(OECD, 2000). PISA에서도 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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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컴퓨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

(Computer Based Assessment; CBA)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다(OECD, 2000). PISA의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은 현실 맥락에

서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을 강조해 온 PISA의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환경의 변화는 물론 정보

통신기술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실제적 변화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Peña-López, 2006; 송미영, 2014). 

컴퓨터 기반 평가의 활용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문항자동생성

(Automatic Item Generation)은 컴퓨터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기술로 제안되었다(Gierl et al., 2013). 문항자동생성이란 주어진 문항모

형(Item model)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임의로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문

항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Gierl et al., 2013). 문항자동생

성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빠른 시간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문제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문제

은행 구축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오정석 외, 2006). 셋째, 문제의 보안 유

지를 위해 폐쇄된 공간에서 합숙 출제를 하거나, 학생이 출입 불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서 교사가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김정숙 & 이준호, 2014). 

컴퓨터 기반 검사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

가 문제은행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인데, 문항자동생성 알고리즘은 이러

한 문제은행 구축의 어려움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평

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은행 관련 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은 

문항이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됨을 전제

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문항자동생성으로 만들어진 많은 문항을 어떤 

수학적 모형으로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문항자

동생성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문항모형을 이용하여야 효과적인가

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 활

용될 수 있는 문항자동생성의 설계 원리와 문항 특성을 연구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의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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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구조를 바탕으로 문항 생성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강한 이론 기반 

문항자동생성 이론(Gierl & Haladyna, 2013)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단원에 

대한 문항자동생성 문항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가설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항반응을 분석하여 검증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를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를 

시행할 때, 문항자동생성을 위한 문항 설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성된 문항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문항자동생성에서 인지적 모형을 고려한 강한 이

론 기반의 설계 방법을 인수분해 단원의 평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모색하고, 인지 모형에 기반한 자동생성 문항의 설계가 문항의 난이

도와 변별도 등의 문항 특성을 상당 부분 예측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Gierl et al.(2013)의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수분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과정에 대한 모형을 바

탕으로 인수분해단원의 자동생성문항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2) 인수분해 관련 자동생성문항의 설계에 사용된 인지모형을 바탕으로 

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 

3. 용어의 정의

 

자동생성문항 : 주어진 문항모형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항

모형에 포함된 요소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성하여 개별적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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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문항. 문항모형의 “인스턴스(instance)”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항모형 : 문항의 자동생성을 위해 문항의 구조와 요소를 분석하여 

모형으로 구성한 것. 문항간(stem), 선택지(option), 보조정보(auxiliary 

information)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세부적인 요소(elements)로 구

성된다. 문항 세부 요소를 어떤 체계에 따라 조절하여 같은 문항모형을 

따르는 수많은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컴퓨터 기반 평가 : 컴퓨터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의 

전자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검사가 수행되고 검사 반응의 저장과 처리, 

분석, 피드백과 보고절차 등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

가. 

문항반응이론 : 피검사자가 어떤 문항에 대하여 특정한 반응을 할 확

률을 문항특성 및 능력의 함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검사이론. 평가 문항

들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피험자의 특성(인지 능력, 물리적 능력, 기

술, 지식, 태도, 인격 특징 등)이나 평가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등을 측정

하기 위한 검사이론이다.

문항특성함수 :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특정 문항을 맞출 확률을 표시

해주는 함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라는 모수를 가지며, 사용하는 모

수의 개수에 따라 1모수(난이도), 2모수(난이도, 변별도), 3모수(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모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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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컴퓨터 기반 검사

컴퓨터 기반 검사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통

해 수행되는 평가이다. 성적 처리, 성적 보고와 같은 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모니터를 통해 평가 문항을 읽고 키보드, 마우스, 전자

펜을 통해 정답을 입력하며 결과 산출 및 피드백도 컴퓨터 기반 시스템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Haung, Li & Cheng, 2009; Luavia, 2007).

1.1. 컴퓨터 기반 검사의 배경

 컴퓨터 하드웨어 및 응용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의 활용성의 증

가에 따라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컴

퓨터 사용의 증가는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 자료의 준비, 학생 관

리, 영상 자료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 등의 영역에서 교사와 학생이 

컴퓨터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한 학교교육,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코딩교육 등을 이용해 학교 현장에도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들이 증가하

였다(소호섭, 2016).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시도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cheuermann & Jörnsson, 2009). 룩셈부르크와 프

랑스의 경우에도 PISA의 평가를 포함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행하였

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Freudenthal Institute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연구 중이다(Kolovou, & Van den Heuvel-Panhuizen, 

2010). 이러한 추세를 따라 미국에서도 국가 교육 성취 평가 (NAEP :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에서 4학년부터 8학년까지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평가(Digitally Based Assessments, 

DBA)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 기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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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ne et al., 2005), 미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의 실행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가 많이 연구 되고 있다(Kelly, 

2009).

우리나라도 컴퓨터 기반 평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는

데, 백순근(2010)은 컴퓨터 기반 평가의 기반이 되는 역량의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소양(ICT literacy)의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하였고, 이원규(2009)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능력을 검사하는 연구를 하였다. 2012년

에는 한국에서도 국가차원의 컴퓨터 기반 평가를 직업기초능력 평가에서 

실시한 바 있다(함승연,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대상이 한정

되어 있고,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컴퓨터 기반 검사의 장점

컴퓨터 기반 검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수행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시험지와 분리된 답안지를 사용하게 되

는 경우, 답안지에 잘못 표기하거나 OMR카드의 마킹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 기반 검사는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Smoline, 2008). 

둘째, 검사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하다. 컴퓨터의 서버에 적절한 보안장치를 탑재하면, 시험지와 답안지에 

대한 물리적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문제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들이 

동일한 문항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을 없앨 수도 있다(김은정, 

2005). 셋째, 다양한 방식의 시험이 가능해진다. 종이에 인쇄된 검사지로

는 제공하지 못했던, 음성, 영상 등의 부가적인 자료를 이용한 검사가 

가능해지며, 따라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피험자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

게 되었다(Pellegrino & Quellmalz, 2010). 넷째, 검사 직후에 빠른 피드백

을 줄 수 있고, 피험자의 성취 수준과 인지적인 진단 정보를 검사가 끝

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알려줄 수 있다(Pellegrino & Quellmalz,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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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율(2002)은 컴퓨터 기반 평가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째, 평가의 타당성이 증가할 수 있다. 비언어적 구성요소를 포함한 평가

는 지필평가보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 대상 등을 보여주는 것이 평

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평가문항의 타당도가 증가할 수 

있다. 둘째, 검사의 표준화를 도울 수 있다. 지필 평가는 이미 정해진 문

제를 풀어서 정해진 점수를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므로 그에 따른 표준화

가 어렵지만, 컴퓨터는 그 형식을 벗어날 수 있고,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학생의 능력 추정치를 표준화하기 쉽다. 셋째, 

학생의 문제풀이에 대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지필평가의 

경우 학생의 문제풀이에 대한 총점 외에 다른 데이터는 거의 얻기가 힘

든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각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 문제를 푸는 과정, 

문제를 풀 때의 눈의 초점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검사

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으며,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낮다. 여러 가

지 분석은 컴퓨터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소모되며, 지필평

가에 비해 평가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또한 보안관리가 철저하

다면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그만큼 낮으며, 평가에 필요한 여러 행정절차

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간소해진다. 

1.3. 컴퓨터 기반 검사의 한계점

컴퓨터 기반 검사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은 초기비용의 투자가 많다는 것이다(부재율, 2002). 장비와 관련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번 구입해 놓으

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이미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보편화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검사의 구현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이용 

검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어떠한 방법

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율성, 신뢰도 측면의 문제가 적

절하게 처치되지 못할 수 있다(정한호, 2009). 마지막으로 컴퓨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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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험자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백

순근(2010)은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부담감, 컴

퓨터를 사용해 본 경험, 성차에 따른 컴퓨터 활용능력차이 등이 피험자

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각각의 

피험자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항목과 무

관하게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2. 문항 제작의 원리 

2.1. 근거 중심 설계

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평가 데이터가 추론이나 행동을 제

공한다는 개념적(conceptual), 실체적(substantive), 통계적(statistical) 지원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essick, 198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평가는 증

거론적 추론(evidentiary reasoning)의 특별한 경우이다. Messick(1989)은 

평가 대상에 대한 구조 중심의 접근법은 어떤 지식, 기술 혹은 다른 속

성의 복합성을 평가해야할지 묻는 질문에서 기인했다고 말하며, 이는 명

백하거나 혹은 암묵적인 교육 목표와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어 “어떤 행동

이나 수행이 그러한 구조1)를 보여주며 어떤 과제나 상황이 그러한 행동

을 이끌어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평가에 대한 해석이란 우리가 

관찰한 것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 믿는 것까지의 추론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평가의 목적을 언급하며 1) 우리가 관심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2)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능력을 쓰는가? 3) 언제 능력을 

사용하고 언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4) 어떤 도구와 표현을 사용하며 

1) Messick(1989)는 저 질문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구조의 본질은 관련 작업의 선택은 
물론 구조 기반의 채점 기준 및 루브릭의 합리적인 개발을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러한 구조란 전 문단에서 말한 어떤 지식, 기술, 혹은 다른 속성의 복합성
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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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어떤 종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 라는 네 

질문과 함께 평가의 맥락과 평가의 여러 자원들 그리고 평가의 진행 정

도를 고려하여 생각하면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추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근거 중심 설계(Evidence-Centered Design, ECD)란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실행하기 위해 나온 설계 틀로, 증거에 의하여 교육적인 평가를 구

성하는 접근법이다. 일관적인 평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개

념적인 틀인데, 이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방식의 평가 즉, 우리에게 친

숙한 표준화 검사나 퀴즈, 시뮬레이션 평가, 포트폴리오나 개인 지도 등

에도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ECD의 설계 틀은 증거 추

론의 원칙과 평가 생산 및 전달의 긴급성을 기반으로 한다(Mislevy et 

al., 2006). Mislevy et al.(2003)는 공통의 디자인 아키텍처는 평가 내용 

전문가, 통계 전문가, 교수자, 문항 제작자, 평가 전달(delivery) 프로세스 

개발자 및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와 같은 여러 전문가의 작업 간에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를 토대로 평

가를 설계하면 증거가 수집되고 해석되는 방식이 평가에서 다루는 기본 

지식 및 목적과 일치하게 할 수 있다. 

ECD의 틀은 평가 설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1)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 평가 설계의 목적과 제약조건, 평가의 

인지 배경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구성.

2) 영역 모델링(domain modeling) - 가능한 여러 방식의 평가에 재사용 

가능한 일반적 틀로서 평가 논증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작성.

3) 개념화된 평가 틀(Conceptual Assessment Framework, CAF) - 영역 

모델링에서 구성한 평가 논증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의 세부 사항을 채우

며, 특히 제작된 평가가 특정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의 세부 요

소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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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AF는 네 가지 모형으로 구성되는데, Mislevy(2007)은 CAF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가를 위한 청사진은 CAF이다. 프레임 워크의 각 단계를 

쉽게 재배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할 때마다 한 번에 하나

씩 다룰 수 있도록 프레임 워크는 모형이라는 조각으로 나뉜다. 

각 모형은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또는 “어떻게 측

정합니까?”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사양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CAF는 [그림 II-1]과 같이 숙달 모형, 증거 모형, 과제 모

형, 조립 모형, 표현 모형의 5개의 모형으로 나뉘며, 그것이 합쳐져서 전

달 시스템 모형이 되고, 그것이 CAF가 된다.

[그림 II-1] CAF의 구조(Mislevy et al., 2003, p.5, Figure1)

숙달 모형(proficiency model)은 피험자에게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및 능력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변수를 정의하고, 그것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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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모형이다. 즉,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총점을 가지고 학생을 분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간단한 숙련도 모형을 사용하여 학생의 정답률을 예측하여, 그 

비율에 따라 학생을 특성화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의 양과 질, 

활용법에 관한 것을 측정하고 싶으면 복잡한 모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식의 양과 그 지식의 질,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른 

변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우리의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

한 작업에서 서로 다른 조합으로 요구 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

정한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전략 사용 또는 피험자

의 사고 성향과 같은 측면을 다룰 수 있다.

증거 모형(evidence model)은 피험자의 수행 산출물 형태의 결과가 주

어진 과제로부터 주어진 숙달 모형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

트해야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증거 모형은 평가결과 분석

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의 수행에

서 정보를 식별하여 그 정보를 축적하는 부분과 작업 전반에 걸쳐 정보

를 축적하기 위한 통계적 장치를 식별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과제 모형(task model)은 증거 모형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 때 필요한 

상황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과제 모형은 응시자가 제시하는 발

표 자료와 응시자가 응답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설명하며, 또한 각 과제

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제 모형 변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발표 자

료 및 그 결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설명한다. 이러한 기능은 과

제 작성자가 과제를 구성하는데 사용하거나 심리 측정 전문가가 필요한 

예비 시험 과목 수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 작성자가 특정 

유형의 평가가 특정 유형의 과제에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Mislevy et al.(2002)는 과제 모형 변수의 무수한 용도를 탐구한다. 

그들에 의하면 과제 모형은 단일 과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성을 

기다리는 잠재적인 과제군을 나타낸다. 또한 각 과제의 결과는 과제 모

형에 의해 구성된 요소를 채우는 것, 즉 발표 자료를 찾거나 제작하고 

과제 모형 변수의 값을 상응하는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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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양한 과제군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과제 모형이 있을 수 있다.

조립 모형(assembly model)은 숙련도 모형, 증거 모형 및 과제 모형이 

평가의 심리 측정에서 중추적인 뼈대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하

는 방법을 설명한다. 조립 모형은 유효한 평가 양식을 구성하는 항목을 

지정한다. 모든 수험생이 같은 양식을 얻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보안

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양식이 있거나 시험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

할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양식 구성 규칙은 목표 및 제약 조건을 통해 

지정된다. 목표는 각 숙련도 모형 변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묘사하며, 제약 조건은 평가할 영역의 다양성과 다양성을 적절

히 반영하기 위해 업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기술한다.

오늘날의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

퓨터 또는 웹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전화로 소리 내어 읽어 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표현 모형(presentation model)은 다양한 

설정으로 평가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제시하고, 구성하기 위한 

스타일을 제공한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지필 및 컴퓨터 등 형식에 상

관없이 동일한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수험자를 수용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모드는 표현 모형의 중요한 사용법 중 하나이며, 이 

모형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거나, 작업과 상호 작용하거나, 성과를 산출

하는 방식이 다양함에도, 학생들이 동일한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공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을 구성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제시 방식과 관련성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면 하게 

조사해야 한다.

2.2. 인지모형과 평가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미국의 국립 연구 위원회)는 평가의 3

요소로 평가의 주제영역, 학생의 수행에 대한 관찰, 평가에서 얻어진 기

록에 대한 해석의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NRC, 2001).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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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ton & Gierl(2007)은 NRC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해석하기 위해 

평가에 인지모형을 도입했다. 그들은 평가를 위한 인지모형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특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화 된 교육 과제

를 해결하는 사람의 성과를 서술하기 위한 간략한 모형. 학습의 각

기 다른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p.6).

그들은 이러한 인지모형의 종류로 평가문항 작성지침(test 

specification) 인지모형, 영역숙달(domain mastery) 인지모형, 과제수행 

인지모형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평가문항 작성지침 인지모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내용-기능(content-skill)에 대한 이원행렬표

이다. 이 표의 행에는 시험에서 측정할 내용영역을, 열에는 이 시험에서 

측정할 기술영역을 나타낸다. 검사를 구성할 때 이러한 이원행렬표를 이

용하여 각 내용과 기능의 조합을 대표하는 문항을 생성하게 된다.  이 

모형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시험에서 자주 쓰이며, 실제로 미국의 

SAT II : Subject Test에서 사용된 예시를 찾아 볼 수 있다(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2006). 평가문항 작성지침 인지모형의 장점

은 단순하다는 것과 대규모 시험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험자가 시험에서 바라는 기대

치와 실제 능력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이 모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가 적으며, 내용영역이

나 기술영역에 대해 심도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평가의 예

측 타당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Poggio et al., 2005).

영역숙달 인지모형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각각의 내용을 숙

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교사가 특정 학년 수준

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지식과 기술 숙달 정도를 하나하나 평가하

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측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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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또한 교사가 평가를 제작, 시행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관찰이 쉽게 이루어지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가지 평가 유형에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ilson & Sloane(2000)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응답을 기초

로 한 수험생의 사고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이 인지모형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채점 가이드에서는 피험자의 추론을 평가할 수 있는 인식

론적 틀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것은 영역숙달 모형에 기반 하

여 평가를 만들 때, 심도 있는 인식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이 검사는 피험자의 수행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해주기는 하

지만 검사를 여러 날에 걸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제수행 인지모형은 특정한 영역에서 교육적인 과제를 해

결할 때 학생의 지식 적용의 과정과 그 사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이다. 이 모형은 교육 연구자, 혹은 평가 개발자가 피험자의 사고 과정

을 경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기 위해 개발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는 앞의 두 모형에 비해 수가 적은데, 이

는 이 모형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NRC, 2001). 과제 

수행 모형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만들어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Eriksson & Simon, 1993). 또한 이 모형은 수험생에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과 관

련된 문제 해결에 대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Leighton & Gierl, 2007). 

그러나 과제 수행모형은 피험자의 사고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모되며, 넓은 영역보다는 좁은 영역에서의 평가에서 활용할 때 

더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평가나 총괄평가 등에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Leighton & Gierl, 2007).

Leighton & Gierl(2007)은 세 가지의 인지 진단 모형들이 서로 우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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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어떤 것을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

해 혼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혼합의 예시로 ECD의 CAF와 평가

를 위한 인지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CAF의 조립모형과 인지 

진단 모형의 평가문항 작성지침 인지모형이 서로 비교 가능하며, 작업 

모형은 과제수행 인지모형과 비교가능하고, 숙달모형은 영역숙달 인지모

형과 비교 가능하며, 증거 모형은 이 세 모형을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

게 만드는 실행모형과 같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전달 시스템 모형과 유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 인지모형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는 없지만 각각을 단일 모형으로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범용성이 커지

며 더 우수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2.3. 인지진단평가

인지진단평가(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는 피험자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 문항과 문항이 내재하고 있는 인지요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뒤 각 피험자들의 인지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Tatsuoka, 1983). 인지 요소란 피험자가 문항을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ability), 기술(skill), 지식(knowledge), 인지과정

(cognitive process) 등을 의미한다. Tatsuoka(1983)은 인지진단평가가 각 

문항의 인지요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특정 문항이 어떠한 인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Tatsuoka(1983)는 Q행렬(Q-matrix)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

는데, Q행렬이란, 주어진 인지요소와 문항에 대해 인지요소와 문항 사이

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일반적으로 행에는 문항번호를 표시하고 

열에는 인지요소를 표시하게 되는데   라고 하면 피험자가 i번째 

문항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 j번째 인지요소가 요구 되는 경우   이

며, i번째 문항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 j번째 인지요소가 요구 되지 않는 

경우   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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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문항 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요소 가 요구될 때
 문항 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요소 가 요구되지 않을 때

김희경과 김부미(2013)가 든 Q행렬의 예시는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김희경과 김부미(2013)이 제시한 문항과 인지요소간의 관계와 

그에 따른 Q행렬(김희경 외, 2013, p.291) 

[그림 II-2] 에서는 네 가지 인지요소 중 문항1과 연결되어 있는 인지

요소는 인지요소 1과 인지요소 3이다. 즉 문항1을 해결하기 위해 피험자

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인지요소는 인지요소 1과 인지요소 3

이다. 즉,            이 되어야 하는데 오른쪽 행

렬에서는 1행의 요소 중 1열, 3열의 요소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또한 

문항 4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요소는 네 가지의 인지요소 중 인지요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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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인 모형 비보상적 모형

DINO

NIDO

DINA

NIDA

RUM

AHM

RSM

<표 II-1> 보상적인 여부에 따른 인지진단 모형의 분류

뿐인데, 오른쪽 Q행렬의 4행을 보면 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것을 볼 

수 있다.

인지진단평가에서 피험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피험자가 각 인지요소를 

숙달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인지진단모

형(cognitive diagnostic model)이라고 한다. 인지진단 모형은 

Tatsuoka(1983)이 1983년 처음 개발한 Rule Space Model(RSM)을 시작으

로, RUM(Reparameterized Unified Model; Hartz, 2002), AHM(Attribute 

Hierarchy Method; Tatsuoka,), DINA(Deterministic Input, Noisy “and” 

gate; Junker & Sijtsma, 2001), DINO(Deterministic Input, Noisy “or” 

gate; Templin & Henson, 2006), NIDA(Noisy Inputs, Deterministic, 

“and” gate, Junker & Sijtsma, 2001) NIDO(Noisy Inputs, Deterministic 

"Or" Gate; Templin & Henson, 2006) 등이 개발되었으며, 모형들은 서로 

인지요소 사이의 관계 설정 및 분석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차이 중 하나가 모형이 보상적(compensatory)인지 비보상적

(noncompensatory)인지에 대한 것인데, 보상적인 모형이라는 것은 문항

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 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않아도 다른 숙

달된 요소들로 보완할 수 있고,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반면, 비보상적 모형은 문항을 해결할 때 문항을 해결하기 위

해 요구되는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해야 그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

정하는 모형이다. 위에 나열된 모형들을 보상적인 모형과 비보상적인 모

형으로 나누어 보면 <표 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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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자동생성

3.1. 문항자동생성의 발생 배경

문항자동생성(Automatic Item Generation; AIG)은 Cronbach(1970)에 의

해 처음으로 고안 되었다. Cronbach는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가 아닌 문

항 채점과 검사 구성에 대한 통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항 

자동생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Bormuth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법문

제의 채점에 관하여 연구했는데, 문법문제에서 빈칸이 있을 경우 어떤 

것을 답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자 하는 문법 요소를 모두 평가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

구하였다(Cronbach, 1970). 그러나 Cronbach의 연구는 문항의 개발 자체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문항을 개발하면 문항이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갖게 되는 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실제 문항개발이론이라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Bormuth(1970)도 AIG의 개념을 

제안했는데, 그가 주장한 것은 산문 기반 문항자동생성(prose-based AIG)

이었다. 출제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에 한해 문항

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는데, 그는 주

로 단순한 문장의 해석에 대해 자동생성문항을 만드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wh-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wh-transformation이

란 단순한 문장에서 wh-부분, 즉,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라는 부분을 완성된 문장에서 의문사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소년이 말을 타고 있었다(The 

boy rode the horse)’라는 문장은 wh-transformation에 의해서 바뀌면 

‘누가 말을 타고 있었는가? (Who rode the horse?)’와 같은 문장으로 

바뀔 수 있었다. (Bormuth, 1970; Gierl & Haladyna, 2013, p.14에서 재인

용) 그러나 이 방법은 출제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문장의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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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AIG이론과도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Gierl & Haladyna(2013)는 

Bormuth의 이론이 AIG의 초기의 이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서술한

다.

또 다른 연구의 갈래는 정의역 기반 검사(domain-referenced testing)이

다. 정의역 기반 검사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all possible tasks)를 포

함하고 있는 정의역(domain)에 성취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the whole 

achievement)가 있다는 것이다. Guttman(1953, 1959)은 Facet Design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문장 구성의 기본 구조를 연결 문장

(mapping sentence)라고 명명하고, 그 구조를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단답

형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었다. 그는 연결문장을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변수 부분으로 나누었고, 이러한 변수를 facet

라고 명명했다. 그는 치의학 전공 1학년생이 알고 있어야 하는 성인의 

32개의 치아 이름과 번호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표 II-2>에 제시

된 것이 Guttman이 사용한 연결문항인데, 성인의 경우 치아가 32개 이

므로, 연결문장 각각에서 32개씩의 문장이 파생되어 나오고, 거기에 사

람의 유년기의 치아는 20개이므로 총 104가지 조합이 나오게 된다. 그는 

유니버셜 코딩 시스템(Universal Coding System)을 이용하여 “1번 치아

의 이름은?”혹은 “이 이름을 가진 치아의 번호는?”과 같은 104개의 

문항을 만들었고, 학생은 유니버셜 코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답을 써야했

다. 이것은 문제를 만드는데 알고리즘을 이용한 첫 사례로 컴퓨터 활용 

검사에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만들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

라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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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학년 치의학 전공 학생에게 성인 치열의 치아(32개)의 이름이 주어졌

고 유니버셜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치아의 번호를 말해야했다.

ㄴ. 1학년 치의학 전공 학생에게 성인 치열의 치아(32개) 번호가 주어졌고 

치아의 이름을 말해야했다.

<표 II-2> Guttman(1959)가 만든 연결 문장(Gierl & Haladyna, 2013 p.15의 

Table 2.1 번역)

3.2. 문항간의 형태에 따른 문항 자동생성의 구분 

문항모형이란 문항의 자동생성을 위해 문항의 구조와 요소를 분석하여 

모형으로 구성한 것. 문항간(stem), 선택지(option), 보조정보(auxiliary 

information)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세부적인 요소(elements)로 구

성된다. 문항 세부 요소를 어떤 체계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같은 문항

모형을 따르는 수많은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항자동생성

은 문항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문항간(問項幹, stem 

of items)과 선택지(option)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문항간과 선택

지를 문항자동생성의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은 문항자동생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나타나는데, Osburn(1968)은 문항 형태(item forms)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이 개념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그는 몇 개의 고정된 통사

론적인 단어들을 통해 문제의 서술에 구조가 있음을 말하며 그 것을 기

초로 문제를 변형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 개념 및 용어가 제대로 정

의된 것은 Gierl et al.(2008)의 논문에서인데, 문항간이란 문항 내에서 문

항을 이루는 맥락, 내용 등 피험자가 문항에 답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라고 정리하였다. 즉, 각 문항의 기본 구조가 문항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문항간의 모형에 따라 문항 설계 방식이 약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

설계이론과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설계이론의 두 가지의 이론으로 나

누어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3과 3.4에서 다룬다.

문항간의 변수의 형태와 제시되는 선택지의 특성에 따라서도 문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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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문항간

독립 종속 혼합 고정
임의
종속
고정

<표 II-3> 변수의 종류에 따른 11가지의 문항 모형(Gierl et al., 2008)

형을 구분할 수 있다. Gierl et al.(2008)에 의하면 문항간에 포함된 변수

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다른 변수들과 독립적인 것(독립),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종속), 두 가지가 혼합된 것(혼합), 고정된 

것(고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항에서 제시되는 선택지의 

경우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완전히 임의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임의), 문항간의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종속), 고정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고정)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항간과 선택지가 모두 고정된 경우에는 문

항자동생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남은 11개

의 유형으로 문항모형의 종류를 분류하게 된다. 

3.3. 약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설계이론

Drasgow et al.(2006)은 문항모형을 개발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이론으

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인지 이론(cognitive theory)을 강하게 기반으

로 하는 경우(strong theory)와 약하게 기반을 둔 경우(weak theory)로 나

누었는데 이는 문항의 제작 방식과 그 특성에 이르기 까지 차이를 만들

어 낸다. 약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은 문항간의 대부분은 그대로 두

고 일부 요소만 자동 생성되는 변수로 두어 문항함수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제한한 문항 설계 모형이다. 이 모형을 사용하면 자

동 생성된 문항과 그 문항함수가 부모문항(parent item)과 통계적으로 동

형이 된다. 또한 자동 생성된 문항의 집합에 속하는 문항이 모두 동형이

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항을 토대로 어떠한 문제가 부모문제이며 그 문항

간인지 알 수 있다. 이 이론의 장점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문항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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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문항

대초원에 사는 흰 꼬리 산토끼는 소비자이고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털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묘사는 유기체의 _______에 대한 예시이다.

A. 종

B. 지위

C. 생태계

D. 적응

문항간

S2에 사는 S1 은 소비자이고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S3

를 가지고 있다.

위의 묘사는 유기체의 ________에 대한 예시이다.

요소

S1 범위: 흰꼬리산토끼, 흰꼬리들꿩, 긴꼬리족제비, 북극여

우

S2 범위: 대초원, 산, 툰드라

S3 범위: 털, 깃털

선택지
정답: 적응

오답 선택지: 생태계, 지위, 종, 공동체, 인구

조정하기 쉽다는 점이지만, 한 개의 부모문제로부터 많은 문제를 만들었

을 때는 이 조정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문제은행을 만드는 초기 과정에서는 괜찮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정

과정의 부재로 문제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Gierl & Haladyna(2013)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동형 문항은 만들기는 쉬

우나 많은 “복제된 검사”들을 시행한 결과 측정결과가 조금 부정확해

지는 결과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문항의 대부분을 그대로 두기 때

문에 문항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

기 때문에 암묵적 요소에 의해 달라지는 난이도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

이다. 

약한 인지 이론 기반으로 만든 문항모형의 예시는 <표 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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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보 없음

정답 D

문항예시

흰꼬리산토끼는 대초원에 살며 소비자이고 계절에 따라 색

이 변하는 털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묘사는 유기체의 _______에 대한 예시이다.

A. 종

B. 지위

C. 생태계

D. 적응 

흰꼬리들꿩은 툰드라에 살며 소비자이고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묘사는 유기체의 _______에 대한 예시이다.

A. 적응

B. 인구

C. 공동체

D. 지위

긴꼬리족제비는 대초원에 살며 소비자이고 계절에 따라 색

이 변하는 털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묘사는 유기체의 _______에 대한 예시이다.

A. 적응

B. 생태계

C. 인구

D. 지위

북극여우는 산에 살며 소비자이고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

는 털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묘사는 유기체의 _______에 대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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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태계

B. 지위

C. 인구

D. 적응

<표 II-4> 약한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한 문항모형의 예시(Gierl & 

Haladyna, 2013, pp.29-30 Table 3.1, Figure 3.1 번역)

Gierl & Haladyna가 만든 이 예시문항에서는 부모문항에서 몇 가지 단

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부모문항을 바탕으

로, 문항간을 만들면서 세 가지 변수를 지정하고, 3가지 변수에 대해 S1

에서는 동물의 종류를, S2에서는 동물의 서식지를, S3에서는 동물의 특

성을 써놓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S1, S2, S3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각각에 대해 어떠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였

을 뿐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S1, S2, S3의 카테

고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 만든 문제의 예시에서는 다행히도 잘

못 연결 된 것은 없지만,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흰꼬리

들꿩(white-tailed ptarmigan)과 그의 진화 산물로 모피(fur)가 연결되는 

경우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3.4.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설계이론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설계이론은 문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능력의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한 문항모형이다. 즉, 부모 문항을 해결하

는데 필요한 인지적 과정의 구조를 파악하여 인지모형을 만들고 이를 바

탕으로 문항을 만들어 피험자의 문제 풀이에 대한 수행 결과를 인지 모

형에 의해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이론이다(Drasgow et al., 2006). 문항 제

작에 인지모형이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인지모형 기반 문항모형”이라

고도 할 수 있다. 강한 인지 이론 기반 문항모형의 경우 문제와 관련된 

인지 모형으로부터 피험자의 인지적 능력과 문항에 대한 응답 사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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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문항의 통계적 특성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한 인지 이론 기반으로 설계된 문항에 대한 

반응을 적절히 분석하면 인지적 능력 요소에 대한 피험자의 수행수준을 

상세히 측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인지모형과 문항 특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과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림 II-3]은 Gierl & Haladyna(2013)에서 제시한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 모형의 예시로 담석 관련 질환에 대해 진단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p. 33). 이들은 강한 인지 이론 기반 문항 모형을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 부분 “문제와 시나리오(problem and 

scenario)”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인 문제 시나리오의 종류를 나열

한다. 예시에서는 시나리오, 즉 문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담관염(C), 급성담낭염(AC), 담석 산통(BC), 췌장염(P), 쓸개 천공(GBP)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두 번째 부분에는 각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원(source of information)의 종류를 구분한다. 이 예시에서는 “환

자의 증상”, “신체검사 결과”, “실험 결과(실험실에서 나온 데이

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마지막 부분은 문항 특성 요소(feature)에 

대한 설명으로 각 정보자원에 대한 하위 특성들로 구성된다. “환자의 

증상”의 하위에 있는 특성으로는 “복통의 종류”, “아픔의 정도”의 

하위 특성이 있으며 이 하위 특성에 각각 어떠한 요소(element)로 치환

가능한지, 그리고 각 요소별로 시나리오에 따른 제한조건은 무엇인지가 

서술되어 있다. 또한 “신체검사 결과”의 하위 특성에는 “열”, “맥

박”, “혈압” 등이 있으며 각 하위 특성별로 여러 가지 요소가 치환가

능하고 이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제한조건이 설명되어 있다. “실험 결

과”특성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하위특성별 치환 요소와 제한조건이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II-3]의 인지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동생성 

문항의 예시는 <표 II-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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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간

60세 여자는 담석증 증상으로 복강경 검사를 통한 담낭 

절제술이 예약되어 있었다. 수술 전에 그녀는 <환자 상

태>. 또 열이 있었고 어지럽고 아팠다. <검사 결과>. <실

험 결과> 무엇이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인가?

문항예시

60세 여자는 담석증 증상으로 복강경 검사를 통한 담낭 

절제술이 예약되어 있었다. 수술 전에 그녀는 응급실에서 

왼쪽 상복부에 통증을 느꼈다. 또 열이 있었고 어지럽고 

아팠다. 신체검사로 복근 자극시 자동수축과, 반발통을 보

였고 체온과 맥박이 상승하였다. 실험에서는 아 라아제

가 극도로 높았고 WBC 수치가 상승하였다.

무엇이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인가?

a. 췌장염

b. 복막염

c. 쓸개 천공

d. 담석 산통

 

60세 여자는 담석증 증상으로 복강경 검사를 통한 담낭 

절제술이 예약되어 있었다. 수술 전에 그녀는 응급실에서 

상복부의 오른쪽에서 가운데에 통증을 느꼈다. 또한 열이 

있었고 어지럽고 아팠다. 신체검사로 복근 자극시 자동수

축과, 반발통을 보였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체온과 맥박이 

상승하였다. 실험에서는 아 라아제가 약간 상승하였고 

WBC 수치가 상승하였다.

무엇이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인가?

a. 쓸개 천공

b. 복막염

c. 십이지장 궤양

d. 췌장염

<표 II-5> [그림 II-3]의 문항모형을 바탕으로 한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

항 설계 예시(Gierl & Haladyna, 2013, p.35의 Table 3.3 번역) 

이 예시에서는 약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처럼 S1, S2등의 변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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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자동 생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자원을 표시함으로

써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임의로 선택된 

시나리오 별로 각각의 하위 특성에 대해 제한조건에 맞는 요소를 넣어서 

문항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학습자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인

지 과정과 정보가 주어지는 과정을 도식화 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문항의 

수행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약한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자동생성 문항모형도 인지모형

을 구성하여 강한 이론 기반 모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표 II-4>에서 

설계했던 문항과 관련된 인지모형을 고려하여 강한 이론 기반의 문항모

형을 설계하면 [그림 II-4]와 같은 예시를 만들 수 있다(Gierl & 

Haladyna, 2013, p.37). 그러나 원 문제의 형태가 단순하고 특별한 정보자

원이 없기 때문에 인지모형도 단순하게 구성된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변수의 개념으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특성인 “동물의 종류”, “동물

의 서식지”, “적응 특징”에 대한 각각의 요소가 선택되었을 때의 제

한조건을 서술해 놓아서 흰꼬리들꿩(white-tailed ptarmigan)과 그의 진화 

산물로 모피(fur)가 연결되는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 [그림 II-4]

의 예시는 처음부터 문항 제작자가 인지모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지 않았

을 경우 생성되는 문항의 폭이 좁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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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표 II-4>의 약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을 강한 인지이론 

기반 모형으로 변환한 예시(Gierl & Haladyna, 2013, p.37의 Figure 3.5 번

역)

4. 검사이론

4.1. 고전검사이론

고전검사이론은 검사도구의 총점을 가지고 피험자를 분석하는 이론이

다. 고전검사이론의 기본 가정은 관찰점수가 진점수와 오차의 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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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때 피험자들의 진점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검

사를 피험자에게 무한히 반복하여 실시하여 얻은 점수들의 평균점수로 

진점수를 추정한다. 또한 진점수와 측정오차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가정

한다. 고전검사이론은 지금까지도 검사점수의 해석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일단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 수준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문항

임에도 능력이 높은 피험자가 많이 푼 문제의 경우 그 문항은 상대적으

로 쉬운 문항으로 판별이 되며, 능력이 낮은 피험자가 그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그 문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이라고 판별이 되는데 이는 

문항 특성의 불변성을 구축할 수 없게 한다. 또한 검사의 총점만 가지고 

능력을 추정하므로, 오차에 대한 고려가 정교하지 못하며, 검사의 난이

도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생

긴다.

4.2. 문항반응이론 

고전검사이론의 문제점을 보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문항반응 

이론이다. 문항반응이론은 관찰되는 점수에만 그치지 않고, 피험자의 검

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특성의 존재를 가정하고 검사점수로부

터 잠재적 특성의 보편적 성질을 추론하는 이론이다(성태제, 2001). 

가. 문항반응 이론의 가정

문항반응이론은 세 가지의 가정을 하는데, 각각 일차원성 가정, 문항 

독립성 가정, 문항 불변성 가정이다. 먼저, 일차원성 가정이란 일차원의 

특성모수로 문항점수나 문항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이

다. 즉,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특성을 측정하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제 문항을 구성하고 있

는 단어가 피험자의 수준보다 높아서, 독해를 하지 못해 수학적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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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습득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항이 언

어능력까지 측정하는 문제이므로 일차원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항 독립성 가정이란 한 검사에 속해있는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서

로 독립이라는 가정이다. 즉 서로 다른 두 문항에 대하여 어떠한 한 문

항에 대한 반응은 다른 문항의 반응과 그 정답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피험자가 특정한 문제에 답을 했을 때 문항반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고유한 특성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항독립성의 가정 하에서는 문항의 제시문, 문항의 풀이 사이에 서로 

간섭하는 부분이 없다면 문항의 제시 순서가 피험자의 반응여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최성훈, 1999). 이 문항독립성을 지역독립성(local 

independence)라고도 한다.

문항의 불변성이란, 문항 고유의 변수인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검

사에 응한 피험자 집단의 가변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수라

는 것이다. 고전검사이론에서는 피험자의 수준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 등

이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달리 문항의 특성이 고유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이 문항반응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문항의 불변

성이다. 또한 문항반응이론에서는 피험자 능력도 불변성의 가정을 충족

하는데 동일한 피험자라면 검사나 문항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결과로 

나오는 피험자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이 역시 고전검사이론에

서 문항의 종류에 따라 과대, 과소 측정되는 부분과 다른 점이다.

나. 문항특성함수

위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문항특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문항특성함수는 각 문항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Baker & Kim, 2004).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 S자 형

태의 증가하는 곡선으로 그려지며, 피험자 능력 와 의 능력을 가진 사

람이 그 문항을 맞출 확률인 의 관계를 나타낸다. 문항특성함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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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 라고 한다. 각 문항별 문항특성함수는 문항 

변별도(), 문항 난이도(), 문항 추측도()라는 세 가지의 모수를 가진다. 

문항 변별도란 문항의 정답률이 0.5가 되는 시점의 문항특성곡선의 기울

기를 나타내며, 특정 문항이 특정 능력치 부근에서 피험자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낸다(Baker & Kim, 2004). 즉, 변별도가 낮으면 문항특

성곡선이 완만하며, 낮은 능력지수를 가진 피험자와 높은 능력지수를 가

진 피험자간의 정답 확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변별도가 높으면 낮

은 능력지수를 가진 피험자와 높은 능력지수를 가진 피험자간의 정답 확

률이 크게 차이 나게 된다. 문항 난이도란 정답률이 0.5가 되는 지점의 

피험자 능력 수준을 의미하는데, 난이도가 높을수록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이며, 난이도가 낮을수록 문항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의미

가 된다. 문항 추측도는 능력수준이 음의 무한대인 피험자 즉, 능력이 

없다고 측정되는 피험자가 문항을 맞출 확률을 의미한다. 이는 문항특성

함수의 를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수렴하는 값을 뜻한다. 

세 가지의 문항모수 중 몇 가지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문항특성곡선의 

식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문항난이도만을 포함하는 모형을 1모수 모

형 혹은 Rasch모형이라고 하며, 문항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를 포함하는 

모형을 2모수 모형,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추측도를 모두 포함

하는 모형을 3모수 모형이라고 한다. 1모수, 2모수, 3모수 모형 각각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의 문항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다.

1모수 모형 :  exp



2모수 모형 :  exp



3모수 모형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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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반응 이론에서 피험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각 문항모수와 피험자

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EM-algorithm과 MCMC등이 있다. 이 중 

EM알고리즘이란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말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관측되지 않는 확률 변수에 대해 

최대 우도(maximal-likelihood)나 최대 사후 확률(maximum a posteriori)등

을 갖는 변수를 추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EM-algorithm중에서 문항

모수와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 중에서는 최대 우

도 추정법(maximal-likelihood estimation)이 많이 이용된다(Baker & Kim, 

2004). 이는 관찰된 자료에 대하여 우도 함수를 정의하여 그 함수를 극

대화 하는 방법이며, 최대우도의 값이 수렴할 경우 무한모수와 피험자의 

능력의 추정이 매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민은정, 2009). 이를 이용하

는 프로그램으로는 BILOG-MG(Zimowski, 1998)라는 프로그램과 R의 ltm 

패키지(Rizopoulos, 2013)의 함수들이 있다.

다른 추정 방법인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Markov chain 

Monte Carlo: MCMC)은 마르코프 연쇄의 방식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는 방법이다. 즉, 구하려고 하는 확률 변수에 임의의 초기값을 준 뒤, 마

르코프 연쇄의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밝혀지지 않은 모형을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복잡한 모형의 통계적 모수를 측정하기

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심혜진 & 강태훈, 2015). 이를 이용하는 프로

그램으로는 WinBUGS(Lunn et al., 200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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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인수분해 영역의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문항모형

을 강한 인지이론 기반으로 설계하여 그에 따라 생성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가 설계한 문항모형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

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단원에 대한 강한 인지이론 기

반 문항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사를 구성하였다. 인수분해는 

이차방정식을 비롯한 문자의 식 연산의 기초가 되며, 이를 제대로 숙달

하지 않을 경우 여러 후행 단원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장혜원 외, 2015). 인수분해 단원의 문제들은 부모 문항으로 채택할 경

우 비교적 쉽게 자동생성의 알고리즘을 통해 문자와 숫자 요소를 바꾸어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어진 문자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해당 

공식을 선택해 적용하는 “구조감각”의 인지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혜원 외, 2015)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 설계가 가능한 단원이

다. 

검사에 쓰일 문항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천재교육 교과서에 있는 문항

을 분석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별된 여러 가지 문항 유형에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 모형을 구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강한  인

지이론 기반의 문항모형을 설계하였다. 구성한 인지모형과 그에 따른 문

항모형은 전문가 3명의 검토를 받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3개의 문항모형(시나리오)을 바탕으로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인 인지모형과 문항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검사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3개 학교의 중학교 3학년 10개 학급 총 

243명으로, A학교와 B학교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166명) 컴퓨터 기

반 검사를 실시하였고, C학교는 지필평가로(77명) 진행하였다. 컴퓨터 평

가를 시행한 학교와 B학교에서는 요소 간 위계 모형을 이용한 인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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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인지요소의 숙달여부와 인지진단에 대한 피

드백을 함께 제공하였다. 인지진단평가라는 측면의 결과는 이 연구의 범

위를 벗어나므로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사 후에는 각 문제에 대한 문항반응이론의 문항함수를 R의 ltm 라이

브러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izopoulos, 2013). ltm 라이브러리의 ltm

함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시험결과를 2PL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descript함수를 이용하여 정답률을 구하였고 summary함수를 이용하여 각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구하였다.

2. 자동생성 문항모형 설계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의 설계를 위해 인수분해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성취요목과 인수분해 개념의 이해와 관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지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1)의 인수분

해 관련 서술에서는   ,    , 

       , 

   ,    의 6

가지의 인수분해 공식을 언급하며, 인수분해의 지도사항으로“이차방정

식의 해를 구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만 다룬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

수분해의 지도사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차방정식의 지

도에 관련해서 서술해 놓았으므로, 이 지도사항이 뜻하는 바를 좀 더 자

세히 알기위해 이차방정식의 지도 부분을 참고하였다. 교과서에서는, 제

곱근을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등을 전부 다르게 제공하며 식의 형태에 따른 풀이 방법에 차이를 두었

고, 이차방정식 단원 이전에 제시한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제시방식에 어

느 정도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식의 제시방법에 따른 인

수분해 방법에 차이를 두게 설정하여, 제시한 식의 유형을 하나의 특성

으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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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희(2002)는 학생의 인수분해 개념 이해 단계를 Sfard의 개념발달 

단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학생의 수준을 조작적 과정, 내면화 단

계, 압축단계, 대상화 단계의 순서로 나누었다. 또“식의 구조를 보고 인

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치환하거나 다항식의 공통인수로 묶고 낮

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하여 공식을 이용할 때 압축단계라 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공통인수를 묶는 것이 내면화 단계의 다음단계인 압축단계

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수분해

를 하는 도중에 공통인수를 묶는 것이 문항함수의 특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여 “공통인수로 묶기”를 하나의 인지적 요소로 

고려하였다. 

장혜원(2015)은 인수분해를 이해하는데 단순히 대수식을 계산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고 보아 “구조감각”이란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

의 수준을 나누었다. 구조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다항식을 가장 간단하

게 했을 때 친숙한 구조를 인식할 수 있고, 복잡한 항을 하나의 대상으

로 다루며 보다 적절하게 치환함으로써 복잡한 형태에서 친숙한 구조를 

인식가능하며,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적절한 조작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Hoch & 

Dreyfs(2005; 장혜원, 2005, p.365에서 재인용)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

생들이 특정한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어도 그 식의 구조를 알지 못하

면 구조는 동일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다른 문제의 풀이방법과 정답률에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예시로, Hoch와 Dreyfs가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라는 인수분해 법칙과 관련하

여, 학생들에게 인수분해 식을 먼저 제시하고,  와 

 의 문제를 풀게 하였을 때,  인수분해 정답률이 77%, 

7.5%로 큰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결과에서도 

구조감각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또한 학생들에게 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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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을 제시할 때 문항함수의 특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여 인지모형의 한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김성준(2003)은 Zazkis & Campbell(1996; 김성준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소인수 분해에서 수의 크기차이에 따른 난이도를 

언급하였다. 주어진 어떠한 수가 작은 인수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이 쉽게 파악했으나, 주어진 어떠한 수가 큰 인수에 의해서 나누

어진다는 것은 쉽게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고, 학생들이 숫자

가 커지거나 복잡해질수록 산술구조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수분해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이 계수나 상수항

의 수가 크거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 인수분해를 위해 고

려해야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학

생들에게 인수분해 문제 유형을 제시할 때 문항함수의 특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여 수의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수가 

정수일 때 정수의 약수의 개수, 계수가 분수일 때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지 모형 설계를 할 때 위에서 제시한 특성들을 크게 내용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식의 기본유형과 공통

인수 찾기는 각 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공통인수라는 수학적인 개

념을 알아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 특성으로 분류 하였

다. 그러나 수의 구조와 식의 구조 부분은 새롭게 배우는 수학적인 개념

이 아니라 각 수와 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과

정이기 때문에 과정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검사에 쓰일 인수분해의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 설계를 위한 

인지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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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인수분해 단원의 자동문항 설계를 위한 인지모형

이 모형에서 실제 문항을 생성할 때 고려하는 다섯 가지 특성인 A. 식

의 기본유형, B. 공통인수, C. 수의 구조 - 정수의 약수, D. 수의 구조 - 

분수, E. 식의 구조 에 속한 문항요소와 그 생성의 제한조건은 문제의 

시나리오(문제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상세조건과 제한조건은 

각각 <표 III-1>, <표 III-2>, <표 III-3>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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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특정 식을 직접 인수분해 하는 유형

특성 상세

식의 기본유형

ㄱ. 하위요소(공통인수가 있으면 안 됨)

 의 꼴 

 의 꼴 

  의 꼴

  의 꼴

( ±  꼴 포함)

ㄴ. 제한조건

  : a와 b는 다른 부호.

  : a와 b는 다른 부호.

   :         , 

   :         

공통인수

ㄱ. 하위요소. 

특정 숫자가 식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음

특정 단항식, 혹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식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음

ㄴ. 제한조건

공통인수를 다 묶은 경우

 의 꼴 

 의 꼴 

  의 꼴

  의 꼴에 대해 성립.

수의 구조

- 정수의 약수

ㄱ. 하위요소

의 약수의 개수

ㄴ. 제한조건 

숫자크기에 따른 난이도 구분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하, 각각의 값이 100이하 : 하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상,  각각의 값이 100이하,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하,  각각의 값이 100이상 250

이하 : 중

각각의 값이 250이상,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상,  각각의 값이 100이상 : 

상

수의 구조

- 분수

ㄱ. 하위요소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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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한조건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하 : 하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상, 30개 이하 : 중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30개 이상 : 상

식의 구조

ㄱ. 하위요소

1. 식의 기본유형의 ㄱ의 x, y 자리에 항이 두 개 이상인 문자식이 들어간 

경우 : 상

2, 식의 기본유형의 ㄱ의 요소에 문자 대신 전부 숫자가 들어간 경우 :중

ㄴ. 제한조건

들어가는 식은 각 문자에 대해 최대 1차까지 허용한다. 

문자의 종류는 최대 두 개까지로 제한한다.

문자의 종류는 a, b, c, x, y중에서 최대 두 종류까지 허용한다.

<표 III-1> 특정 식을 직접 인수분해 하는 유형의 문제에서의 상세조건과 제한조건

시나리오2.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는 유형
특성 상세

식의 기본유형
ㄱ. 하위요소(공통인수가 있으면 안 됨)

 ±  꼴

공통인수

ㄱ. 하위요소. 

특정 숫자가 식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음

특정 단항식, 혹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식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음

ㄴ. 제한조건

공통인수를 다 묶은 경우

 ±  꼴에 대해 성립.

수의 구조

- 정수의 약수

ㄱ. 하위요소

의 약수의 개수

ㄴ. 제한조건 

숫자크기에 따른 난이도 구분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하, 각각의 값이 100이하 : 하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상,  각각의 값이 100이하,

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하,  각각의 값이 100이상 250

이하 : 중

각각의 값이 2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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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상,  각각의 값이 100이상 : 

상

수의 구조

- 분수

ㄱ. 하위요소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

ㄴ. 제한조건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하 : 하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10개 이상, 30개 이하 : 중

a, c의 분모, 분자의 약수의 개수를 곱했을 때 30개 이상 : 상

식의 구조

ㄱ. 하위요소

1. 식의 기본유형의 ㄱ의 x, y 자리에 항이 두 개 이상인 문자식이 들어간 

경우 : 상

2, 식의 기본유형의 ㄱ의 요소에 문자대신 전부 숫자가 들어간 경우 : 중

ㄴ. 제한조건

들어가는 식은 각 문자에 대해 최대 1차까지 허용한다. 

문자의 종류는 최대 두 개까지로 제한한다.

문자의 종류는 a, b, c, x, y중에서 최대 두 종류까지 허용한다.

<표 III-2>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는 유형의 문제에서의 

상세조건과 제한조건

시나리오3. 주어진 식의 인수와,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문제
특성 상세

식의 기본유형

ㄱ. 하위요소(공통인수가 있으면 안 됨)

삼차이하의 다항식.(항이 4개 이하)

ㄴ. 제한조건

문자는 a, b, c, x, y중에서 최대 두 종류까지 허용.

각 문자에 대한 차수 제한조건은 따로 두지 않음.

공통인수

ㄱ. 하위요소. 

특정 숫자가 식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음

특정 단항식, 혹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식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음

<표 III-3> 특정 식을 직접 인수분해 하는 유형의 문제에서의 상세조건과 제한조건

각각의 문제유형 별로 위의 문항모형에 따라 문항을 자동생성 하여 

구성한 검사 문제는 <부록1>에 수록하였다. 검사지는 각 유형별 인지요

소가 골고루 들어갔는지를 주요한 관점으로 보고 설계하였다. 첫 번째 

특성인 “식의 기본 유형”에 대한 것은 문항 8,9,13,14,16,17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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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유형의 인수분해를 골고루 다루었다. 또한 이 유형을 따로 물어보

지 않고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를 19번에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통인수”를 평가하기 위해 공통인수의 개념을 알고 

공통인수를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4번과 5번 문제를 포함하였

고, 20번 문제는 직접 인수분해 하여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는 가를 평

가하도록 하였다. 23번 문제는 숫자로 된 공통인수를 먼저 묶어서 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지, 24번 문제는 문자로 이루어진 다항식 형태인 공통

인수를 묶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수의 구조- 정수의 약수”에 대해서는 식의 유형 중에서 완전제곱

식 유형인 8번과 9번,  의 꼴의 식을 제시하는 유형인 13번과 14

번,  꼴의 식을 제시하는 유형인 16번을 생성하였고, 17번에

서는 ‘인수분해 하여라.’라는 문제 유형에서 대한 수 구조 인식을 평

가하고자 하였으며, 18번과 21번에서는 조금 변형한 문제 유형인 ‘두 

일차식으로 인수분해 해서 그 일차식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문제 유형

으로 문항을 생성하여 정수에 대한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평가하

였다. 또한 인수분해를 통하여 공원의 둘레를 구하게 하는 32번 같은 문

제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지 확인하였다. 완전제곱

식 유형에서는 기본유형 외에도 10번 11번, 12번을 통하여 정수에 대한 

수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의 유형의 식을 

쓰는 유형도 13번과 14번과 문제를 조금 변형하여 15번에서도 정수에 

대한 숫자 감각을 물어보았다.

“수의 구조-분수”에 대해서는 문제 11번과 12번에서 다루었으며 식

의 기본 유형 중 완전 제곱식 유형을 중심으로 물어보았다. “수의 구조

-분수”의 유형은 위의 모형에서 고려했던 상중하 난이도 중에 상의 난

이도는 제외하고 중과 하의 난이도에 대해서만 물어보았다. 

“식의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하였는데, 22번, 31번 같이 기

존에 주어졌던 인수분해 공식에 문자 대신 모두 숫자로 주어져 있고, 그 

경우 공식을 어떻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지를 보는 문제가 한 종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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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번
호

시
나
리
오

식의 유형 공통인수
수의 구조-정
수의 약수

수의 구
조-분수

식의 구
조

4 3 해당 없음 ○
5 3 해당 없음 ○
8 1  ±    ○
9 1  ±    ◎
10 2  ±   

11 2  ±    ○
12 2  ±    ○
13 1    ◎
14 1    ○
15 1   

16 1      ○

들어갔다. 이는 각 식의 유형을 제시하고 인수분해 하라고 하는 가장 간

단한 문제 유형인 8,13,16번과 달리 인수분해에 문자 대신 숫자가 들어

가는 경우 학생들의 식이 근본적으로 가진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한 측면으로 인수

분해 공식의 인수에 단항식이 아니라, 항이 2개 이상인 다항식이 치환된 

경우를 다루는 문제를 만들었다. 26,27,28,29,30번은 항이 2개 이상인 다

항식이 치환된 경우를 다루는 것을 잘 하는지 측정하는 문제인데, 완전

제곱식,  꼴의 식의 유형,  꼴의 식의 유형에 대해 

모두 평가하였으며, 일차식의 곱으로 나타낸 뒤 합을 구하는 문제유형까

지 동일하게 만들어서 유일한 차이는 식의 구조에 의한 차이만 존재하

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문제인 1,2,3,6,7,25,33은 실험을 수행할 때 해당 

학급의 담당교사의 요청으로 삽입되었으며, 연구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

들이기에 연구결과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44 -

17 1      ◎
18 1      ○
19 1 전체

20 1
    

  
○

21 1      ◎
22 1 전체 ◎
23 2  ±    ○
24 1      ○
26 1      ●
27 1  ±    ●
28 1      ●
29 1    ●
30 1      ●
31 1 전체 ◎
32 1      ◎

<표 III-4> 문항 번호별 문제 시나리오 및 인지특성 반영 여부 

난이도 하 : ○ 난이도 중 : ◎ 난이도 상 : ●

이러한 강한 이론 기반 문항 설계로부터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에 관련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연구 결과로부터 각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세 가지 서로 다른 식의 기본 유형이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의 차

이를 발생시킨다. 

둘째, 공통인수와 다른 특성이 결합되는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변별도에 변화가 생긴다. 

셋째, 정수와 분수 각각에서 수의 구조의 수준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와 

변별도가 달라진다. 

넷째,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과 다른 특성이 결합되는 경우에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변별도에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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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정답률(%) 난이도 변별도

item1 86.08 -1.706 1.724
item2 63.71 -0.601 1.83
item3 71.73 -1.121 1.193
item4 62.45 -0.786 0.877
item5 92.41 -1.955 2.572
item6 87.34 -1.72 1.921
item7 70.46 -0.982 1.371
item8 94.51 -2.036 3.602
item9 87.34 -1.485 3.331
item10 89.03 -1.698 2.497
item11 83.12 -1.543 1.657
item12 70.89 -0.887 1.826
item13 78.48 -1.122 2.416
item14 76.37 -1.02 2.5
item15 87.76 -1.536 3.07
item16 78.9 -1.018 3.976
item17 64.98 -0.59 2.597
item18 82.28 -1.298 2.461

IV. 연구결과

1. 각 문항의 문항변수결정 및 차이 검정

각 문제에 대한 문항반응이론의 문항함수를 R의 ltm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Rizopoulos, 2013). ltm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

여 학생들의 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할 때는 변별도와 난이도를 문

항모수로 가지는 2PL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을 푼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각 문항의 문항함수에서 변수의 크기는 따로 조정과정

을 거치지 않았다. 1번부터 33번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정답률은 다

음과 같으며,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표준오차는 <부록2>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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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19 78.48 -1.076 2.823
item20 41.77 0.199 1.868
item21 75.95 -0.977 2.758
item22 75.11 -1.213 1.374
item23 39.24 0.25 2.719
item24 42.19 0.158 2.501
item25 73.84 -0.959 2.148
item26 46.84 -0.003 3.163
item27 62.45 -0.484 4.45
item28 17.72 1.145 2.221
item29 51.48 -0.149 4.197
item30 60.34 -0.436 2.593
item31 59.92 -0.491 1.497
item32 49.79 -0.086 1.007
item33 55.7 -0.281 2.885

<표 IV-1> 각 문항의 정답률, 난이도, 변별도

각 문항별로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오차와 각 

난이도 값을 이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의 표본이 대표본

( ≥ )이므로 검정통계량으로는  







 



      
을 사용하였다.

귀무가설은 두 문항의 난이도가 같다는 것으로 하였으며(    ), 

귀무가설의 형태에 따라 양측검정으로 실시하였다. 검정에서의 유의확률

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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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3 14 16 17 19
8
9 <0.001*

13 <0.001* -
14 - 0.001* 0.25
16 <0.001* - 0.24 -
17 - <0.001* - <0.001* <0.001*

19 <0.001* - 0.38 - 0.33 -

<표 IV-2> 식의 유형 특성으로 구분되는 문항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난이도)

1.1. 가설1 : 식의 유형과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검정

<표 IV-2>은 식의 유형특성에서 어떠한 식의 꼴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문제유형을 제시하였을 때 숫자의 

크기에 따라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이다. <표 IV-2>에 

있는 7개의 문제들은 모두 시나리오1에서 생성된 문제들이며, 식의 기본

유형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와, 식의 기본유형을 제시하는 방식이 

동일하지만 수의 구조 중에서 정수의 약수 부분의 난이도가 다른 문제들

로 구성되었다. 두 문항을 비교한 검정의 유의확률에 따르면 수의 구조

의 난이도가 하이고 식의 기본유형이 각각 다른 8번과 13번, 16번에 대

해서는 난이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완전제

곱식 유형을 제시한 8번의 경우  의 유형을 제시한 13번, 

 의 유형을 제시한 16번과 난이도가 달랐다. 그러나 13번과 

16번은 서로 다르다고 판정되지 않았다. 한편, 식의 꼴을 모두 주고 구

분하라는 19번과 각 식의 꼴을 제시하는 기본유형인 8번, 13번, 16번과

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8번과는 난이도가 달랐으나 13번, 16번과는 다르

다고 판정되지 않았다. 

수의 구조 중 정수의 약수의 난이도가 중인 문제들을 서로 비교해보

면, 완전제곱식 유형을 제시한 9번과  의 유형을 제시한 14번, 

 의 유형을 제시한 17번이 해당하는데 이들을 각각 비교했

을 때 모두 난이도가 서로 다르다고 판정되었다. 또한 이들의 난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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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3 14 16 17 19
8
9 0.4
13 0.14 -
14 - 0.13 0.44
16 0.38 - 0.03* -
17 - 0.16 - 0.43 0.06
19 0.23 - 0.25 - 0.10 -

<표 IV-3> 식의 유형 특성으로 구분되는 문항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변별도)

완전제곱식 유형,    유형,   유형의 순으로 상승하

였다. 

요약하면 식의 기본유형과 관련하여 수의 구조에서 정수의 약수의 난

이도가 하인 경우에는  의 유형과   유형에 대해서

는 문항 난이도가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완전제곱식 유형과는 난이

도의 차이를 보였고, 난이도가 중일 경우에는 식의 유형이 다르면 난이

도가 달라졌다. 

변별도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표 IV-3>). 변별

도가 다르다고 나온 경우는 “수의 구조- 정수(난이도 하)”로 공통이면

서  유형을 제시한 13번과  을 제시한 16번만이 서

로 변별도가 서로 다르다고 나왔는데, “수의 구조- 정수(난이도 중)”으

로 공통이면서  유형을 제시한 14번과,  을 제시한 

17번 사이에서는 유의확률이 0.43으로 변별도가 다르지 않았다. 또한 수

의 구조- 정수(난이도 하)”로 공통이면서  ±인 유형을 제

시한 8번,  유형을 제시한 13번과,  을 제시한 16번 

사이에서도 변별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각의 식의 유형

을 하나씩 제시한 8번, 13번, 16번과 한꺼번에 제시한 19번 사이에서도 

변별도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나왔다. 따라서 변별도는 제시된 식의 유

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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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문항 식의 기본유형 p-value
16번, 20번      <0.001*

13번, 20번    <0.001*

8번, 23번  ±    <0.001*

16번, 24번      <0.001*

<표 IV-4> 식의 기본유형이 동일하고 공통인수 특성의 포함여부가 다른 문항 

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난이도)

1.2. 가설2 : 공통인수 특성의 포함여부와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

한 검정

식의 기본유형은 같으나 공통인수특성을 포함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 사이의 비교에서는 공통인수를 포함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의 

난이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모두 완전제곱식 유형 관련 

문항인 8번과 23번의 경우 23번만 공통인수 특성을 요구하는데 그 문항 

난이도를 비교하였을 때 23의 난이도가 높았다(p-value<0.0001).   

유형의 문항을 제시한 13번과 20번(공통인수) 문항 또한 20번의 난이도

가 높았으며,   유형의 문항을 제시한 16번 문항과 20번(공

통인수), 16번 문항과 24번(공통인수) 문항에서도 문항의 난이도가 달랐

고 공통인수가 포함된 경우의 난이도가 높다는 검정 결과가 나왔다. 공

통인수특성의 포함여부만 차이가 있는 4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서로 

난이도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공통인수 유형의 포함여부는 난이

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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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3 14 16 17 19
8
9 <0.001*

13 <0.001* -
14 - 0.001* 0.25
16 <0.001* - 0.24 -
17 - <0.001* - <0.001* <0.001*

19 <0.001* - 0.38 - 0.33 -

<표 IV-6> 수의 구조(정수) 특성으로 구분되는 문항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난이

도)

비교한 문항 식의 기본유형 p-value
16번, 20번      0.005*

13번, 20번    0.12
8번, 23번  ±    0.19
16번, 24번      0.04*

<표 IV-5> 식의 기본유형이 동일하고 공통인수 특성의 포함여부가 다른 문항 

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변별도)

변별도의 경우에는 공통인수 특성에 따라 난이도에 약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의 기본유형이  로 동일하고 공통인

수 특성의 포함 여부만 다른 16번과 20번(공통인수), 그리고 16번과 24번

(공통인수)이 변별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제시된 식의 유형이 

 유형으로 동일했던 13번과 20번(공통인수)도 귀무가설이 기각되

지는 않았지만 유의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변별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꼴의 식의 유형을 제시

한 8번과 23번은 변별도가 다르지 않다고 나와서 이것이 식의 종류에 따

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3. 가설3 : 수의 구조와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검정 

가. 수의 구조-정수의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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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3 14 16 17 19
8
9 0.4
13 0.14 -
14 - 0.13 0.44
16 0.38 - 0.03 -
17 - 0.16 - 0.43 0.06
19 0.23 - 0.25 - 0.10 -

<표 IV-7> 식의 유형(정수) 특성으로 구분되는 문항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변별

도)

여기서는 식의 기본유형이 동일하고, 수의 구조 중 정수의 약수부분의 

난이도가 다른 문항간의 비교를 할 것이다. 8번과 9번, 13번과 14번, 16

번과 17번이 식의 유형이 서로 동일하며, 수의 구조 중 정수의 약수 부

분의 수준이 하와 중으로 다른 문제들의 쌍인데, 8번과 9번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에서는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와서 그 난이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꼴의 식을 제시한 16번과 17번의 경우를 보면 

유의확률이 0.003으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서로의 난이도가 다르다고 

나왔다. 그러나  꼴의 식을 제시하고 숫자의 크기를 다르게 한 

13번과 14번은 난이도가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식의 기본유

형이  일 때만 수의 구조 중 정수의 약수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력이 없었다. 

변별도의 경우에는 문항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각각 식의 기

본유형 특성이 같으며 “수의 구조 – 정수”특성의 난이도 수준이 하와 

중으로 다른 쌍들인 8번과 9번, 13번과 14번, 16번과 17번 모두 변별도

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는 “수의 구조 – 정수” 

특성이 변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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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문항 p-value
10번, 11번 0.25
10번, 12번 <0.001*

11번, 12번 <0.001*

<표 IV-8> 완전제곱식 유형의 문항 중 “수의 구조- 분수” 특성의 포함여부

가 차이나는 문항의 유의확률 비교(난이도)

비교한 문항 p-value
10번, 11번 0.06
10번, 12번 0.1
11번, 12번 0.34

<표 IV-9> 완전제곱식 유형의 문항 중 “수의 구조- 분수” 특성의 포함여부

가 차이나는 문항의 유의확률 비교(변별도)

나. 수의 구조 - 분수 

“수의 구조 – 분수” 특성과 관련하여 완전제곱식 기본유형을 가진 

두 문항을 비교하였다. 완전제곱식에 대해 빈 칸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 

넣는 유형으로 이루어진 문항인 10번, 11번, 12번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

때, 11번과 12번은 “수의 구조 – 분수”특성이 추가된 문항이었다. 먼저 

난이도를 살펴보면 10번과 11번은 난이도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나왔지만, 10번과 12번은 서로 난이도가 다르다고 나왔다. 또한 11번

과 12번 또한 난이도가 다르다고 나왔다. 그러나 11번과 12번은 “수의 

구조 – 분수”특성의 설계에서 난이도가 동일할 것이라고 설계하였으나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에서 난이도에 대한 설정이 특성의 

오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알아봐

야 할 것이다. 

변별도의 경우에는 문제 사이에 변별도가 다르지 않았으나 유의확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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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1
8 <0.001* <0.001*

13 0.16 <0.001*

16 0.15 <0.001*

19 0.24 <0.001*

<표 IV-10> 식의 구조와 관련 숫자의 식을 제시한 문항과 각 식의 기본유형만 

반영한 문항 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난이도)

22 31
8 0.01* 0.01*

13 0.008* 0.02*

16 <0.001* 0.001*

19 0.003* 0.005*

<표 IV-11> 식의 구조와 관련 숫자의 식을 제시한 문항과 각 식의 기본유형만 

반영한 문항 사이의  유의확률 비교(변별도)

1.4. 가설 4: 식의 구조와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검정 

가. 식의 구조 - 숫자의 식

인수분해 공식이 문자 대신 숫자로 이루어진 경우 학생들이 식의 구조

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인 22번과 31번을 각 식의 기본유형만 

반영한 문항들인 8, 13, 16번과 전 유형을 함께 제시한 문항인 19번과 

각각 비교하였다. 31번은 제시한 네 문항 모두와 난이도가 다르다는 결

과가 나왔으며, 22번은 8번과의 사이에서 난이도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

이 기각될 정도의 유의확률이 나왔다. 즉, 문자를 숫자로 대체하는 식의 

구조 특성은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문항들에 대하여 변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비교에서 

유의 수준이 0.0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변별도가 서로 다르다고 판정

되었다.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에 문자 대신 숫자를 넣어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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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문항 식의 기본유형 p-value
8번, 27번  ±    <0.001*

16번, 28번      <0.001*

13번, 29번    <0.001*

16번, 26번      <0.001*

16번, 30번      <0.001*

<표 IV-12> 식의 기본유형이 동일하고 식의 구조 중 다항식으로 치환된 부분

의 포함여부에서 차이나는 문항 사이의 비교(난이도)

비교한 문항 식의 기본유형 p-value
8번, 27번  ±    0.24
16번, 28번      0.02*

13번, 29번    0.01*

16번, 26번      0.18
16번, 30번      0.05*

<표 IV-13> 식의 기본유형이 동일하고 식의 구조 중 다항식으로 치환된 부분의 

포함여부에서 차이나는 문항 사이의 비교(변별도)

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에 내재되어 있는 문자를 숫

자로 대체하는 식의 구조 특성이 변별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특성이

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식의 구조-다항식 치환

인수분해 공식의 어떤 문자에 항이 2개 이상인 다항식인 문자식이 들

어간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 기본유형의 공식만 

포함된 문항과 난이도가 다르다고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모든 비교에서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모두 난이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특성 또한 난이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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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문항들의 변별도를 비교해 보았더니 그 차이가 상황에 따

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꼴의 유형의 식을 제시한 13번과 29

번,  꼴을 제시한 16번과 28번, 16번과 30번의 경우 변별도

가 다르다고 나왔으나, 동일하게   꼴의 식을 제시한 16번

과 26번 사이에는 변별도가 다르다고 판정되지 않았다. 또한 완전제곱식 

꼴의 유형을 제시한 8번과 27번도 서로 변별도가 다르다고 판정되지 않

았다. 동일한 식의 유형을 제시한 문제에서도 변별도가 다른지, 같은지 

여부가 통일되지 않았고, 변별도가 같다고 판정된 경우의 유의확률이 기

각역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것도 아니라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또한 식의 제시유형이 완전제곱식

인 경우에도 변별도가 다르다고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

향을 끼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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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모형 설계로부터 생성된 문항

의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에 관련된 가설을 세우고 인수분해 문항에 대한 

문항반응의 연구 결과로부터 각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식의 기본유형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었으며 변별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통인수 특성의 포

함여부는 난이도에는 확실한 영향을 미쳐서 특성을 포함하는 문항과 아

닌 문항사이에 난이도가 다르다고 판정되었으며, 변별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의 구조 중 정수의 약수 특성은 난이도에는 영향을 미

쳤으나 변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수의 구조 중 분수 특성은 

난이도와 변별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의 구

조 중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는 경우는 난이도와 변별도에 영향을 미쳐서 

특성을 포함하는 문항과 아닌 문항이 서로 난이도와 변별도가 다르다고 

판정되었다. 또한 인수분해 공식의 문자를 항이 2개 이상인 다항식으로 

치환하는 유형의 경우 난이도는 확실히 차이를 보였으나 변별도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강한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동문항 설계 방법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인지 구조와 사고 체계를 반영한 인지모형과 직접 연

결된 평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그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정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학생들에 대해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평가로부터 구

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강한 인지이론 기반

의 문항 모형 설계가 문항의 특성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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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처음으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가설을 수행

한 연구이다. 그리고 특별히 인수분해의 문항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인

지적 능력에 대한 모형을 제작하였고 이를 문항모형 설계와 문항 생성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원리를 드러냄으로써, 수학교육의 인지 진단을 위

한 자동문항 평가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강한 인지이론 기반의 문항 모형 설계의 가장 큰 의의는 학생들의 문

항 수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학생들의 현재 수행결과에 따라 적절

한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나 개

념의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을 몇 개의 예시문항 제시로 파악할 수 있다

면, 인지모형에 따라 적절한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행결과를 극대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지모형을 평가에 적용하는 인지진단평가

의 목표이기도 하며, 인지진단평가와 자동문항생성이 만나는 접점이 있

음을 함의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공통인수가 들어가

는 부분이나, 식이 기본 유형만 포함한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구조 감각

을 갖추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사

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맞는 과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 결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지적 

숙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문항을 분별하여 문제은행에서 

선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생성문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편리하게 적절한 문제를 다

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많은 문항을 접하고 문항에 대

한 풀이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수행이 컴퓨터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구체적인 수행 수준과 진단적 정보를 통해 학생에게 알맞은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

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수준을 컴퓨터가 파악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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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수학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컴

퓨터 적용 검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더 크게 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한점 및 제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한 인지이론 기반 문항

생성이론을 적용한 문항 자동생성에 따른 각 문항의 문항함수를 연구하

는 방법은 문항자동생성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

으나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인지모형은 내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

었다. 강한 이론에 기반한 문항생성이라는 이론이 비교적 새로운 이론이

고 인지모형이라는 연구 분야는 아직 타당화에 관련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강한 인

지이론 기반으로 하는 자동생성문항의 문항함수를 추정하고 문항 개발에

서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등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는 했으나, 아직 

관련분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인지모형의 작성은 강한 이론에 기반한 문항생성

이론의 토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인지모형 작성에 관한 더욱 신뢰

할만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한 번만 시행하였고 검사지를 개발 한 후 

바로 본 실험에 들어갔다. 이는 검사지의 문항이 연구 뿐 아니라, 학생

들이 실제로 느끼는 검사문항의 상태와 비슷한지, 그래서 학생들의 수행

이 실제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단원의 요소들을 정확히 다 측정했는

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할 수 있는 예비적 자료의 수집을 생략한 것으

로 검사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동안 각 문항에 대해서 문항이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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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요소를 정하고 그 인지요소간의 위계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요소 

간 위계방식을 적용한 인지진단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에게 인지요소의 숙달여부와 그에 따른 피

드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컴퓨터 기반 검사와 지필검사를 

혼합하여 시행하였는데,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 컴퓨터 기반 검사를 실

시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가 쉽지 않아서 표본의 크기 확보를 위해 부득

이하게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검사와 지필검사의 문

제 제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 컴

퓨터 기반 검사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문항생성을 이용한 인지모형이 확립된 

이후라면 학생들의 수행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교사

가 직접 이 인지모형에 대해 이해하고 자동생성 문항을 사용해 실제로 

평가를 구성하기까지 교사가 느끼는 실제적 부담감은 남아있다. 또한 자

동생성 문항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교사가 단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문항자동생성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교실 안으로 들

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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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ㄱ.         ㄴ.              ㄷ. 

     ㄹ.          ㅁ.             ㅂ. 

<부록1> 시험 문제지

1. 를 간단히 하면?(A0)
     

   

2. 다음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이다. ㉠+㉡+㉢+㉣의 값을 구하
여라.(A0)

       ×   

      ×  ㉠  ㉡ 

      × ㉢  ㉣

3.    빈 칸에 알맞은 식은?

4. <보기>에서 의 인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6)

⓵ ㄱ.ㄴ.ㄷ   ⓶ㄱ.ㄷ.ㄹ  ⓷ㄱ.ㅁ.ㅂ ⓸ ㄴ, ㄹ, ㅂ ⓹ ㄹ,ㅁ,ㅂ

5. 다음 중 다항식  의 각 항의 공통인수인 것은?

  ①   ② ③ ④  ⑤



- 68 -

6.   를 인수분해하면 이다. 

다음 중   의 인수가 아닌 것은?(A1)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중    를 인수분해 하면 이다. 

다음 중    의 인수가 아닌 것은?(A1)

①    ②  ③  ④  ⑤ 

(8-9)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A2,A2)

8.  

9.  

10.  □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면?(A2)
① 4 ② 9 ③ 16 ④ 25 ⑤ 36

11.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때, □안의 수가 가장 큰 것은? (A2)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 중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A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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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④  

  ⑤   



(13-14)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A3,A3)

13.  

14.  

15.  을 인수분해하면? (A3)
 
  ① 

  ② 

  ③ 

  ④ 

  ⑤ 

(16-17)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A4,A5)

16.  

17.  

18.  을 일차항의 계수가 1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때, 그 
두 일차식의 합은? (A4)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 중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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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20.두 다항식          의 공통인수 중에서 최고차 항의 계수가 1
인 것을 구하여라.   

21.  은 의 계수가 자연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 두 일차식의 합은? (A5)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 중       × 임을 설명하는 데 가장 알맞은 인수분해 공식
은? (단,  는 양수) (A9)

 ①    

 ②    

 ③    

 ④    

 ⑤    

23. 다항식  가 완전제곱식이 될 때, 상수 의 값은?(A2, A6)

24.  를 인수분해 하여라.(A8)

25. 어떤 이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지영이는 의 계수를 잘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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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수분해 하였고, 주희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로 
인수분해 하였다. 처음 주어진 이차식은?(A9)

    

  ①                   ②  

  ③                   ④     

  ⑤  

26. 다항식 를 인수분해하면 
가 된다. 이 때, 의 값을 구하시오.(A10)

(27-29)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A10,A10,A10)

27.  

28. 

29.    

30. 다항식  가 의 계수가 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
수분해 될 때, 두 일차식의 합은?(A10)

 ①  ②  ③  ④  ⑤ 

31.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바르게 계산한 것은?(A9, A10)

 ① ××  

 ②    

 ③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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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32. 정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넓이가  일 때, 이 공원의 둘레의 길
이는? (A9)

①  ②  ③  ④  ⑤  

33.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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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난이도
난이도의 
표준오차

변별도
변별도의
표준오차

1 -1.7061 0.1885 1.7241 0.3093
2 -0.6008 0.1056 1.8298 0.2694
3 -1.1212 0.1748 1.1928 0.2001
4 -0.7863 0.1931 0.8772 0.1661
5 -1.9549 0.1674 2.5718 0.5468
6 -1.7205 0.177 1.9209 0.3395
7 -0.9821 0.1497 1.3712 0.2239
8 -2.0359 0.1432 3.6023 0.9323
9 -1.4854 0.1112 3.3305 0.6285
10 -1.6978 0.1462 2.4969 0.4454
11 -1.5429 0.1738 1.6571 0.284
12 -0.8873 0.1154 1.826 0.2766
13 -1.1224 0.1151 2.416 0.395
14 -1.0205 0.1082 2.5001 0.4066
15 -1.5356 0.1295 3.0702 0.548
16 -1.0176 0.0945 3.9764 0.7755
17 -0.5903 0.0847 2.5973 0.3852
18 -1.2984 0.1229 2.4608 0.4025
19 -1.0764 0.1012 2.8228 0.4642
20 0.199 0.1025 1.8679 0.2776
21 -0.9773 0.1015 2.7575 0.4722
22 -1.2135 0.1688 1.3738 0.2311
23 0.2502 0.0857 2.7191 0.4153
24 0.1576 0.0878 2.5009 0.3705
25 -0.9593 0.1115 2.1477 0.334
26 -0.0031 0.0767 3.1633 0.4661
27 -0.4836 0.0635 4.4504 0.805
28 1.1451 0.1458 2.221 0.406
29 -0.1494 0.0681 4.197 0.6622
30 -0.4357 0.0829 2.5926 0.3878
31 -0.4912 0.1173 1.4973 0.2264
32 -0.0863 0.1492 1.0068 0.1746
33 -0.2815 0.0772 2.8853 0.4397

<부록 2> 

문항별 난이도, 변별도와 각각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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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esign and 

Properties of Automatically 

Generated Items: Focusing on 

Polynomial Factorization

Lim Hyeong-ju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n though computers are widely used in all areas of industry as 

well as educational fields, paper-and-pencil tests are mainly used in the 

area of assessment, especially in the mathematical assessment. 

However, a lot of educators have found that tests using computers has 

various advantages over paper tests. In this context, researchers of 

educational assessment focuses on automatic item generation using 

computers.

 Automatic item generation is a system that computers automatically 

generate items randomly following rules on the base of given item 

model. As the advantages of automatic item generation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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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to create a number of items for rich item bank in a short 

time and security and convenience in administrating the items, it is 

expected to be extensively applied to mathematics for giving students 

immediate feedback and for doing customized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inciples of creating items using design 

of item model based on strong theory which is one of the theories of 

the design of automatically generated item, creates cognitive model in 

polynomial factorization and develops an item model of automatically 

created item based on that cognitive model. This study also establishes 

and verifies four specific hypotheses about the claim that the item 

model based on strong theory can predict the item characteristic 

function about students’ response after creating items in accordance 

with item model.

For this study, 243 middle school third grade students in 10 classes 

from three schools located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test composed 

of automatically generated items about the skill of polynomial 

factorization. The cognitive model including cognitive attributes needed 

in polynomial factorization was composed of content cognitive attributes 

such as learning the basic type of formula and taking a common 

factor, and process cognitive attributes such as sense about construct 

of number and sense about construct of formula. The item model based 

on that cognitive model made it possible for polynomia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ype of each item to be randomly created by 

multiple combination of these cognitive attributes and set additional 

rules such as constraint condition for each attribute. Based on these 

item models, the present study established hypotheses about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cognitive 

attributes are needed in solving items and the order of learning each 

cognitive attributes. By estimating the item characteristic func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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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s’ item response result and comparing the item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parameters between different items requiring 

different sets of cognitive attributes, the inclusion of the feature of 

type of formula and the feature of construct of number had little 

effect on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but the inclusion of 

the feature of a common factor and the feature of construct of 

formula made difference on the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emonstrated strong theory 

which claims that items created based on the cognitive model can 

predict students’ level of performance by experiment.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usefulness of automatic item generation based on 

cognitive model in mathematics and assessment by designing items and 

performing the test in polynomial factorization.

Key Words: Automatic item generation, Cognitive model, Item model, 

Design of item model based on strong theory, Polynomial factorization

student number: 2014-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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