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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짧고 간단한 검사가 권장되는 발달선별검사 개발 과정에서 공통

문항 비동등집단 설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특정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이 그 연령대가 아닌 인접 연령대에 할당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피험자의 능력치를 추정하는데 있어 성장곡선을 반영할 수 있는가를 연구의 문

제로 삼았다. 첫 번째 문제는 문항반응이론과 검사 동등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

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지안 추정 방식을 적용해 능력치의 비선형

적 변화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 1에서는 피험자 능력치가 곰페르츠(Gompertz) 성장곡선을 따르는 모의

실험 자료를 생성해 이 자료에 검사 동등화 방법으로 동시추정과 분리추정, 그

리고 능력치의 사전분포의 분산을 다르게 설정한 두 가지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

해 분석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했을 땐 성장곡선의 계수도 함께 추정하도

록 하였다. 공통문항의 수, 추정 모형, 추정 방법을 변화시켜가며 비교하였고 1

모수 로지스틱 모형에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능력치의 사전분포의 분산

을 작게 설정한 베이지안 방법이 가장 좋은 수행을 보였다. 2모수 로지스틱 모

형에 네 가지 추정방법을 적용시킨 경우 공통문항이 적을 때는 베이지안 방법의 

수행이 가장 좋았고 공통문항이 5개, 8개였을 때는 분리추정과 베이지안 방법의 

수행이 비슷했다. 동시추정은 가장 낮은 수행을 나타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동시추정, 분리추정, 베이지안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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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난이도 추정은 베이지안 방법이 가장 

좋은 수행을 나타냈다. 피험자의 능력치에 대한 추정에서는 분리추정과 베이지

안 방법에서 월령에 따른 비선형적 증가 패턴이 나타났으며 두 방법에서 발달의 

속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주요어 : 비선형 성장곡선, 베이지안 추정, 곰페르츠, Gompertz, 문항반응이

론, 검사동등화, 발달선별검사

학번 : 201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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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유아기는 생애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

기로(Bloom, 1976) 발달의 가소성이 커 조기 중재로 제공되는 학습이나 교육이 

장애를 감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때이다(Anastasiow, 1996). 그

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 영역에 대한 사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정(assessment)이란 교육자들이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 선별, 진단, 배치, 계획, 평가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

다(Bailey & Wolery, 1989). 이 중 선별은 종합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는 유아

를 일찍 가려내기 위한 빠른 사정 과정(McLean, Bailey, & Wolery, 1996)으

로, 건강 또는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유아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Campbell, 1991). 발달 선별은 발달적 위험이 높은 유아에 대한 진단을 내리

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곽금주, 2002)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짧고 간단한 검사 도구가 권장된다.

영유아의 발달 선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 또는 월령이다. 발달 

지연(developmental delay)은 발달의 수준이 “평균 기대 연령”보다 늦는 경우

를 의미한다(윤지현, 송종근, 송동호, 김영기, 김성우, 정희정, 2005). 그렇기 때

문에 간단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 연령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

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논문은 영유아의 발달(예,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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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피험자 A B C D E F G

G1

G2

G3

G4

G5

그림 1. 특정 연령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 제출시 수집되는 자료 구조의 예

발달)이 정상 범주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모형을 구성해 피험자가 특정 문항에 

응답했을 때 그 피험자가 어느 연령에 속하는지를 예측하고 특정 연령대에 부합

하는 문항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논문에서 다루게 될 자료의 

특징과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자료의 특징

앞서 특정 연령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선별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고 밝혔다. 즉, 특정 연령대에 출제되는 문항은 전체 문항 풀(pool) 중 그 연

령대의 발달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일부의 문항이다. 전체 문항 개수가 많기 때

문에 피험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3세 아동에게 “혼자서도 목을 잘 가눈다.”는 문항을 출제하면 

당연히 “예”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반대로 3~4개월 된 영유아에게 “혼자서도 

계단을 잘 올라간다.”라는 문항을 출제하면 당연히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듯 특정 연령의 발달을 선별하는데 있어 전체 문항에 응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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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으며 특정 연령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선별해 각 연령에 맞는 

문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자료는 한 연령대의 피

험자는 일부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고 그 인접 연령대가 응답하는 문항과 겹치

도록 검사를 설계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피험자 집단 G1은 A, B, C로 구성된 문항에 응답한다. 집단 G2는 B, C, D

로 구성된 문항에 응답하는데 이 경우 공통문항은 B, C가 된다. 집단 G4와 G5

는 집단 G1과 공통문항을 공유하지 않는다.

3. 연구 문제

선별검사개발 첫 단계에서는 문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문항들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연령대를 대표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각 연령

대에 적절히 할당한다. 오로지 문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들을 각각의 연령대

에 할당하기 때문에 특정 연령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 문항이 그 연령대가 아닌 

인접연령대에 할당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D에 

포함된 문항이 집단 G1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 경우이다. 이 때 집단 G1은 D에 

포함된 문항들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문항의 특징과 피험자 사이의 특성을 연

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영유아기 초반의 경우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유아기 초반 연령대의 특성을 변별하는 문항들을 해당 연령대가 아닌 

인접 연령대에 할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문항의 영유아의 특성을 연결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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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영유아 발달의 경우 발달의 상태는 로그 함수처럼 초반에는 빠르

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증가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영유아의 

연령이 5세(약 60개월)를 넘어가게 되면 80개월까지는 육체적인 발달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시기에 발달 곡선은 상한 점근선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발달 곡선의 증가폭도 매우 작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유아 발달의 특성

이 능력치를 추정하는데 반영이 된다면 영유아의 발달 상태의 추정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서 다루게 될 자료의 특성, 연구 문제를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 실제 문항 분석의 기반이 될 이론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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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의 해결 방안

앞서 연구 문제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정 연령대

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이 그 연령대가 아닌 인접 연령대에 할당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 문제는 피험자의 능력치를 추정하는데에 성장곡선을 반영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검사 동등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

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치의 비선형적 변화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

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이다. 검사 동등화 방법에서는 동시추정(concurrent 

calibration)방식과 분리추정(separate calibration)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피험자 능력치의 비선형적 변화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다층 문

항반응이론에서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ML)방식의 한계점을 알아보

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베이지안(Bayesian)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1.검사 동등화 (Test Equating)

1. 1.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IRT)

문항반응이론은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을 통해 잠재변수, 즉 피험자의 능력

치를 확률적인 모형으로 나타낸 이론으로 현대검사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Sijtsma & Junker, 2006). IRT는 현재 여러 주요 검사들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특히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CAT)은 IRT를 기반으로 피험

자의 잠재적인 능력치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문항을 선정해 제출한다. SAT나 

GRE등의 검사들 역시 IRT를 이용해 피험자의 능력치를 추정하며 성격이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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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상 검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Embretson & Reise, 2000).

문항반응이론은 고전검사이론과는 달리 문항의 특성을 추정할 때 피험자의 

집단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초기 문항반응이론이 개발

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검사는 하나의 능력치를 측정한다는 일차원성 가정

(Uni- dimensionality)과 각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독립이

라는 지역적 독립성(Local independence)의 가정을 충족시켜야 했다. 문항반

응이론이 발전되면서 단일차원 문항반응이론(Unidimensional IRT)뿐 아니라 다

차원 문항반응이론(Multidimensional IRT)도 개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과 결합된 다층 문항반응이론 

(Multi-Level IRT)도 제안되었다.

문항반응이론은 피험자의 능력치(ability)나 속성(trait) 같은 직접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잠재적인 특질(latent trait)을 확률적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개별 

문항의 난이도(difficulty), 변별도(discriminating power), 추측도(pseudo 

chance level to guess)같은 문항의 모수들을 추정해 문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번째 피험자가 번째 문항( = 1, 2, 3, …, n)에 올바르게 응답할 확률

은 수식 2와 같다.

  exp

exp 수식 1 

수식 1의 는 번째 피험자의 잠재특질을 나타낸다. 는 번째 문항의 문

항 난이도를 의미하는 모수로 문항 특성 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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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위치를 결정하는 값이다. 는 번째 문항의 문항 변별도를 나타내며 

  인 지점에서 ICC는 변곡점을 가지는데 이때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는 

문항 추측도로 능력치가 매우 낮은 사람들( ∞)이 각 문항에 대해 올바르

게 응답할 확률을 의미하며 문항특성곡선에서는 하한 점근선(lower asymptote)

으로 나타난다.

수식 1처럼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3모수 

로지스틱 모형(3- parameter logistic model; 3PLM)이라고 한다. 3PLM은 난

이도와 변별도가 다른 선다형 문항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모형이

다. 수식 2에서  이면 수식 2의 2모수 로지스틱 모형(2-parameter 

logistic model; 2PLM)으로 축소된다.

 exp

exp 수식 2 

1모수 로지스틱 모형(1-parameter logistic model; 1PLM) 혹은 Rasch 모

형은 수식 1에서  ,  로 고정된 모형으로 난이도만을 모수로 갖는 모

형이다. 1PLM은 수식 3과 같다. 

 exp

exp 수식 3 

문항반응이론의 특성상 피험자의 능력치는 문항의 난이도와 동일한 척도에 



8

놓이며 이는 문항의 특성과 피험자의 능력치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된다. 

피험자의 능력치를 변별하기 위해서 피험자의 능력치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력치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

하면 대부분 맞출 것이고 능력치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

면 대부분 틀릴 것이기 때문이다. 문항반응이론에는 고전검사이론의 신뢰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문항정보함수(Item Information function)가 있다. 정보가 

많다는 것은 어떤 모수를 추정할 때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정보

가 적다는 것은 추정의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의 능력치에 대해 

문항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수식 4 


 수식 5 

수식 4는 1PLM의 문항정보함수이고 수식 5는 2PLM의 문항정보함수이다. 

는 정보, 는 번째 문항을 맞출 확률, 는 번째 문항을 틀릴 확

률, 는 번째 문항의 변별도이다. 수식 3과 수식 4에서 문항 의 난이도와 피

험자 의 능력치가 같을 때, 피험자 가 문항 를 맞출 확률은 0.5이다. 문항을 

맞출 확률이 0.5라는 의미는 틀릴 확률 또한 0.5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문항은 문항의 난이도와 동일한 능력치를 가진 피험자에 대해 가장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추정의 오차는 작아진다. 그림 2에서 실선은 ICC, 점선은 문항정보곡

선(Item Information Curve; IIC)이다    . 앞서 언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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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항반응이론의 문항특성곡선과 문항정보곡선

로 문항의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치가 동일할 때 ICC의 값은 0.5이며, 이 능

력치(=0.6314)를 가진 피험자에게 이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선별검사에 적용시켜보면 특정 연령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문항은 이 연령대의 유아의 능력치와 동일한 난이도를 가진 문항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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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검사 동등화 방법의 설계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검사 동등화 방법은 능력척도와 그 변환 척도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관심 척도에 따라 여러 가지 동등화 방법이 개발되었다

(Kolen & Brennan, 2004). 문항반응이론은 각각의 문항 모수(난이도, 변별도)

가 주어지면 피험자의 능력치를 추정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두 모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복적인 과정

(iteration)을 통해 최적의 모수들을 추정해낸다. 이 과정은 문항반응이론의 검

사동등화와 관련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된다.

피험자 집단 A에 검사 X를 실시할 경우 피험자 집단 A의 능력치와 검사 X

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문항모수를 구할 수 있다. 다시 검사 X를 B라는 집단에

게 실시하게 되면 이미 구해진 문항모수를 통해 집단 B의 능력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집단 A와 B의 능력치를 비교할 수 있다. 또는 검사 X를 집단 A에 

실시한 뒤 검사 Y를 집단 A에 실시하게 되면 검사 X와 Y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모수도 비교 가능하다.

능력치와 문항모수 비교를 위한 검사의 설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

지로 구성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무선적인 집단에 대해 

두 가지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Random Group equating design)

이다. 이 경우에는 피험자 집단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각 

집단에 포함된 피험자 능력 추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검사 X와 검사Y를 두 개의 집단에 각각 실시할 경우 X를 구성하고 있

는 문항과 Y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모수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

나 무선할당의 가정이 위배되거나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엔 추정된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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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단일집단에 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Single group with 

Counterbalancing)이다. 동일한 집단에 X와 Y 두 검사를 모두 실시하기 때문

에 피험자의 능력치 및 각각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모수들도 함께 추정할 수 있

다. 이 때 두 검사는 동일한 집단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검사 X와 검사 Y를 구

성하는 문항 모수들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의 형식인 공통문항 비동등집단 설계

(common-item nonequivalent-group design)가 있다. 이 방식은 실제 검사 

개발 장면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식으로 두 개의 검사 X와 Y가 있고 두 검

사에는 공통으로 포함되는 문항들인 W가 있다. 동일하지 않은 두 집단 A와 B

에 대하여 X와 Y를 각각 실시한 뒤 A와 B의 구성원들의 능력치, X와 Y를 구

성하는 문항들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문항 모수의 기준을 검사 X로 정하면 

피험자 능력치의 기준은 집단 A가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검사 X와 검사 Y, 집

단 A와 집단 B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직접적으로는 가능하

지 않고 두 검사에 모두 포함된 공통문항 W 문항들의 모수에 대한 선형적 관계

를 고려하여 검사 Y의 척도를 검사 X와 동일하도록 선형변환을 한 후에 비교가 

가능하다.

1. 3. 문항모수의 변환

일반적으로 문항반응이론의 검사 동등화는 개별검사에 대한 문항모수 추정 

후에 공통 문항(common items)에서 얻어진 추정치들을 공통 척도로 변환하는 

선형 변환 단계를 거친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문항모수 추정은 검사별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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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수들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분리추정’(separate calibration)과 두 검사의 

문항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는 ‘동시추정’(concurrent calibration) 두 가지 방

법으로 나눌 수 있다(Wingersky & Lord, 1984). 두 개의 검사를 동시 추정하

면 두 검사의 척도가 자동적으로 공통 척도에 놓이기 때문에 문항 모수들의 선

형변환 단계가 불필요해져 훨씬 효율적이다(Kolen & Brennan, 2004).

두 검사의 비교를 위해서는 추정된 모수의 선형변환이 필요하다. 2PLM이 적

용된 두 개의 척도 와 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

다면 두 검사에서 추정된 능력치 사이의 관계는 수식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식 6 

수식 6에서 와 는 상수이고 와 는 와  두 척도 상에서 피험자 

의 추정된 능력치를 의미한다. 두 척도에서 문항 모수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식 7 

수식 7의 , 는 척도 에서의 문항 의 변별도와 난이도를 의미하며, 

와 는 척도 에서의 문항 의 변별도와 난이도를 의미한다.

상수 와 를 구하는 방식은 평균-평균 방법(Mean/Mean metho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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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방법(Mean/Sigma method; MS), Haebara 방법(H), 

Stocking-Lord 방법(SL)이 있다.  Stocking & Lord(1983)는 공통문항에 올바

르게 응답할 확률을 모두 더해 그 차이를 제곱하는 형태의 공식을 유도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수를 도출하는 방법은 제안하였다. SL방법은 다른 방법

에 비해 비교적 낮은 추정오류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Hanson & Baguin 

2002; Baker & Al-Karni, 1991). 수식 8을 통해 SL방식으로 상수를 도출할 

수 있다.









 





  


 






 




수식 8 

문항반응이론의 검사 동등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검사 동등화의 조건에 따

라 동등화 방법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Petersen, Cook과 

Stocking(1983)은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자료를 이용하여 문항반응

이론 동등화의 모수 추정에 있어 동시 추정, 고정모수 방법(fixed b’s method), 

분리 추정 방법의 일종인 특성 곡선 변환 방법(Characteristic curve 

transformation method)을 비교하였는데, 연구 결과 동시 추정 방법이 전반적

으로 안정적이고 작은 오류를 나타냈다. 또한, 검사 동등화 과정에서 집단에 따

라 차별적인 기능을 하는 문항과 같이 부적합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분리 

추정 방법이 동시 추정방법보다 부정적합한 문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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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검사 동등화 결과를 더 양호하게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Wingersky, 

Cook & Eignor, 1986). Chin, Kim과 Nering(2006)은 공통문항의 난이도의 

폭이 좁을 때 분리 추정의 수행이 좋지 않으며 난이도의 폭이 넓어질수록 추정 

오류가 적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Kolen과 Brennan(2004), Patz와  

Hanson(2002)는 분리추정이 문항반응이론 가정의 위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더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추정의 방법에 상관없이 피험자 집단 사이에 능

력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공통문항의 수가 전체 문항의 20% 이하인 경우에 

동등화 오차는 커지게 된다(Cook, Eignor & Taft, 1988).

2. 연령에 따른 피험자 능력치의 비선형적 변화 추정

연령에 해당하는 피험자 능력치의 비선형적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두 단

계에 걸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검사 동등

화 방법을 이용해 피험자들의 능력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단계에

서 연령과 능력치 사이에 비선형 함수를 적용시켜 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두 단계를 거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능력치를 추정하는데 있어 

발달 곡선을 적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성

장곡선에 대한 설명과 능력치 추정 과정에 발달 곡선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2. 1. 성장곡선으로서 Gompertz 곡선

성장곡선모형은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성장에 따른 개인차를 예측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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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형 모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의 자료 분석에 적용되면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Grimm & Ram, 2009). 여러 종류의 성장

곡선이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할 Gompertz 함수는 

의학, 예방학, 농학, 생물학, 천문학, 기상학, 물리학, 경제학 등의 수많은 분야

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성장곡선이다. 

Benjamin Gompertz의 이름을 딴 Gompertz 곡선은 S자 모양의 성장곡선

으로 수식 9로 표현된다.

  


 수식 9 

수식 9는 , ,  3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한 곡선이다. 점근선은 0과 이다. 

즉, 곡선의 최고점은 를 넘지 못한다. 변곡점인 




에서 가장 높은 변화율

인 
 의 값을 갖는 비대칭 곡선이다(Winsor, 1932). Laird(1964)가 최초로 

Gompertz 곡선을 세포의 성장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이후 여러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인지발달이나 성장을 예측하는 연구에도 사용됐다

(Kearsley, Buss & Royce, 1977; Preece & Heinrich, 1981).

 수식 9를 변형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Gompertz 곡선으로 나타내면 수식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

log
 ⋅

⋅ 수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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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0에서 
은 월령이 인 영유아의 평균 능력치, 는 마지막 월령 

영유아의 평균 능력치, 는 첫 월령 영유아의 평균 능력치, 는 발달 속도, 

은 영유아의 월령이다.

2. 2. 능력치의 비선형적 변화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

Kamata(1998, 2001)는 문항반응이론의 Rasch 모형과 위계적선형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이 결합시켜 다층 문항반응이론(Multilevel 

IRT)을 발전시켰다. 다층 문항반응이론에서는 피험자와 관련된 예측변수를 모형

에 포함시켜 피험자의 능력치를 좀 더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에서는 종속변수(피험자의 능력치)를 독립변수

(예를 들어 성별, 나이 등)의 선형적인 결합으로만 설명이 가능했다. 즉, ML 방

식으로는 문항 모수와 능력치를 추정함과 동시에 월령과 능력치 사이의 비선형 

함수의 계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베이지안(Bayesian)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베이지안 방식은 복잡한 모수의 추론이 ML 방식보다 용이하며 표본의 수가 커

지면 ML 추정치에 근사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베이지안 추론의 관심사는 사전 분포와 우도함수로부터 사후분포를 구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수치 를 추정하기 위해 라는 응답 자료를 얻었다고 가

정하자. 이 때 는 자료 를 얻을 확률이고, 는 라는 자료를 얻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정보를 의미한다. 흔히 사전 분포라고 불리며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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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나타내기도 한다.   는 모수치가 주어졌을 때, 라는 자료가 

발생할 확률로서 우도함수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관심은 라는 자료가 주어졌

을 때 모수치 를 추정하는 것으로  의 확률분포로 나타난다. 이 값들의 

관계는 수식 11과 같고 이는 베이즈 정리(Bayes’s theorem)라고 불린다.

  

  

∝  

수식 11 

즉, 사후 분포는 사전 지식(사전 분포)과 표본을 통해 얻은 지식(우도함수)을 

종합한 분포를 의미한다. 사전 분포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점이 존재하지만 이는 연구자의 주관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추론 방식으로 피험자의 능력치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때, 각 연령의 평균 능력치를 가정함으로써 피험자의 

능력치와 문항의 모수, 비선형 구조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각 월령에 따른 피험자의 능력치에 대한 사전분포는 수식 12와 같다.

∼


  수식 12 


⋅

log ⋅
⋅ 수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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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3은 수식 11을 변형시킨 것으로 
 를 로 나타냈다. 의 는 

번째 월령에 속한 번째 영유아의 능력치이며, 동일한 월령 내 영유아들의 능력

치의 평균은 
, 개인차는 분산인 

 로 설명할 수 있다. 베이지안 방식으로 

추정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피험자의 능력치는 사후 분포의 평균을 점 추

정치로 이용할 것이다(Fox, 2010).

제안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피험자의 능력치와 문항의 모수, 그리고 비

선형 곡선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것은 검사 제작과정에서 요긴하게 이용되

는 특징이다. 앞서 문항의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치는 동일한 척도이며 두 값

이 같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피험자의 능력치와 월

령 사이의 함수를 동시에 구했기 때문에 Gompertz 곡선의 역함수와 문항의 난

이도를 이용하면 각각의 문항이 어느 월령의 영유아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장의 서두에 언급한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문항반응이론과 연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연구 1에서는 모의 자료를 생성해 동시추정 방식과 분리추정 방식, 베이지안 방

식의 수행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바탕으로 실제 발달선

별검사 도구개발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각 추정 방식의 정확성과 

실용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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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추정 방식들의 비교를 위해 가상의 자료를 생성했다. 가상자

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생성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추정치가 실제 

값과 차이를 통해 적용된 방식의 정확도에 대해 검토했다. 4가지의 방식이 모의

실험에 적용되었으며 공통문항의 개수와 적용 모형에 따라 총 24가지의 조건에

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1. 가상자료의 생성

문항반응이론에서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치는 임의적인 선형변환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는 척도의 비결정성(Scale indeterminacy)을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피험자의 능력치를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인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조정하지만 

여기에서는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문항의 난이도와 능력

치를 생성하였다.

가상의 피험자는 4800명으로 각각의 피험자에게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월령

을 부여했다. 각 월령엔 동일한 수의 피험자를 배정하였고 그 수는 월령 당 

200명씩이다. 피험자의 능력치는 1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성장곡선의 상한선

과 하한선, 비선형의 패턴이 잘 드러나도록 수식 14를 통해 부여했으며 비선형

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인차 오차를 더하였다. 피험자의 능력치의 산포도

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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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의실험을 위해 생성된 월령에 따른 능력치의 산포도

 ⋅
log⋅

⋅

∼ 

수식 14 

가상의 문항은 20개 생성하였다. 1PLM의 분석 대상이 되는 문항의 난이도

는 0.1부터 3.9까지 0.2의 간격을 두었다(0.1, 0.3, 0.5, ... 3.5, 3.7, 3.9). 

2PLM의 분석 대상이 되는 문항의 난이도는 1PLM의 분석 대상인 문항의 난이

도와 동일하며 문항 변별도는 정규분포에서 추출하였다(∼  단, 

 ≥)(Fo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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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문항 2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G1
G2
G3

<공통문항 5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G1
G2
G3

<공통문항 8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G1
G2
G3

그림 4. 공통문항 개수에 따라 각 집단이 응답하는 문항의 수

이렇게 구해진 문항 모수와 피험자 능력치를 수식 3과 수식 2를 이용하면 

1PLM과 2PLM 모형에서의 정답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답 확률과 0과 1 

사이의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에서 얻은 임의의 값을 비교해 정답 확

률이 임의의 값보다 같거나 크면 1을 생성하고 작으면 0을 생성하였다.

피험자들은 3집단(G1, G2, G3)으로 나누었다. G1은 1개월부터 8개월까지 

1600명, G2는 9개월부터 16개월까지 1600명, G3은 17개월부터 24개월까지 

1600명이다. 이웃하는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문항의 개수는 조건별로 2개, 5개, 

8개로 분류하였다. 공통문항이 2개인 경우 각 집단은 8개의 문항에 응답했으며 

공통문항이 5개인 경우 각 집단은 10개의 문항에, 공통 문항이 8개인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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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치() 난이도() 변별도()  

베이지안1 
 

 
 
단,  

 
단,  

 
단,   베이지안2 

 

표 1. 베이지안 방법에 사용한 각 모수들의 사전 분포

집단은 12개의 문항에 응답했다. 공통문항의 조건에 따라 각 집단이 응답하지 

않는 문항은 응답 자료에서 결측값으로 처리했다. 각 집단이 조건별로 응답하는 

문항은 그림 4와 같다.

응답 자료들은 4가지의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추정, 분리추정, 그리고 능

력치의 사전분포의 분산이 다르게 설정한 베이지안1과 베이지안2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에서 설정한 사전분포는 표 1과 같다. 베이지안 방법에

서는 월령에 따른 능력치의 평균이 수식 14를 따르도록 했고 와 의 값도 추

정하도록 했다. 추정된 능력치는 이후에 표준화된 값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능력치의 상한선은 적당히 큰 값이면 그 결과는 동일하다. 이 실험에서는 능력

치의 상한선인 는 4로 고정시켰다. chain의 수는 1개, 표본의 추출은 2000회, 

초반 500회는 burn-in했다. 두 베이지안 모형의 사전 분포 중 문항의 난이도와 

gomperzt 곡선의 계수 , 는 비정보적 사전분포(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를 설정하였다.  실험 조건의 총 개수는 (문항반응이론 모형 2개 × 

공통문항의 개수 3개 × 추정방법 4개) = 24개이다. 추정된 능력치와 문항 난이

도, 변별도는 표준화 된 값을 구해 표준화 된 실제 값과 비교하였다. 실제 값에

서 벗어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오차제곱평균(Mean Squared Error; MSE)을 

제시하였고 100회의 모의실험을 통해 MSE의 분산을 구했다. MSE값은 수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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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구하였다.




  






  









  






 









  






  






수식 15 

수식 15에서 는 표준화된 번째 피험자의 추정된 능력치, 는 표준화된 

번째 피험자의 실제 능력치, 는 표준화된 번째 문항의 추정된 난이도, 는 

표준화된 번째 문항의 실제 난이도, 는 표준화된 번째 문항의 추정된 변별

도, 는 표준화된 번째 문항의 실제 변별도, 은 모의실험 시행횟수(총 100

회)이며 피험자 수는  4800명, 문항 개수는 20개이다.

자료의 생성과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R 2.15.2 버전에서 이루어졌다. 

1PLM모형의 분석은 ltm package의 rasch 명령어, 2PLM 모형의 분석은 동일 

package의 ltm 명령어를 사용했고 추정방식은 ML이었다. 분리 추정 후 검사 

동등화는 plink package의 plink 명령문을 사용했으며 척도 변환 방법은 

Stocking-Lord방법을 사용하였다(plink 명령문의 SL option). 베이지안 모형

의 추정은 R2OpenBUGS package의 bugs 명령문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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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료의 모의 실험 결과

가상자료의 모의실험 결과는 표 2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을 보면 전반

적으로 공통문항의 수가 늘어날수록 MSE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PLM의 

경우 몇몇 조건에서 공통 문항이 많을 때보다 공통 문항이 적을 때 MSE가 조

금 더 작게 추정되었다.

1PLM에서는 능력치와 난이도 추정에서 베이지안2의 수행이 가장 좋았다. 그 

다음으로는 능력치의 경우 분리추정의 MSE가 베이지안1의 MSE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냈으나 문항 난이도는 베이지안1의 MSE가 분리추정의 MSE보다 낮게 

나타났다. 1PLM에서 동시추정 방법은 능력치와 난이도, 모든 공통문항의 조건

에서 가장 높은 MSE 값을 보여 다른 방법들에 비해 큰 추정의 오차를 나타냈

다.

2PLM에서 베이지안1과 베이지안2는 능력치 추정에서 비슷한 MSE를 나타냈

다. 공통문항이 2개일 때 능력치의 MSE는 베이지안2가 가장 낮았고(0.0950), 

공통문항이 5개와 8개인인 경우에 베이지안1의 MSE가 가장 낮았다(0.0980, 

0.0903). 분리추정의 경우 공통문항이 2개일 때(0.2504)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에서는 베이지안 방법들과 비슷한 MSE를 보였다. 동시추정은 능력치를 추

정하는데 있어 모든 조건에서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높은 MSE를 나타냈다.

2PLM의 문항의 난이도는 공통문항 2개와 공통문항 8개에서 베이지안2 방법

이 가장 낮은 MSE를 보였고 공통문항 5개에서는 분리추정이 가장 낮은 

MSE(0.0369)를 나타냈다. 동시추정은 공통문항 2개와 공통문항 5개인 조건에서 

난이도의 MSE가 2보다 높아 매우 좋지 않은 수행을 보였으나 공통문항 8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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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모형 1PLM 2PLM

추정
방법

공통
문항 능력치 난이도 능력치 난이도 변별도

동시
추정

2 0.9057
(0.0126)

1.3398
(0.0568)

0.7868
(0.1693)

2.0776
(0.2177)

0.4480
(0.2222)

5 0.4997
(0.0129)

0.3862
(0.0389)

0.4918
(0.0278)

2.1095
(0.1160)

1.2691
(0.3770)

8 0.2427
(0.0058)

0.0150
(0.0030)

0.1921
(0.0137)

0.1870
(0.0642)

0.9251
(0.2824)

분리
추정

2 0.1430
(0.0055)

0.0032
(0.0011)

0.2504
(0.6011)

0.3991
(0.7075)

0.2979
(0.5017)

5 0.1266
(0.0062)

0.0027
(0.0010)

0.1005
(0.0042)

0.0369
(0.0252)

0.3776
(0.1673)

8 0.1148
(0.0024)

0.0029
(0.0011)

0.0916
(0.0043)

0.0729
(0.0663)

0.4765
(0.2179)

베이
지안

1

2 0.1384
(0.0040)

0.0028
(0.0009)

0.1080
(0.0150)

0.4257
(0.3112)

1.8131
(0.4321)

5 0.1281
(0.0032)

0.0019
(0.0007)

0.0980
(0.0126)

0.3297
(0.2987)

1.9535
(0.4257)

8 0.1191
(0.0026)

0.0015
(0.0005)

0.0903
(0.0098)

0.2183
(0.2408)

1.9178
(0.4130)

베이
지안

2

2 0.1044
(0.0026)

0.0027
(0.0011)

0.0950
(0.0073)

0.3609
(0.3003)

0.1290
(0.0559)

5 0.0981
(0.0021)

0.0017
(0.0006)

0.1009
(0.0032)

0.0688
(0.0551)

0.5165
(0.2010)

8 0.0934
(0.0020)

0.0015
(0.0005)

0.0927
(0.0036)

0.0264
(0.0223)

0.5102
(0.1745)

표 2. 100회의 모의실험에서 얻어진 MSE의 평균 (괄호 안은 MSE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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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LM 2PLM

능
력
치

난
이
도

변
별
도

표 3. 100회의 모의실험에서 얻어진 조건별 MSE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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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PLM 2PLM

방법 베이지안1 베이지안2 베이지안1 베이지안2

공통
문항 a b a b a b a b

2 0.0023
(0.0011)

0.3197
(0.0111)

0.0050
(0.0024)

0.2920
(0.0131)

0.0030
(0.0026)

0.3141
(0.0363)

0.0008
(0.0005)

0.3435
(0.0185)

5 0.0016
(0.0007)

0.3259
(0.0107)

0.0034
(0.0013)

0.3037
(0.0099)

0.0016
(0.0013)

0.3156
(0.0224)

0.0005
(0.0003)

0.3343
(0.0157)

8 0.0013
(0.0004)

0.3267
(0.0087)

0.0030
(0.0009)

0.3067
(0.0087)

0.0009
(0.0009)

0.3241
(0.0189)

0.0003
(0.0002)

0.3349
(0.0171)

표 4. 100회의 모의실험을 결과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 구한 비선형 함수의 계수의 평균 (괄호 
안은 MSE의 표준편차)

서는 베이지안1보다는 낮은 MSE(0.1870)를 나타냈다. 특이하게도 분리추정은 

공통문항이 5개일 때보다 8개일 때 더 높은 MSE를 보였다.

변별도의 경우 능력치나 난이도에 비해 MSE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통문항이 2개일 때는 베이지안2가 가장 작은 MSE(0.1290)를 보였으나 공통

문항이 5개, 8개인 조건에서는 분리추정이 가장 작은 MSE를 나타냈다. 세 조건

에서 베이지안1이 가장 높은 MSE를 나타내 좋지 않은 수행을 보였다. 동시추

정과 베이지안1, 베이지안2는 공통문항이 5개일 때 변별도에 대해 가장 높은 

MSE를 보였고 다음으로 8개, 2개의 순으로 MSE가 낮아졌다. 즉, 공통문항이 

가장 작은 조건에서 가장 낮은 MSE를 보인 것이다. 분리추정의 경우에도 공통

문항이 2개일 때 가장 낮은 MSE를 보였고 공통문항이 늘어날수록 MSE가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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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방식을 통해 구한 Gomperzt 곡선의 계수는 표 4와 같다. 공통문

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a는 과소 추정되고 b는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부터 차이가 나타났다. 1PLM모형의 베이지안2 방법의 계

수들의 추정치가 실제 값과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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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항번호 영유아의 해당월령

set 1 (116명)  1번 ~ 31번  1개월 ~  9개월

set 2 ( 92명) 11번 ~ 36번  9개월 ~ 15개월

set 3 ( 92명) 32번 ~ 45번 15개월 ~ 21개월

set 4 ( 87명) 37번 ~ 50번 21개월 ~ 27개월

set 5 ( 83명) 46번 ~ 56번 27개월 ~ 33개월

set 6 ( 93명) 50번 ~ 67번 33개월 ~ 45개월

set 7 (108명) 60번 ~ 72번 45개월 ~ 89개월

set 8 (126명) 60번 ~ 73번 45개월 ~ 89개월

표 5. 실제 자료의 각 set별 응답하는 문항의 번호와 해당 영유아의 월령

연구 2

1. 실제 자료의 분석

연구 1을 토대로 실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

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검사> 대근육 영역 검사지에 대한 응답 자료이다. 대근

육 영역 검사지 문항의 개수는 73개이며 9개의 하위 문항 세트로 구성되어 있

다. 피험자는 1개월부터 89개월까지의 영유아의 보호자이며 영유아의 발달 상태

에 대해 응답했다. 문항은 이분문항이며 영유아의 발달 상태에 대해 ‘예-1’, 혹

은 ‘아니오-0’에 응답하도록 했다. 피험자는 총 797명이며 월령에 따라 하위 문

항 세트 중 하나의 세트에 응답했다. 문항은 내용에 따라 낮은 월령에서도 통과 

가능한 문항에서부터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문항을 배치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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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문항의 번호가 높을수록 높은 난이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항 세

트에 포함된 문항의 번호와 세트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월령은 표 5와 같다. 실

제 자료는 모의실험에서 수행이 좋았던 1PLM 모형에 동시추정, 분리추정, 베이

지안2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2에서도 연구1과 동일하게 는 4로 고정했다. 

체인의 수는 1개, 전체 표본 수는 20000개이고 초반 5000개는 burn-in했다. 

전체 표본 중 매 10회마다 표본을 뽑았다.

2. 분석 결과

표 6은 1PLM 모형으로 실제 자료를 분석한 후 추정한 능력치와 난이도의 

산포도이다. 동시추정 방법의 경우 30번부터는 문항 난이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문항22. 앉아 있다가 기어간다. (=-0.18)

문항38. 가구를 붙잡지 않고도 몸을 굽혀 바닥에 놓인 장난감을 잡고 다시 일

어선다 (=-0.17)

문항60.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한발씩 번갈아 내딛으며 계단을 올라간다

        (=-0.17)

문항61. 혼자서 미끄럼을 탄다 (=-0.17)

네 문항이 같은 난이도를 갖기에는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동시추정 방

법으로 추정된 능력치의 산포도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20개월까지는 능력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없이 능력치가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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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에 따른 능력치의 산포도 문항 난이도

동
시
추
정

분
리
추
정

베
이
지
안
2

표 6. 실제 자료를 1PLM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월령에 따른 능력치와 문항 난이도의 산포도



32

이는 앞서 가정한 성장곡선의 모양과는 매우 달라서 추정의 오류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

1PLM 모형에서 분리추정의 경우 문항 난이도를 나타낸 산포도 상에서 3개

의 문항이 예상했던 난이도에 비해 낮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낮게 추정된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11. 앉혀주면 양손을 짚고 오래 혼자 앉아 있는다 (30초 이상) (=-2.51)

문항50. 선을 따라 똑바로 앞으로 걷는다 (=-1.96)

문항60.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한발씩 번갈아 내딛으며 계단을 올라간다

        (=-0.65)

“문항1.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린다 (=-1.55)”이 전체 

검사 문항 중 가장 쉬운 문항인 것을 감안하면 문항11과 문항50의 난이도는 매

우 낮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항60의 난이도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진 문

항들(문항18, 문항25)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문항60의 난이도가 내용에 비해 매

우 낮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항18. 아이의 양손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잡아주면 서 있는다

        (=-0.62)

문항25. 가구를 붙잡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낮춘다 (=-0.68)

이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문항의 난이도는 문항의 번호가 높아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피험자의 능력치 또한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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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안2 방법으로 추정한 능력치의 경우 동시추정에 비해 월령에 따른 발

달의 속도가 느리지만 분리추정 방법에 비해서는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ompertz 곡선의 계수  = 0.0889 (sd = 0.0083), =0.1294 (sd = 0.0152)로 

추정됐다. 문항의 난이도는 문항의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난이도 추정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추정을 보였다. 전체 문항의 내용과 각 방식

으로 추정한 난이도는 Appendix A에 실려 있다.



34

결론 및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치가 월령에 따라 비선형 구조로 변화할 때, 피

험자의 능력치와 문항의 모수, 비선형 구조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문항반

응이론과 검사 동등화를 제시하였으며 피험자 능력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으

로는 베이지안 방식을 이용한 추정 방법을 제안했다. 실제 검사도구개발 장면에

서 공통문항-비동등집단 설계에 의해 계단식 자료를 얻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다. 계단식 자료는 공통문항의 개수를 바꿔가며 생성하였으며, 추정모형, 추정 

방법에 따라 24개의 조건에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계단식 자료의 구조에서 동시추정 방법이 추정의 오차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 특히 공통문항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공통문항 

2개, 공통문항 5개)에는 동시추정 방법의 오차가 매우 컸다. 그림 5는 모의실험 

결과 중 공통문항이 2개일 때 동시추정방법으로 추정한 문항의 난이도이다. 실

제 문항의 난이도는 번호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엔 6번까

지만 증가하고 난이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6번은 첫 번째 집단만 응

답하는 가장 높은 번호의 문항이다.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공통문항인 

7번과 8번은 6번보다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통문항이 5개인 

경우에도 발견되었다. 그림 6을 보면 문항의 난이도가 5번까지는 점점 높아지다

가 6번부터 주저앉는 현상이 발견된다. 그러나 세 집단이 모두 공통문항을 공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잘 발견되지 않는데. 공통문항이 8개인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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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의실험에서 동시추정 방법으로 
구한 문항의 난이도 (공통문항 2개) 

그림 6. 모의실험에서 동시추정 방법으로 
구한 문항의 난이도 (공통문항 5개)

그림 7. 모의실험에서 동시추정 방법으로 
구한 문항의 난이도 (공통문항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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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의 난이도가 실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 자료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실제 자료의 연구에서 동시 추정의 경우 

set 2까지는 제대로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 1부터 36까지는 문항의 번호

가 높아지면서 난이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피험자의 능력치 또한 15개

월까지는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능력치가 증가하지 않고 문항의 난이도 또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set 3

부터는 추정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set3부터

는 set1과 공통문항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이유로는 한 

번에 추정하는 응답 자료에서 결측치가 응답에 비해 많은 것도 원인이 될 것이

다. 모의 실험의 응답 자료의 경우 모든 피험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했을 경우에 

96,000개(20문항×4,800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통문항이 2개인 

경우엔 응답은 38,400개이고 결측치는 57,600개이다. 공통문항이 5개인 경우에

는 응답과 결측치가 48,000개로 동일하다. 공통문항이 8개가 되어야 비로소 응

답이 결측치보다 많아진다. 응답치와 결측치의 비율이 추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나 모든 집단이 동일한 공통문항을 공유하지 않

는 경우나 공통문항 자체가 적은 경우엔 동시추정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고 생각된다.

분리추정의 경우 난이도 추정의 모의실험에서는 베이지안 방법과 비슷한 수

행을 보였으나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는 약한 점을 보였다. 1PLM 모형을 분리

추정 방식으로 추정했을 경우 집단 사이의 능력차이가 클 때 문항 모수의 추정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료 분석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난이도

를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2set, 6set, 7set의 시작 문항이다. 각 set의 난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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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척도에 놓았을 때 시작 문항이 낮은 난이도를 보이는 이유는 인접한 두 

set에 응답한 피험자의 능력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항 

11의 경우 set 1에서는 문항11에 1로 응답한 피험자는 21.5%인 반면에 set 2

의 피험자는 100%가 1로 응답해 두 집단 사이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

였다. 문항50과 문항60도 뒷 연령대에서 모든 피험자가 1로 응답했다. 이는 앞

서 언급한 Cook, Eignor & Taft(198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경우

에는 모든 피험자들이 1로 응답한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을 해야 더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동시추정의 수행이 저조한 원인으로 결측치와 

응답치의 비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분리추정이 동시추정보다 더 좋은 수행을 

보였던 이유는 분리추정은 추정과정에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모의실험에서 분리추정은 베이지안 방법과 유사한 수행을 보였으나 공

통문항이 적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방법에 비해 높은 MSE를 보여주었다. 모의실

험에서는 2PLM 모형에서도 좋은 수행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집단의 

수가 많아질 경우 검사 동등화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 동등화시켜야 

하는 문항의 모수들이 많아지면 안정적인 추정치를 보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베이지안 방법들은 모의실험의 1PLM 모형에서 분리추정과 비슷한 수행을 

보였다. 1PLM모형에 베이지안2가 적용된 경우 능력치의 추정에서 베이지안1이

나 분리추정보다 더 낮은 MSE를 보인 까닭은 피험자 능력치에 대한 분산이 더 

작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2PLM에서는 조건에 따라 추정 방법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통문항의 수가 적을 땐 분리추정 보다는 베이지안 방법이 

더 좋은 수행을 나타냈다. 공통문항이 2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PLM에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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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방법이 문항 난이도나 문항의 변별도 추정에서 분리추정보다 수행이 좋

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항 변별도를 잘 예측하지 못했는데 1PLM에 비

해 수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정 방법에 비해 추정해야 할 모수들이 많

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항 변별도에 대한 추정 실패는 다른 문항 모수와 

능력치 추정에 영향을 미쳐 높은 MSE를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모의실험에서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 구해진 gomperzt 곡선의 계수들은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월령이 1개월인 영유아의 능력치의가 0과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추정된 계수들을 대

입해 gomperzt 곡선을 다시 그려보았고 실제로 가정했던 곡선과 큰 차이는 존

재하지 않았다. 실제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방식에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 문항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피험자의 능

력치 또한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발달 곡선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추정 방식보다 발달의 속도가 빨라 Gompertz 함수의 계수인 

의 과대 추정 가능성도 의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베이지안 방식은 기존의 Multilevel IRT와는 다른 방

식으로 피험자의 능력치를 예측했다. ML과 베이지안 Multilevel IRT 방법에서

는 우도 함수에 피험자가 속한 집단이나 다른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해 추정

하게 된다. 수식 18은 피험자의 성별을 IRT 모형에 투입한 Multilevel IRT 모

형의 예다.

logÿ ⋅  수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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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8을 이용하면 성별에 따른 능력치의 차이를 우도 함수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치의 추정이 좀 더 정밀해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성장곡선

을 우도함수에 대입시키면 수식 19와 같다.

logÿ ⋅log⋅
⋅  수식 19 

수식 19를 ML 방식으로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도함수에 지수함수

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추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IRT 함수 자체가 지수함수이

고 그 안에 투입되는 성장곡선도 지수 함수이다. 이 우도함수를 설정하고 베이

지안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비선형 함수의 계수인 a와 b의 rejection 

rate가 매우 높아져 정확한 사후 분포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

도함수에 능력치만 투입하고 능력치의 사전 분포에 비선형 함수를 적용시켰다. 

따라서 집단 간 분산은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고, 집단 내 분산은 능력치의 사전 

분포의 분산(1과 0.5)으로 고정시켰다. 영유아 발달의 경우 월령에 따른 능력치

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 신생아의 경우 능력치의 분산은 작은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달 수준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능력치의 분산은 커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능력치의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모형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 피험자의 능력치 추정이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추정된 것

은 바람직한 점이지만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독립적으로 규명하지 않

았기 때문에 사전 분포에 능력치의 추정치가 과대하게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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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Gompertz 함수에서 의 추정치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 데에는 이러

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제안한 베이지안 방식은 1PLM 

모형에서 동시추정 방식보다 훨씬 수행이 좋았고 분리추정 방식과는 비슷한 결

과를 도출했다. 기존의 방식과 수행의 정도는 비슷하지만 비선형 곡선의 계수를 

함께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리추정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공통문항이 작은 경우 다른 방식보다 좋은 수행을 보인 점은 베이지안 방

식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모의실험에서 변별도 추정에서 가장 낮

은 수행을 보여 2PLM에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문항 변별도 

추정의 불안정성은 문항 난이도 추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선

형계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발달 속도()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동일한 월령을 가진 피험자를 같은 집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집단 간 분산과 집

단 내 분산에 대한 정확한 명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형 곡선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한 것은 좋은 결과이지만 향후 문항 변별도와 발달 속도를 더욱 정

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성장곡선은 영유아의 발달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특

수한 경우이다. 이 방법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의 감소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추정이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능력 일반에 대해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직 개발 중인 검사 도구를 통해 얻어진 실

제 자료의 분석은 추정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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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수행이 좋은지 대해 논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를 제시된 방법들을 통해 분석한다면 어느 조건

에서 어느 방법의 수행이 가장 좋은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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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내용 분리추정 동시추정 베이지안

1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린다 -1.55 -3.32 -2.26 
2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45° 들었다 내린다 -1.28 -2.19 -1.76 
3 받쳐서 앉혀주면 목을 가눈다 -1.33 -2.35 -1.84 
4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90° 들었다 내린다 -1.16 -1.72 -1.52 
5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반쯤 뒤집는다 -1.22 -1.95 -1.64 

6
누운 자세에서 두 팔을 잡고 일으켜 앉힐 때 목에 
힘을 주고 따라 올라온다 -1.18 -1.77 -1.55 

7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가슴 부분에 모
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린다 -1.28 -2.16 -1.74 

8
아이의 몸통을 받쳐서 앉힌 자세로 안고 있으면 
목을 지탱한다 -1.33 -2.39 -1.86 

9 엎드린 자세에서 뒤집는다 -1.03 -1.17 -1.24 

10
앉혀주면 양손을 짚고 잠깐 혼자 앉아 있는다 (5
초 이하) -0.95 -0.85 -1.10 

11
앉혀주면 양손을 짚고 오래 혼자 앉아 있는다 (30
초 이상) -2.51 -0.55 -0.95 

12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들고 양팔로 버틴다 -0.85 -1.33 -1.31 

13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뒤집은 후 자기 팔을 뺀
다 -0.85 -1.23 -1.27 

14 누워 있을 때 자기 발을 잡고 논다 -0.60 -0.93 -1.13 
15 앉혀주면 손을 짚지 않고 안전하게 앉아 있는다 -0.85 -0.40 -0.87 
16 배를 바닥에 대고 앞으로 긴다 (배밀이) -0.72 -0.60 -0.97 
17 양손과 무릎으로 긴다 (네발기기) -0.68 -0.11 -0.68 

18
아이의 양손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잡
아주면 서 있는다 -0.62 -0.47 -0.91 

19 누워 있다가 혼자 앉는다 -0.77 -0.09 -0.66 

표 7. 1PLM 모형을 적용했을 때 각 방식에서 추정한 난이도

Appendix A. 연구 2를 통해 얻은 실제 연구 문항의 
추정방식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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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내용 분리추정 동시추정 베이지안

20
양손을 짚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몸을 좌우로 돌
린다 -0.62 -0.09 -0.66 

21 가구 등을 붙잡으며 일어선다 -0.85 -0.13 -0.69 
22 가구를 붙잡고 가슴을 기댄 자세로 서 있는다 -0.85 -0.18 -0.73 
23 앉아 있다가 기어간다 -0.77 -0.18 -0.73 

24
가구를 붙잡고 가슴을 기대지 않은 채 손으로만 
잡고 서 있는다. -0.77 -0.09 -0.66 

25
가구를 붙잡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낮
춘다 -0.68 -0.02 -0.61 

26
가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놓은 장난감을 잡
은 후 다시 일어선다 -0.55 0.16 -0.49 

27 3초 이상 혼자 서 있는다 -0.40 0.43 -0.33 
28 서 있다가 아무 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앉는다 -0.35 0.58 -0.25 
29 가구를 양손으로 붙잡고 옆으로 걷는다 -0.62 0.05 -0.56 
30 한 손으로 가구를 붙잡고 걷는다 -0.32 0.67 -0.21 

31
사람이나 가구 등, 아무것도 잡지 않고 혼자서 일
어 선다 -0.18 1.07 -0.03 

32
아이의 양손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잡
아주면 몇 걸음 걷는다 -0.11 0.39 -0.27 

33
아이의 한손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잡
아주면 몇 걸음 걷는다 -0.11 0.71 -0.06 

34 혼자 2~3 발자국 걷는다 -0.11 0.82 0.01 
35 혼자 10 발자국 걷는다 -0.23 1.00 0.14 
36 혼자 능숙하게 걷는다 -0.23 1.04 0.17 
37 뒤뚱거리며 달린다 0.30 0.57 0.37 

38
가구를 붙잡지 않고도 몸을 굽혀 바닥에 놓인 장
난감을 잡고 다시 일어선다 -0.04 -0.17 0.02 

39 소파나 탁자 위로 기어 올라간다 -0.04 -0.17 0.03 
40 뛰어가다가 스스로 멈춘다 0.10 0.50 0.34 

41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간다 (한 계단에 양발을 
모아) 0.25 0.54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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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내용 분리추정 동시추정 베이지안

42 뒷걸음질 친다 0.30 0.73 0.44 
43 자연스럽게 달린다 0.25 0.86 0.50 
44 옆으로 걷는다 0.59 1.17 0.66 
45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공을 발로 찬다 0.19 0.86 0.50 
46 제자리에서 양발을 모아 깡충 뛴다 0.54 0.49 0.73 

47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간다 (한 계단에 양발을 
모아) 0.32 0.02 0.53 

48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혼자 일어선다 0.46 -0.10 0.47 

49
계단의 가장 낮은 층에서 두발을 모아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0.71 0.81 0.85 

50 선을 따라 똑바로 앞으로 걷는다 -1.96 0.54 0.83 

51
난간을 붙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간다 (한 계단에 
양발을 모아) 0.81 0.23 0.89 

52
몸의 균형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2걸음 이상 
일직선으로 걷는다 1.35 1.03 1.20 

53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한발로 잠깐 동안 서 있는
다 (1초 정도) 1.07 0.53 1.01 

54
난간을 붙잡고 한발씩 번갈아 내딛으며 계단을 올
라간다 0.81 0.06 0.82 

55
서있는 자세에서 머리 위로 팔을 높이 들어 공을 
앞으로 던진다 (중간에 공을 떨어뜨리거나 팔을 아
래로 해서 던지면 에 표시하십시오)

0.98 0.06 0.82 

56 발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네 걸음 이상 걷는다 0.98 0.28 0.91 
57 제자리에서 두발을 모아 멀리뛰기를 한다 1.05 0.17 0.92 

58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간다 (한 계단에 
양발을 모아) 0.94 -0.08 0.81 

59 세발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1.33 0.87 1.19 

60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한발씩 번갈아 내딛으며 계
단을 올라간다 -0.65 -0.17 0.81 

61 혼자서 미끄럼을 탄다 1.16 -0.17 0.80 
62 아이에게 큰 공을 던져주면 양손으로 공을 받는다 1.21 0.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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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내용 분리추정 동시추정 베이지안

63 한발로 3초 이상 서 있는다 1.16 0.46 1.05 

64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한발씩 번갈아 내딛으며 계
단을 내려간다 1.21 0.28 0.98 

65
막대꽂이판으로부터 15c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고리를 던져 막대에 꽂는다 1.56 1.24 1.36 

66 한발로 2-3발자국 뛴다 1.24 0.83 1.20 

67

서 있는 자세에서 머리 위로 팔을 높이 들어 공을 
앞으로 멀리 던진다 (2m 이상) (중간에 공을 떨어
뜨리거나 팔을 아래로 해서 던지면 에 표시하십
시오) 

1.40 0.84 1.20 

68 발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열 걸음 이상 걷는다 1.30 0.57 1.11 
69 한발로 균형을 잡고 30초 이상 서 있는다 1.57 1.20 1.36 
70 한쪽 발을 번갈아 들고 뛴다 (엇바꿔 거듭 뛰기) 1.42 0.81 1.20 
71 한쪽 발로 10발자국 이상 뛴다 1.62 1.24 1.37 

72
두 손으로 한 발을 잡고, 세 발자국 이상 뛴다 (닭
싸움 자세) 1.64 1.28 1.39 

73 보조바퀴가 있는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1.42 0.8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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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2PLM 베이지안 방식 추정에 쓰인
             model script

model{

 for ( j in 1:it ){                         ### item characteristics

   delta[j] ~ dnorm( m.delta , pr.delta )  ## difficulty

   alpha[j] ~ dnorm( 1 , 1 ) I( 0 , )  ## discriminator

   }

 for ( i in 1:pe ) {

  theta[i] ~ dnorm ( mu[i] , 1 )           ### ability

  mu[i] <- 4 * exp ( log( a ) * exp ( -b * month[i] ) )

 }

 

 for ( i in 1:pe ){ 

  for ( j in 1:it ){ 

     Y [i , j] ~ dbern ( prob [i , j] )

     logit ( prob [i , j] ) <- alpha [j] * ( theta [i] - delta [j] )

  }}

 a ~ dnorm ( 0 , .01 ) I( 0 , )

 b ~ dnorm ( 0 , .01 ) I(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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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elta <-0

 pr.delta <- pow( s.delta , -2 )

 s.delta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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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ability which increase 
with nonlinear growth curve

Kyu Sik Park
Quantitative Psychology 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d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 how to select items which is appropriate for a 
certain ages. In developing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which 
requires short and simple test, we face two different problems. First, 
some items that screening well certain age group are assigned to 
other age group. Second problem is reflection of growth curve on 
estimating person’s ability. First problem is solved by adapting item 
response theory and test equating. Bayesian method and concurrent 
estimation of person’s ability are suggested for solutions of second 
problem.

In Study 1, simulation data where ability of person corresponds to 
Gompertz curve on ages was generated. Four different estimating 
methods - concurrent estimation, separate estimation an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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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bayesian estimation which have different variance of prior 
distribution of ability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Moreover, In 
bayesian method, coefficients of nonlinear curve was estimated. Study 
1 examined effects of number of common items, estimation methods 
and choice of IRT models. In 1-parameter  logistic model, the 
proposed bayesian method with smaller variance of prior distribution 
of ability produced the least estimation error. In 2-parameter logistic 
model, the proposed bayesian method showed better performance with 
the condition with 2 common items. When the conditions with number 
of items are 5 and 8, separate estimation and the proposed bayesian 
method produced similar estimation error. In all conditions, 
concurrent estimation produced the biggest estimation error.

In Study 2, real data was analyzed. The proposed bayesian method 
showed the best result on estimating difficulty of items. On estimating 
of ability, separate estimation and the proposed bayesian method 
produced similar estimation errors and estimated ability increased with 
non-linear pattern.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on the rate of 
increase between two methods.

Key words : non-linear developmental curve, bayesian estimation, 
Gompertz curve, Item Response Theory, Test equating,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Student Number : 201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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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두 교수님 덕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실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주형의 질책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다음 학기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질책 속에 후배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형의 질책을 항상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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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결정적안 아이디어를 주신 재명이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머신러닝 스터

디와 R,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기본기를 잘 갖춘 계량

방 대학원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주형은 싫어하셨지만) 재명이형의 유머센스

는 삭막할 수도 있었던 연구실 생활의 활력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항상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현이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권현이형 덕분에 대학원 

1학기에 댄스스포츠를 들으면서 더 활력 있는 연구실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

습니다. 엉뚱한 질문으로 항상 연구실에 유쾌함을 가져왔던 동주누나도 감사드

립니다. 올해에는 좋은 연구 결과를 내셔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

다. 연구실 동기엔 준석이가 있었기에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기

인 저와 비교해 항상 훌륭해 보였던 준석이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연

구실 후배인 성준이, 형준이 덕분에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두 친구는 올 해 꼭 연애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종훈이는 이제 시작이니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 밖에 연구실 생활을 하며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

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의 방황에도 큰 호통 없으시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을 때 전폭적

인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에 부족한 막내아

들이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자나 깨나 자식 걱정뿐인 부모님께 감

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절반인 저의 아내, 선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직 학생임에도 저의 미래를 믿어준 아내 덕분에 연구에 한층 더 매

진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예민했던 저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준데 

대해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미씨,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

로도 좋은 남편, 착한 아들, 훌륭한 계량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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