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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른 

인지진단모형의 적합도 비교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a, 2015)에 따르면 학생은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학교의 추수 지도를 통해 자신의 학습

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며,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진단평

가(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 CDA)는 인지요소별 숙달 확률을 추

정하고 숙달 여부를 분류하여 학생의 능력(ability),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기능(skill) 등의 수준을 상세히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강점

이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평가의 목적과 그 활용

에 부합한다. Tatsuoka(1983)가 처음 인지진단모형을 제시한 이후 다양한 

인지진단모형이 개발되어왔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 결과의 분석을 위해 

어떤 모형이 해당 평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

요하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 목표는 수학적 내용과 행동을 모

두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나 대학수학

능력시험, 국제적인 성취도 평가인 TIMSS나 PISA 등의 평가틀 역시 수학

적 내용영역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영역을 고려하는 이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지진단이론에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은 수학적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인지요소의 

특성에 주목하여 인지요소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특성에 맞는 인지진단모형이 무엇인지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가설

을 세워보았다. 정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IMSS 2007 4학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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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let 4 검사지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였다. 더불어, 내용영역 인지요소

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결합방식에 따라 적합한 모형은 무엇인지,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인지요소의 특성을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으로 구분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 맞는 모형이 무엇인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가설

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비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보상적 

모형인 DINA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2.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는 보상적 성격에 가까우므로 보상적 모형인 

DINO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3. 내용인지영역1) 인지요소는 비보상적 성격과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인지요소를 습득함에 따라 정답을 맞힐 확률이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 ACDM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정립한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TIMSS 2007 4

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7개국(홍콩, 싱가폴, 미국, 슬로베니아, 아

르메니아, 카타르, 쿠웨이트)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DINA 모형, DINO 

모형, ACDM 모형, GDINA 모형의 절대 적합도(MADcor, SRMSR)와 상대 

적합도(-2LL, AIC, BIC)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카타르를 제외한 여섯 개

의 국가는 인지요소의 영역에 상관없이 ACDM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

이었고, 카타르는 본 연구의 연구 가설과 동일하게 내용영역 Q-행렬에서

는 DINA 모형이, 인지행동영역 Q-행렬에서는 DINO 모형이, 내용인지영

역 Q-행렬에서는 ACDM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었다.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평가 결과를 분석할 때 내

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결합방식에 따른 모형 적합

도 차이와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학생 개개인의 

인지패턴에 따른 정답확률을 비교하여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결과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Q-

1)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내용인지영

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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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의 상대 적합도 수치가 내용영역 Q-행렬 또는 인지행동영역 Q-행렬

의 상대 적합도 수치보다 작았다. 이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결과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한다고 할 때, 이 두 영역을 구분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 적합도 수치상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영역

을 동시에 고려하되 구분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하면 영역에 상관없이 학

생의 수학적 능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

역을 구분하지 않고 결합적으로 인지요소를 설정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피드백 문구로 변환하기 좋아 추후 학습을 진행하기 좋다. 

따라서 인지요소를 설정할 때 평가의 목적에 따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

영역의 구분 여부를 판단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을 선택할 때 평가의 목적과 인지요소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의 편이성, 해석의 용이성 때문에 모형을 선택하

거나 선행연구의 인지진단모형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을 선택할 때 인지

요소의 특성을 살펴 평가에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을 선택해야 함을 확인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때 연구자의 목

적에 따라 인지요소를 설정하고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을 선택하는 의사결

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지진단모형, DINA, DINO, ACDM, 인지요소, 모형 적합도

학  번 : 2018-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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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a, 2015)을 보면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

달 정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생은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학교의 추수 

지도를 통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며,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학

생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평가 

유형 중 하나가 성취도 평가이고, 이러한 성취도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 모형 중 하나

는 문항 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 모형이다. 그러나 IRT 모

형은 주로 일차원의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교육적 진단에 필요한 다

양한 잠재적 능력의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인지진단모형(Cognitive Diagnostic Models, CDMs)을 이용한 

인지진단평가(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 CDA)가 개발되고 있다. 

인지진단평가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지식, 기술을 얼마만큼 숙달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측정이론으로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설정하며, 각 특성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문항들

에 대한 학습자의 문항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잠재적 능력을 

추정한다(성태제, 2018). 이때 검사가 측정하는 다차원의 잠재능력들을 

‘인지요소(attribute; Tatsuoka, 1995)’ 라고 한다. 즉, 인지진단평가는 

인지요소별 숙달 확률을 추정하고 숙달여부를 분류하는 형태로 학생의 

능력(ability),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기능(skill) 등의 수준을 상세히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인지진단모형으로 분석한 진

단 정보는 학생들이 숙달한 것은 무엇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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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진단하여 학습을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

론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의 목적과 그 활용에 부합한다. 인지진단모형을 

통한 평가 결과의 분석이 학생 개개인의 인지요소 숙달 여부를 알려줄 

수 있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강점에 힘입

어 Tatsuoka(1983)가 처음 인지진단모형을 제시한 이후 응답모형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인지진단모형이 개발되어왔다. 따라서 어떤 모형이 

해당 평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내용과 수학 교과 역량을 구분하여 학생들

이 습득하고 길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학의 과정적 

지식을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나 국제적인 성취도 평가에 해당하는 TIMSS, PISA의 평가틀 역시 수

학적 내용영역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영역2)을 고려하는 이차원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박지현,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은 결과 중심의 내용 이해 교육과 평가가 

주를 이루고, 인지행동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를 파악하

고 피드백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용영역과 

구분하여 인지행동영역에 대한 성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를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취를 분석

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때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

역에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지진단모

2)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수학과 평가틀은 내용영역과 행동영

역 2차원으로 구성되며(임해미, 김성경, 박지현, 2018), TIMSS 평가틀은 2003

부터 내용(Content)영역과 인지(Cognitive)영역의 2차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https://timss.bc.edu/timss-landing.html) 우리나라와 TIMSS의 용어를 종합하여 

인지행동영역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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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실제 평가에 적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인지요소와 적용 모형을 

정리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인지요소의 특성에 적합한 인지진단

모형이 무엇인지 연구 가설을 세워보았다. 정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IMSS 2007 4학년 수학 성취도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을 구분하여 인지요소를 추출하였고, 그에 맞춰 내용영역 Q-행렬과 인지

행동영역 Q-행렬,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는 내용인지 Q-행렬을 

제작하여 각각에 맞는 모형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해 

결정된 가장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내용영역 

인지요소만을 설정한 경우와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모두 

고려한 경우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한, 인지요소를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로 구분하였

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내용인지 Q-행렬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을 적

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내용영역 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요

소를 어떻게 결합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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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이 무

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인지요소의 특성에 적합한 인지

진단모형이 무엇인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정립한 뒤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

한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을 판단하여 본다. 또

한,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결합방식에 따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에 각각 적합한 인지진

단모형은 무엇인가?

2. TIMSS 2007 4학년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분석했을 때 내용영역 인

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에 가장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은 무엇인

가?

3. TIMSS 2007 4학년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분석했을 때 내용영역 인

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결합방식에 따라 적합한 모형에 차이

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답하는 것은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때 인지

요소를 설정하고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을 선택하는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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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지진단평가 이론과 인지진단모형을 

설명한 뒤, 평가 결과의 분석을 위해 인지진단평가를 적용할 때 인지요

소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

공할 것이다. 또한, 인지진단모형을 평가에 적용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서술하고 본 연구를 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1. 인지진단펑가(Cognitive Diagnosis Assessment)

1.1. 인지진단평가

인지진단평가는 검사를 통해 측정하려고 하는 인지요소를 학생들이 숙

달(mastery)하였는지 미숙달(non-mastery)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하나의 능력만을 측정하여 

교육적 진단에 필요한 다양한 잠재적 능력의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

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Tatsuoka(1983)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때 인지요소(attribute)는 학생들이 문항을 맞추는데 필요한 학생들의 

능력(ability), 지식(knowledge), 기능(skill),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 등 

검사가 측정하는 다차원의 잠재능력을 의미한다(Tatsuoka, 1983). 

1.2. Q-행렬(Q-matrix)

Q-행렬은 문항과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는 행렬로(Tatsuoka, 1983), 각 행은 서로 다른 문항을 나타내고, 각 

열은 서로 다른 인지요소를 나타낸다. 이때, Q-행렬의 원소 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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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푸는데 인지요소 가 필요할 경우 , 그렇지 않을 경우 으로 나타낸

다. 따라서 정확한 Q-행렬을 얻지 못한다면 인지진단 검사를 수행한 결

과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Rupp & Templin, 2008) 검사

에 정확한 Q-행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3. 인지진단모형의 종류

Tatsuoka(1983)의 규칙장 모형(Rule Space Model) 이후 많은 인지진단

모형이 개발되었다(Fu & Li, 2007). 다양한 인지진단모형을 여러 기준으

로 분류하여 어떤 모형이 평가를 잘 해석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Yamaguchi, Okada(2018)는 인지진단모형을 모형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세 가지는 간결한 모형(Parsimonious models)

과 주효과 모형(Main effect models), 포화 모형(Saturated models)으로, 

간결한 모형은 추정해야 하는 모수가 가장 적은 모형으로 DINA 모형과 

DINO 모형이 있고, 주효과 모형은 각 인지요소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이 

주효과만 고려한 모형으로 ACDM 모형, LLM 모형, R-RUM 모형이 있다. 

포화모형은 주효과 외에도 각 인지요소별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추

정해야 하는 모수가 가장 많은 모형이면서 추정해야 하는 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앞서 밝힌 DINA 모형, DINO 모형, ACDM 모형, LLM 

모형, R-RUM 모형을 모두 유도해 낼 수 있는 G-DINA 모형이 있다. 각

각의 모형들에 대한 특성은 <표 Ⅱ-8>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Yamaguchi, Okada(2018)가 사용한 모형들 중에서 모형

의 복잡성은 반영하되 link function이 동일한 DINA, DINO, ACDM, 

G-DIN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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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link 

function
모형의 유형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문항 

모수

G-DINA Identity 포화 √ √ 



DINA Identity 간결한 √ 

DINO Identity 간결한 √ √ 

ACDM Identity 주효과 √ 


LLM logit 주효과 √ 


R-RUM log 주효과 √ 


<표 Ⅱ-1> G-DINA 모형틀의 하위 모형 정리(Yamaguchi, Okada, 2018)

참고. √는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

1.3.1. DINA 모형

DINA(Deterministic Input, Noisy “And” gate)모형은 필요한 인지요소

를 모두 숙달해야만 문항을 맞힐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나의 인지

요소라도 숙달하지 못하면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 것과 같은 확

률을 부여하는 비보상적 모형이다. DINA 모형의 문항 반응 함수는 다음

과 같다(Junker & Sijtsma, 2001).

P  

 

여기서 는 피험자 의 문항 에 대한 정답여부로, 정답을 맞히면 , 

틀리면 으로 나타낸다. 는 피험자 의 인지 프로파일 벡터로 각각의 

인지요소를 숙달했으면 , 숙달하지 않았으면 으로 나타낸다. 는 slip 

모수로 문항 에서 필요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였으나 틀릴 확률이

고, 는 guess 모수로 문항 에서 필요한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했음에

도 맞힐 확률이다. 는 피험자 가 문항 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인지

요소를 숙달했는지 판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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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피험자 가 인지요소 를 숙달했으면 , 숙달하지 않았

으면 으로 나타내고, 는 문항 를 해결하는데 인지요소 가 필요하면 

, 필요하지 않으면 으로 나타낸다. 즉, 문항 를 푸는데 필요한 인지요

소 를 피험자 가 숙달했을 때는 
가 의 값을 갖지만 숙달하지 못

했을 경우 의 값을 갖는다. 

DINA 모형의 문항반응함수를 통해 피험자의 정답률은 문항 해결에 필

요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한 집단의 경우 , 하나라도 숙달하지 못

한 집단의 경우 로 이분화됨을 알 수 있다. 

1.3.2. DINO 모형

DINO 모형은 DINA 모형과는 달리 필요한 인지요소 중 한 가지 인지

요소만 숙달해도 문항을 맞힐 수 있다는 모형으로, 숙달된 인지요소가 

다른 미숙달된 인지요소를 보상하는 보상적 모형이다. DINO 모형의 문

항 반응 함수는 다음과 같다(Templin & Henson, 2006).

P  



여기서 , 는 DINA 모형에서의 의미와 동일하고, 는 필요한 인지

요소 중 하나를 숙달했음에도 실수하여 틀릴 확률이고, 는 필요한 인

지요소를 하나도 숙달하지 못했으나 추측으로 맞힌 확률이다. 는 피험

자 가 문항 를 푸는데 필요한 인지요소 중 하나라도 숙달했는지 판별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 는 DINA 모형에서의 의미와 동일하고, 피험자 가 문항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요소  중 하나라도 숙달하면 가 이 되

고 
 




는 이 되어 는 이다. 

DINO 모형의 문항 반응 함수를 통해 피험자의 정답률은 문항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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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지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숙달한 집단의 경우 , 하나도 

숙달하지 못한 집단의 경우 로 이분화됨을 알 수 있다. 

1.3.3. G-DINA 모형

G-DINA(generalized DINA) 모형은 필요한 인지요소 중 하나라도 숙달

하지 못하면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DINA 모형의 

가정을 완화하여 문항을 맞히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 중 일부를 숙달했

을 때의 경우에 대한 모수도 설정한 모형이다. 즉, 각 인지요소의 효과

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인지요소가 복합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

려한다. G-DINA 모형에서 Identity link 함수를 가진다고 할 때, 문항 반

응 함수는 다음과 같다(de la Torre, 2011)

P 
 





 ′




′′⋯⋯⋯

이때, 
는 문항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요소의 개수로 

≤이

다. 는 피험자 가 인지요소 를 숙달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으로 

숙달했으면 , 그렇지 않으면 의 값을 가진다. 은 문항 를 맞히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를 하나도 숙달하지 못한 평가자가 정답을 맞힐 확

률을 나타내고, 주효과(main effect)를 나타내는 는 평가자가 인지요소 

를 가지고 있을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의 증가량을 나타낸다. 일차원 상

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나타내는 ′ ≠′는 평가자가 인지

요소 와 ′을 가지고 있을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비슷한 방식으로 
⋯

는 문항 의 가장 높은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G-DINA 모형의 식의 일부 모수를 으로 두거나 link fuction을 logit, 

log로 바꾸면 다양한 하위 모델인 DINA, DINO, A-CDM, LLM, R-RUM 모

형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G-DINA 모형은 “일반화된 모

형”으로 불린다(Yamaguchi, Oka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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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ACDM 모형

앞서 언급한 G-DINA 모형에서 두 개 이상의 인지요소의 상호작용 효

과를 나타내는 계수 
⋯

를 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인지요소 숙달로 

인한 주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만을 고려하는 모형이 ACDM(Additive 

CDM) 모형이다(de la Torre, 2011). 따라서 ACDM 모형의 문항 반응 함

수는 다음과 같다. 

P 
 






ACDM 모형은 문항을 맞히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 중 일부만 숙달했

다 하더라도 숙달한 인지요소 가 있을 때마다 해당 모수 만큼 정답

률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인지요소의 미숙달을 보완해준다는 측면

에서 보상적 모형으로 분류된다. 

ACDM 모형에서 추정해야 하는 문항 모수의 개수는 
개로, 

G-DINA 모형에서 추정해야 하는 문항 모수의 개수 



보다 적고 DINA, 

DINO 모형에서 추정해야 하는 문항 모수의 개수 보다는 많다. 따라서 

G-DINA 모형처럼 모형이 복잡한 경우 정확하고 유의미한 추정을 하기 

위해 조건이 까다로워 추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DINA 모형이나 

DINO 모형처럼 지나치게 단순하면 평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ACDM 모형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유민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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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형 적합도(Model fit index)

인지진단모형은 인지요소별 숙달/미숙달 프로파일을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모형 적합도 지수(Model fit 

index)이다(Hu et al., 2016).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절대 적합도 지수

(Absolute fit index)와 상대 적합도 지수(Relative model fit)가 있는데, 각 

평가모형이 기준 하한선을 통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절

대 적합도 지수이고, 모형 간 비교에서 더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판단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상대 적합도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 적

합도 지수 중 MADcor(the Mean Absolute Deviation corelation)과 

SRMS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상대 적합도 지수 

중 deviance,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및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하고자 한다.

1.4.1.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

절대 적합도 지수는 상대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 간 비교를 하기 전 

각 모형의 추정치가 타당한지를 확인할 때 쓰인다. 즉, 잘못 적용된 

모형을 탈락시킬 수 있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MADcor과 SRMSR을 

사용하므로, 두 값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MADco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Dcor


 ′
 ′ ′

여기서  ′는 문항  ′와 사이의 응답에 대해 측정된 상관계수이고, 

 ′은 문항  ′와 에 대한 예상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즉, MADcor 값은 

모든 문항의 쌍에 대해 측정된 상관계수( ′)와 예측된 상관계수( ′) 차

이의 절댓값의 평균이다. 이와 유사하게 SRMS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RMS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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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SR 값은 모든 문항의 쌍에 대해 측정된 상관계수( ′)와 예측된 상

관계수( ′)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이다.

1.4.2. 상대 적합도 지수(Relative model fit)

상대 적합도 지수는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여 각 응답 자료에 좀 더 

유용한 모형이 무엇인지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deviance와  AIC, BIC를 사용하므로, 이 세 가지 값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devianc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viance ×log(marginal maximum likelihood)

deviance는 AIC와 BIC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deviance에 모수의 

수가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 AIC이고, 모수의 수와 함께 

표본의 수가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 BIC이다. 구체적으로 

AIC와 BIC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IC  deviance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BIC  deviance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log(sample size)

동일한 deviance를 갖는 모형이라면 좀 더 적은 모수를 사용하는, 즉 

간단한 모형일수록 낮은 AIC를 갖게 되므로 더 나은 모형 적합도를 갖

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AIC는 모형이 복잡할수록 추정이 정확할 것이

므로 모형의 효율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측면에서 문항 모수의 

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AIC는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만 고려하고 

표본의 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AIC 값을 가지는 두 모형이 있

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으로 추정된 모형이 더 효율적인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모형이 모수는 많지만 적은 표본을 

사용하였다면 AIC만으로는 두 모형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의 수까지 고려한 BIC를 활용하면 이와 같은 오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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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2.1.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습요소의 성격

영역 수와 연산

핵심개념 수의 체계 수의 연산

일반화된

지식

수는 사물의 개수와 양을 

나타내기 위해 발생했으

며, 자연수, 분수, 소수가 

사용된다.

자연수에 대한 사칙계산이 

정의되고, 이는 분수와 소

수의 사칙계산으로 확장된

다.

학년

(군)별

내용

요소

1~2

학년
·네 자리 이하의 수

·두 자리 수 범위의 덧셈

과 뺄셈

·곱셈

3~4

학년

·다섯 자리 이상의 수

·분수

·소수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

셈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

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

5~6

학년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와 소수의 관계

·자연수의 혼합 계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

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기능

(수)세기, (수)읽기, (수)쓰기, 이해하기, 비교하기, 계산

하기, 어림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 추론하기, 토론하

기, 문제 해결하기, 문제 만들기

<표 Ⅱ-2> 2015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예시(교육부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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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b, 2015). 

특히,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수학의 지식뿐 아니

라 학생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을 언급함으로써 수학 내용만큼이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은 수학적 내용을 활용하여 구

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성

취기준 중 일부를 예로 가져온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덧셈, 뺄셈, 

삼각형, 사각형, 원, cm, m, 표’와 같은 수학적 내용과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배열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와 같은 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라 ‘편리한 점을 말할 수 있

다’와 같은 인식의 변화까지 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수01-08]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2수02-04]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다.

[2수03-05]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cm와 1m의 

단위를 알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

할 수 있다. 

[2수04-02]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 등을 배열할 수 있다.

[2수05-02]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수학적 내용과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성취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인지진단평

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수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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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담고 있는 내용영역과 인지적, 행동적인 면을 서술한 인지행동영역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2. 수학과 평가틀이 고려하는 차원

평가틀은 수학교육 목표를 분석하여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행동영역과 내용영역, 성취기준, 평가 문항 유형, 그리고 행동 또는 내용

영역 등의 각 요소별 문항 출제 비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 방향과 평가 관련 항목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판단의 준거가 되는 지침이다(황혜정, 최승현, 1999). 그러므로 

다양한 평가의 평가틀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TIMSS(수학·과학 성

취도 국제 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평가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혜정, 최승현(1999)은 교육 목표의 진술은 행동(수행활동)으로 진술하

거나 내용(정보와 기술)으로 진술할 수 있는데, 내용만을 진술할 경우 단

편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될 위험이 따르므로 다소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행동영역이 미리 설정되고 지식의 활용 측면이 평가의 일정 부분에서 다

뤄질 수 있도록 평가틀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학 평가틀과 미국 수학 교사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 NCTM)의 평가 기준, 미국의 국가

수준 교육 향상 평가(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 

NAEP)와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 TIMSS)의 평가틀, 미국 오레곤 주의 평

가틀과 뉴질랜드의 수학적 과정영역의 성취 목표의 평가틀을 비교·분석

한 것을 토대로 내용영역과 인지적 행동영역으로 구성된 이차원 구조를 

제시하였다. 특히 내용영역은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하고, 인지적 

행동영역은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5개 영역으로 구성

하며 인지적 행동영역을 평가틀에 의도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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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형, 구자형(2006)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 중심

으로 문항을 구분하고 있을 뿐,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능력이나 인지행

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준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수학

능력시험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미국의 국가수준 교육 향상 평가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 NAEP)와 뉴잉글랜드

주 공동 평가(New England Common Assessment Program ; NECAP), 국

제적 평가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 TIMSS)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의 평가틀을 행

동영역에 비중을 두고 비교·분석하였다. 

한채린, 박만구(2015)는 NAEP 2015, TIMSS 2015, PISA 2015의 평가틀

을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내용영역은 통합적으로 

제시할 것과 행동영역의 수학적 사고수준은 단계별로 제시할 것, 그리고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평가의 평가틀을 비교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평가를 할 때 내용영역뿐 아니라 인지행동 영역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진단평가의 경우에도 내용영역만 고려하

여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영역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TIMSS 검사의 평가틀을 살펴보자. TIMSS는 4학년과 8학년

에 수행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4학년 학생들의 자료이므로 

4학년 TIMSS 검사의 평가틀을 살펴본다. 

TIMSS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를 분석하

는 국제 비교 연구로, TIMSS 1995를 시작으로 4년을 주기로 시행되어 현

재 TIMSS 2019까지 총 7회 시행되었고, 검사 문항을 개발하기 전에 검사 

문항 개발을 위한 평가틀을 만든다. 이때 새로 개발되는 평가틀은 이전 

주기의 평가틀을 기반으로 TIMSS에 참여하는 국가의 TIMSS 연구 센터 

수학 전문가들이 자국의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평가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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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S 1995는 내용(Content)영역, 수행 기대(Performance expectations)

영역, 전망(Perspectives)영역을 포함한 3차원 구조의 평가틀을 고안하여 

검사를 개발하였다. TIMSS 1999 평가틀은 TIMSS 1995 평가틀을 그대로 

활용하여 공개문항을 대체할 문항을 제작하여 시행하였다.

TIMSS 2003부터 내용(Content)영역과 인지(Cognitive)영역의 2차원 구조

로 평가틀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맥영역 평가틀(Contextual 

framework)은 따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및 학습환경을 조사

하였다. 문맥영역 평가틀은 본 연구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므로 생략한

다. 내용영역과 인지영역을 기준으로 TIMSS 2003부터 TIMSS 2019까지 

평가틀을 정리한 것은 <표 Ⅱ-2>, <표 Ⅱ-3>과 같다. 

TIMSS 2007부터 내용영역에서는 4학년과 8학년의 세부영역을 달리하

여 구성하고, 인지영역에서는 세부영역은 동일하나 각 영역당 문항 비율

을 달리하여 검사를 구성하고 있다. 내용영역의 세부영역인 수(Number), 

기하와 측정(Geometric shapes and measures), 자료 정리(Data display)는 

TIMSS 2015까지 유지되고, TIMSS 2019도 용어의 변화와 세부영역 간 비

율만 다를 뿐 TIMSS 2007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지영역의 세

부영역인 알기(Knowing), 적용하기(Applying), 추론하기(Reasoning)는 

TIMSS 2019까지 유지된다. 즉, 최근의 TIMSS 평가틀은 TIMSS 2007의 평

가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TIMSS 2007의 평가틀을 기준으로 인

지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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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S2003 TIMSS2007 TIMSS2011 TIMSS2015 TIMSS2019

Number(40%)

·Whole numbers
·Fractions and decimals
·Integers
·Ratio, proportion, and 
  percent

Number(50%)

·Whole numbers
·Fractions and decimals
·Number sentences
·Patterns and 
  relationships

Number(50%)

·Whole numbers
·Fractions and decimals
·Number sentences with 
  whole numbers
·Patterns and 
  relationships 

Number(50%)

·Whole numbers(25%)
·Fractions and 
  decimals(15%)
·Expressions, simple 
  equations, and 
  relationships(10%)

Number(50%)

·Whole numbers(25%)
·Expressions, simple 
  equations, and 
  relationships(15%)
·Fractions and 
  decimals(10%)

Algebra(15%)

·Patterns
·Algebraic expressions
·Equations and formulas
·Relationships

Measurement(20%)

·Attributes and units
·Tools, techniques, and 
  formulas

Geometric Shapes and 
Measures(35%)

·Lines and angles
·Two- and 
  three-dimensional 
  shapes
·Locations and movement

Geometric Shapes and 
Measures(35%)

·Points, lines and angles
·Two- and 
  three-dimensional 
  shapes 

Geometric and 
Measures(35%)

·Points, lines and angles
·Two- and 
  three-dimensional 
  shapes 

Measurement and 
Geometry(30%)

·Measurement(15%)
·Geometry(15%)
　
　
　
　

Geometry(15%)

·Lines and angles
·Two- and 
  three-dimensional shapes
·Congruence and similarity
·Locations and spatial 
  relationships
·Symmetry and 
  transformations

Data(10%)

·Data collection and 
  organization
·Data representation
·Data interpretation
·Uncertainty and 
  probability

Data Display(15%)

·Reading and interpreting
·Organizing and 
  representing

Data Display(15%)

·Reading and 
  interpreting
·Organizing and 
  representing 

Data Display(15%)

·Reading and 
  interpreting, and 
  representing 

Data(20%)

·Reading, interpreting, 
  and representing 
  data(15%)
·Using data to solve 
  problems(5%) 

<표 Ⅱ-3> TIMSS 내용영역 평가틀(Mullis et al., 2003, 2005, 2009, 20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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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S2003 TIMSS2007 TIMSS2011 TIMSS2015 TIMSS2019

Knowing Facts and
Procedures(20%)

·Recall
·Recognize/Identity
·Compute
·Use Tools

Knowing(40%)

·Recall
·Recognize
·Compute
·Retrieve
·Measure
·Classify/Order 

Knowing(40%)

·Recall
·Recognize
·Compute
·Retrieve
·Measure
·Classify/Order 

Knowing(40%)

·Recall
·Recognize
·Classify/Order
·Compute
·Retrieve
·Measure 

Knowing(40%)

·Recall
·Recognize
·Classify/Order
·Compute
·Retrieve
·Measure Using Concepts(20%)

·Know
·Classify
·Represent
·Formulate
·Distinguish

Applying(40%)

·Select
·Represent
·Model
·Implement
·Solve Routine 
  Problems 

Applying(40%)　
　
·Select
·Represent
·Model
·Implement
·Solve Routine 
  Problems 

Applying(40%)　
　
·Determine
·Represent/Model
·Implement
　
　

Applying(40%)　
　
·Determine
·Represent/Model
·Implement
　
　

Solving Routine
Problems(40%)

·Select
·Model
·Interpret
·Apply
·Verify/Check

Reasoning(20%)

·Hypothesize/Conjecture
  /Predict
·Solve Non-routine 
  Problems
·Analyze
·Evaluate
·Generalize
·Connect
·Synthesize/Integrate
·Justify/Prove 

Reasoning(20%)
　　
·Analyze
·Generalize
·Synthesize/Integrate
·Justify
·Solve Non-routine 
  Problems 

Reasoning(20%)
　　
·Analyze
·Generalize/Specialize
·Integrate/Synthesize
·Justify
·Solve Non-routine 
  Problems 

Reasoning(20%)
　　
·Analyze
·Integrate/Synthesize
·Evaluate
·Draw Conclusions
·Generalize
·Justify 

Reasoning(20%)
　　
·Analyze
·Integrate/Synthesize
·Evaluate
·Draw Conclusions
·Generalize
·Justify 

<표 Ⅱ-4> TIMSS 인지영역 평가틀(Mullis et al., 2003, 2005, 2009, 20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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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지요소의 특성

각종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2000년대 국내 논문 및 보고서 30

편과 국외 논문 9편에 대해 각 연구에서 설정한 인지요소가 내용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지행동영역에 해당하는지,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였는지 

살펴보고, 어떤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분석, 정리하

였다. 그 과정에서 HO-DINA, LCDM, 다층 IRT(Multi-level IRT), 다단계 

인지진단 평가모형 등을 사용한 논문은 그 양이 많지 않을뿐더러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인지진단모형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표 Ⅱ-4>에 정리된 바와 같이 특히 많이 사용된 인지진단모형은 규칙

장(Rule Space) 모형, 혼합(Fusion) 모형, DINA 모형이었고, DINO 모형, 

ACDM 모형, GDINA 모형은 주로 여러 인지진단모형의 적합도 비교 연

구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규칙장 모형을 주로 활용한 연구는 2000~2010

년, 혼합 모형이 주로 활용된 연구는 2008~2015년, DINA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2009~2019년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통해 연구에 주로 적용되는 모

형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요소는 대체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혼합하여 설정한 논문이 많았고,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

역을 구분하여 설정한 논문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논문 4편, 국

외 논문 2편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각 영역 인지요소에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뿐,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적용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김성훈 외(2009)의 연구는 DINA 모형을 적용하여 6개의 내용영역 인지

요소와 4개의 행동영역 인지요소를 이용하되, 내용영역 인지요소 Q-행렬

에 의한 진단과 행동영역 인지요소 Q-행렬에 의한 진단, 두 영역이 모두 

포함된 Q-행렬에 의한 진단을 비교하여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실제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Q-행렬

에 명시한 문항에 요구되는 인지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여러 인지진단모

형 중 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강태훈(2009)의 연구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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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심리학적 측정의 기본 가정이 비보상적인지 보상적인지에 따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영선 외(2012)는 내용중심과 문제풀이 과정 중심 인지요소를 구분하

여 선정한 후 Q-행렬을 제작하였고, 인지진단모형 중 DINA, HO-DINA, 

G-DINA 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자료와 모형 간 적합도 등을 평가하

였다. 통계적 효율성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DINA 모형으로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양식과 교사를 위한 결과보고 양식을 개발하였다. 김성훈 외(2009)의 연

구와 달리 이론적 검토, 자료와 모형 간 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적용 모

형을 결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내용중심과 문제풀이 과정 중심 

인지요소에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점에 한계가 있다.

반재천, 김선(2016)의 연구는 이영선 외(2012)의 연구와 유사하게 내용

중심 Q-행렬과 문제해결 중심 Q-행렬을 제작하여 인지요소간 비보상적 

관계를 가정하는 DINA 모형, 보상적 관계를 가정하는 DINO 모형, 보상

적 관계와 비보상적 관계의 가정이 모두 가능한 GDINA 모형을 적용하여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두 행렬 모두 상대 

적합도 지수인 AIC를 기준으로는 GDINA, DINA, DINO 순으로 적합하고, 

또 다른 상대 적합도 지수인 BIC를 기준으로는 DINA, GDINA, DINO 순

으로 적합함을 보였다. 또한, 각 모형의 분류 일관성 지수와 분류 정확

성 지수를 비교하여 실제 데이터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때 사례 수가 

500명 이상이면 인지진단모형과 인지요소 패턴 추정 방법에 따라 큰 차

이가 없음을 밝혔다. 

유민경(2018)의 연구에서는 수학적 역량을 구성하는 인지영역과 수학

적 내용영역을 구분하여 이 두 영역에서 인지요소 간 관계성이 비보상적

(DINA)이거나 보상적(DINO)이거나, 또는 선형적(ACDM)임을 가정하여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모의실험을 통해 인지요소의 성격과 인지요소 간 

관계성에 따라 인지진단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용영역에 해당하는 인지요소를 설

정한 논문과 인지행동영역에 해당하는 인지요소를 설정한 논문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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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인지요소 간 관계성에 주목하여 적합한 모형을 예측하고자 한

다.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내용인지영역

구분 불명확 구분 명확

DINA

-반재천,김선
(2012)

-김성은,박윤수,
이영선(2012)
-고혜정,조영희,
김동일(2017)
-성태제(2018)

-김희경,
박찬호(2013)

-이보람,송미영,
성태제(2016)
-은효정(2017)

-Lee,Park,
Taylan(2011)

-이경은(2012)
-박찬호,
이규진(2015)

-Choi,Lee,Park
(2015)

-SedatŞEN(2015)
-유민경(2018)
-박세진, 
이현숙(2018)
-Yamaguchi,
Okada(2018)

-Evran,D.(2019)

-김성훈 외(2009)
-송미영, 이영선, 
박윤수(2011)
-이영선 외(2012)
-반재천,김선
(2016)

DINO -성태제(2018) 　
-유민경(2018)
-Yamaguchi,
Okada(2018)

-반재천,김선
(2016)

ACDM 　 　
-유민경(2018)
-Yamaguchi,
Okada(2018)

　

GDINA 　 　
-Yamaguchi,
Okada(2018)

-Evran,D.(2019)

-이영선 외(2012)
-반재천,김선
(2016)

혼합
모형

-이현숙,
고호경(2014)

-김선희(2009)
-김희경,
김부미(2013)

-김희경,
박찬호(2013)

-박지현,
김수진(2015)

*김수진,
김지영(2009)

*김수진(2010)
*김지영,김수진,
동효관(2015)

-김명화(2012) 　

규칙장
모형 -고혜정(2014) 　

-김성훈(2005)
-SeongahIm&Hye
JinPark(2010)

-Birenbaum,
Tatsuoka,Xin
(2005)
-Dogan,
Tatsuoka(2008)

<표 Ⅱ-5> 선행연구 정리

*과학과 논문



- 23 -

2.3.1. 내용영역 인지요소

수학교과에서 내용영역은 개념, 원리, 정리와 같은 내용 지식을 의미한

다. 인지진단평가를 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내용영역 

인지요소를 살펴보자.

김성훈 외(2009)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학교 3

학년 수학과 평가 내용을 토대로 내용영역 인지요소를 (1) 수와 연산, 

(2) 문자와 식, (3) 규칙성과 함수, (4) 확률과 통계, (5) 도형, (6) 측정 6

가지로 설정하였다. 각 인지요소의 정의로 세부영역을 제시하여 어떤 수

학적 내용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어

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C1-1 자연수의 기본

개념과 연산

C1-2 분수, 소수, 비

율의 기본개념과 연산

C1 자연수와 정수, 유

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산

C1 실수와 복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

산

C2 기초 대수학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산

C3 기하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산

C4 자료 해석 및 표현 : 확률과 기본 통계

C5 측정과 추정 C5        --

C6 규칙성과 문제해

결
C6 규칙성과 함수

C6-1 함수와 도형의 

방정식

C6-2 함수와 도형의 

위치관계

C7        -- C7        -- C7 논리와 집합

7개 6개 7개

<표 Ⅱ-6 > 2010년 학업 성취도 평가 수학 내용 중심 인지요소

           (송미영, 이영선, 박윤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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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 이영선, 박윤수(2011)의 연구에서 내용중심 인지요소를 학교급 

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표 Ⅱ-5>과 같이 구성하였고, 반재천, 김선(2016)

의 연구에서 내용중심 인지요소는 (1) 실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산, 

(2)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연산, (3) 규칙성과 문제해결, 

(4) 자료의 해석과 표현, (5) 도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성질, (6) 도형의 

특징으로 설정되었다.

지금까지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따로 설정하

여 분석하고 있는 경우의 내용영역 인지요소를 확인해 보았다. 이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인지요소를 설정하였는데 그 성격이 내용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를 살펴보자. 

반재천, 김선(2012)은 일선 학교에서 내용영역을 기초로 피드백을 제공

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충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영역에 따른 Q-

행렬을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1) 수와 연산, (2) 측정, (3) 확률과 통계, 

(4) 문자와 식, (5) 규칙성과 함수, (6) 도형 여섯 가지를 인지요소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인지요소의 속성에 대한 기술을 보면 내용영역 뿐만 아

니라 행동영역(예, 활용하기 등)요소도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김성은, 박윤수, 이영선(2012)의 연구에서는 K. Tatsuoka(1987, 1990)에 의

해 개발되고 사용된 분수 뺄셈 검사와 그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고, 

Mislevy(1996)에 의해 분석된 7개의 인지요소를 계승하여 사용하였다. 그 

인지요소는 (1) 기본적 분수 뺄셈, (2) 약분/통분, (3) 분수에서 자연수 분

리하기, (4) 자연수에서 분수로 1을 빌려오기, (5) 자연수를 분수(분자)로 

변환, (6) 대분수를 분수로 변환, (7) 받아내림 빼기이다. 특수아동을 대

상으로 한 고혜정, 조영희, 김동일(2017)의 연구에서는 4학년 초등수학 

교육과정과 Tatsuoka&Tatsuoka(1992), 김성은, 박윤수, 이영선(2012)의 연

구를 기반으로 (1) 덧셈, (2) 뺄셈, (3) 분수, (4) 소수, (5) 자리수, (6) (진

분수, 가분수, 대분수)변환을 인지요소로 설정하였다. 성태제(2018)의 연

구는 인지요소를 (1) 유리수의 덧셈, (2) 유리수의 뺄셈, (3) 유리수의 곱

셈, (4) 유리수의 나눗셈, (5) 혼합 계산의 순서로 추출하였다. 

내용영역의 인지요소를 설정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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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원명과 같은 큰 범위(예, 수와 연산, 문자와 식 등)를 설정하거나, 

어떤 수학적 능력(예, 분수 뺄셈 검사, 유리수의 사칙연산 등)의 결손을 

확인하기 위해 수학 지식을 세분화하여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2.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수학 교과에서 인지행동영역은 개념, 원리, 정리와 같은 내용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것을 의미한다. 

인지진단평가를 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살펴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P1 수학적 정의와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P2 수에 관한 기본 개념과 연산을 적용하기

P3 간단한 수학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기

P4 수학적 성질 및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P5 수학적 표현의 타당

성 이해하기
P5 대수적으로 표현하기

P6 자료의 해석 및 표현하기 P6        --

P7 도형을 시각화하고 

변환하기

P7 수학적 그림이나 그래프 등을 생성하고 

변형하기

P8        -- P8 대수식을 전개 및 정리하기

P9 식 만들고 답 구하기 P9 대수식의 답 구하기

8개 9개 8개

<표 Ⅱ-7>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 문제풀이 과정 중심 인지요소

          (송미영, 이영선, 박윤수, 2011)

김성훈 외(2009)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과 평가

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영역의 평가틀에 대한 분석 및 문항 내용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서 수학적으로 의미있

는 행동을 인지요소로 추출하였다. 선다형 문항의 특성상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의 행동영역 평가틀 중 의사소통능력을 제외한 (1) 계산

하기, (2) 이해하기, (3) 추론, (4) 문제해결 4가지를 행동영역 인지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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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송미영, 이영선, 박윤수(2011)의 연구에서 문제풀이 과정중심 인지요소는 내

용 중심 인지요소와 마찬가지로 학교급 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표 Ⅱ-6>와 

같이 구성하였고, 반재천, 김선(2016)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중심 인지요소는 

(1) 수학적 정의와 용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2) 수학적 성질과 법칙을 이해

하고 적용하기, (3)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4) 도형을 시

각화하고 변환하기, (5) 식 만들고 해 구하기, (6) 수에 관한 기본 개념과 연

산 적용하기, (7) 자료 해석 및 표현하기로 송미영, 이영선, 박윤수(2011)의 문

제풀이 과정중심 인지요소와 매우 유사하다. 

지금까지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따로 설정하여 분

석하고 있는 경우의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확인해 보았다. 이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인지요소를 설정하였는데 그 성격이 인지행동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을 살펴보자.

김선희(2009)의 연구에서는 TIMSS 2007 인지영역 평가틀을 바탕으로 (1) 

Recall, (2) Analyze, (3) Justify, (4) Synthesize/integrate, (5) Solve non-routine 

problems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고, 김희경, 김부미(2013)의 연구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 평가틀에 제시된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인지요

소를 수학 내용을 공부함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내

용영역과 행동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초·중·고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의 인지요소를 13개 추출하였다. 은효정(2017)의 연구도 김희경, 김부미(2013)

의 연구와 마찬가지고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에 주목하

여 인지요소를 (1) 개념활용, (2) 계산하기, (3) 공식적용, (4) 그림, 그래프 활

용, (5) 성질 및 법칙의 이해, (6) 통합적 수학 사고력으로 추출하였다. 박지

현,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인지적 성취 특성을 

국제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TIMSS 2011의 인지영역(cognitive 

domain)의 세부적인 요소 16가지를 토대로 <표 Ⅱ-7>과 같이 9가지 인지적 

속성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는 사고과정의 숙달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영역으로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추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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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김수진(2015)의

인지적 속성
TIMSS 2011 인지영역

A1. 회상/인식하기
회상하기

인식하기

알기
A2. 계산하기 계산하기

A3. 해석하기 인출하기

A4. 분류/측정하기
분류/정렬하기

측정하기

A5. 표현하기
표현하기

모델링하기

적용하기

A6. 실행하기

선택하기

실행하기

정형적 문제 해결하기

비정형적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A7. 분석하기 분석하기

A8. 정당화하기 정당화하기

A9. 일반화하기
일반화하기/특수화하기

통합/종합하기

<표 Ⅱ-8> 박지현,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 추출한 인지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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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Lee, Park, Taylan(2011)과 Yamaguchi, Okada(2018)의 연구

의 뒤를 이어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영

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에 각각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이 무

엇인지 확인한다. Lee, Park, Taylan(2011)은 미국, 메사추세츠 주, 미네

소타 주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고, Yamaguchi, Okada(2018)는 Lee, 

Park, Taylan(2011)의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미국 외 홍콩과 싱가포르, 슬

로베니아와 아르메니아, 카타르와 예멘 총 7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Yamaguchi, Okada(2018)에서 분석한 국가 중 예멘을 제

외하였는데 이는 TIMSS 평가의 모든 영역의 결과에서 예멘의 평균 성취

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TIMSS 2007 결

과 보고서(Mullis, 2008)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대신 예멘 다음 하위 성적

의 국가인 쿠웨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취도 국가(Country) 표본의 크기(Sample size)

상위권
홍콩(Hong Kong SAR) 270

626
싱가포르(Singapore) 356

중위권

미국(USA) 564

1165슬로베니아(Slovenia) 309

아르메니아(Armenia) 292

하위권
카타르(Qatar) 502

778
쿠웨이트(Kuwait) 276

<표 Ⅲ-1> TIMSS 2007 나라별 표본의 크기 

문항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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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2.1. 문헌연구

각종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2000년대 국내 논문 및 보고서 30

편과 국외 논문 9편에 대해 인지요소가 내용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지행

동영역에 해당하는지,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였는지 살펴보고, 어떤 인

지진단모형을 적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특히 많은 인

지진단모형 중에서도 특정 모형을 적용한 이유가 드러나면 그 이유를 통

해 연구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모형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는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

였다. 또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논문을 토대로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어떤 인지진단모형이 타당한지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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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요소 설정

본 연구는 Lee, Park, Taylan(2011)이 사용한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수행결과를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내용영역 인지요소

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설정하는데 Lee, Park, Taylan(2011)이 설정

한 인지요소를 참고하였다. Lee, Park, Taylan(2011)이 설정한 인지요소

는 <표 Ⅲ-2>와 같다.

Content

Domain
Attributes

Number

(N)

Whole Numbers(4)

1. Representing, comparing, and ordering whole numbers as well 

as demonstrating knowledge of place value.

2. Recognize multiples, computing with whole numbers using the 

four operations, and estimating computations.

3. Solve problems, including those set in real life contexts (for 

example, measurement and money problems).

4. Solve problems involving proportions.

Fractions and Decimals(2)

5. Recognize, represent, and understand fractions and decimals

as parts of a whole and their equivalents.

6. Solve problems involving simple fractions and decimals

including their addition and subtraction.

Number Sentences with Whole Numbers(1)

7. Find the missing number or operation and model simple 

situations involving unknowns in number sentence or 

expressions.

<표 Ⅲ-2> Lee, Park, Taylan(2011)이 설정한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인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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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The italicized headings in the attributes column designates the Topic Areas 

within the Content Domains as indicated in the 2007 TIMSS framework(Mullis et al., 2005).

Patterns and Relationships(1)

8. Describe relationships in patterns and their extensions; 

generate pairs of whole numbers by a given rule and identify a 

rule for every relationship given pairs of whole numbers.

Geometric 

Shapes

& 

Measurement

(GM)

Lines and Angles(1)

9. Measure, estimate, and understand properties of lines and 

angles and be able to draw them.

Two-and Three dimensional shapes(2)

10. Classify, compare, and recognize geometric figures and 

shapes and their relationships and elementary properties.

11. Calculate and estimate perimeters, area, and volume.

Location and Movement(1)

12. Locate points in an informal coordinate to recognize and 

draw figures and their movement.

Data 

Display

(DD)

Reading and Interpreting(2)

13. Read data from tables, pictographs, bar graphs, and pie 

charts.

14. Comparing and understanding how to use information from 

data.

Organizing and Representing(1)

15. Understanding different representations and organizing data 

using tables, pictographs, and bar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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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내용영역 인지요소 설정

내용영역 인지요소를 설정할 때 TIMSS 2007의 3가지 내용영역의 세부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되 수학적 내용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특히 Data 

Display 영역의 세부요소는 읽고 해석하기(Reading and interpreting), 조

직하고 표현하기(Organizing and representing)과 같은 인지행동적 표현이

므로 이를 따르지 않고, Data를 정리하고 나타내는 표(Table)나 그림그래

프(Pictograph), 막대그래프(Bar graph), 원그래프(Pie chart)를 수학 내용

으로 보아 ‘표와 차트(table and chart)’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표Ⅲ-3>과 같다. 

TIMSS 2007 평가틀의 내용영역 내용영역 인지요소

Number

(50%)

Whole numbers N1. 범자연수

Fractions and decimals N2. 분수와 소수

Number sentences N3. 간단한 방정식

Patterns and relationships N4. 패턴과 관계성

Geometric 

Shapes and

Measures

(35%)

Lines and angles G5. 선과 각

Two- and three-dimensional shapes G6. 기하적 도형

Locations and movement G7. 위치와 변환

Data 

Display(15%)

Reading and interpreting

D8. 표와 차트

Organizing and representing

<표 Ⅲ-3>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용영역 인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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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설정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설정할 때에는 TIMSS 2007 평가틀의 3가지 

인지영역의 세부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되 세부요소를 적절히 통합하여 내

용영역 인지요소와 개수를 맞추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영역

에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적합도 수치 비교를 할 때 인지요소의 개수

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지영역의 세부요소를 통합

할 때에는 박지현,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 설정한 인지적 속성을 참고

로 하여 4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설정하였

다. 박지현,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는 TIMSS 2011의 평가틀을 사용하였

지만, TIMSS 2011의 평가틀의 인지영역 세부요소는 TIMSS 2007의 평가

틀에서 ‘Reasoning’ 영역의 세부요소 ‘Generalize’가 

‘Generalize/Specialize’로 바뀐 것만 다르고, 바뀐 내용은 의미상 똑같

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아 박지현, 김수진(2015)의 인지적 속성을 활용

하였다. 그러나 박지현, 김수진(2015)의 연구는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인지적 속성 ‘A8. 정당화하기’와 ‘A9. 일반화하기’에 해당

하는 문항이 있으나, 본 연구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

하는 문항이 없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7개를 설정하였고, 내용영역 인지

요소가 8개 설정된 것과 개수를 맞추기 위해 박지현, 김수진(2015)의 인

지적 속성 ‘A4. 분류/측정하기’를 ‘K4. 분류하기’와 ‘K5. 측정하

기’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영역(알기-Knowing, 적용하기-Applying, 추론

하기-Reasoning)을 구분하기 위해 K1~K4, A5~A7, R8로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표 Ⅲ-4>와 같고, 각 인지행동영

역 인지요소의 정의는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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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S 2011 인지요소
박지현, 

김수진(2015)의 
인지적속성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알
기

회상하기(Recall)
A1. 회상/인식하기 K1. 회상/인식하기

인식하기(Recognize)

계산하기(Compute) A2. 계산하기 K2. 계산하기

인출하기(Retrieve) A3. 해석하기 K3. 해석하기

분류/정렬하기
(Classify/Order)

A4. 분류/측정하기
K4. 분류하기

측정하기(Measure) K5. 측정하기

적
용
하
기

표현하기(Represent)
A5. 표현하기 A6. 표현하기

모델링하기(Model)

선택하기(Select)

A6. 실행하기 A7. 실행하기

실행하기(Implement)

정형적 문제 해결하기
(Solve Routine Problems)

추
론
하
기

비정형적 문제 해결하기
(Solve Non-routine 
Problems)

분석하기(Analyze) A7. 분석하기 R8. 분석하기

정당화하기(Justify) A8. 정당화하기 　

일반화하기/특수화하기
(Generalize/Specialize)
통합/종합하기
(Synthesize/Integrate)

A9. 일반화하기 　

<표 Ⅲ-4> 본 연구에서 추출한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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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정의

K1. 회상/인식하기

정의, 용어, 수의 성질, 기하학적 성질, 표기법을 
회상하고, 수학적 대상, 모양, 수와 식, 
수학적으로 동치인 수학적 대상 등을 인식할 수 
있다. 

K2. 계산하기
범자연수, 분수, 소수를 가지고 사칙연산 및 
혼합계산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근삿값을 취하여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K3. 해석하기
그래프, 표 또는 다른 자료 표현으로부터 정보를 
읽고, 간단한 눈금을 읽을 수 있다.
간단한 눈금을 읽을 수 있다. 

K4. 분류하기
물체, 모양, 수, 식 등을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모으고, 수와 물체를 속성에 따라 
정렬할 수 있다. 

K5. 측정하기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측정단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A6. 표현하기

다이어그램, 표, 차트, 그래프로 수학적 정보와 
자료를 나타낼 수 있다. 
주어진 수학적 대상이나 관계의 동치 표현을 
만들거나, 정형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방정식이나 
도형, 다이어그램과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A7. 실행하기

알려진 절차, 알고리즘, 해결 방법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효율적인 또는 적합한 연산, 방법,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일련의 수학적 지시 사항을 실행하고, 수학적 
또는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며, 수학적 
사실, 개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R8. 분석하기
수학적 상황에서 변수나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고 나타내고 사용할 수 있다. 
주어진 정보로부터 타당한 추리를 할 수 있다. 

<표 Ⅲ-5> 본 연구에서 추출한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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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행렬 제작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Lee, Park, Taylan(2011)이 사용한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수행 결과를 동일하게 사용

하므로 Q-행렬을 제작할 때에도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을 최

대한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그 과정을 25번 문항 M031172을 통해 설명

하자면, Lee, Park, Taylan(2011)은 이 문항을 맞히기 위해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하였다.

[그림Ⅲ-1] TIMSS 2007 ITEM ID: M031172

1. 그림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D13. Read data from tables, pictographs, bar 

graphs, and pie charts.)

2. 집 모양 그림 하나가 다섯 가구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N1. 

Representing, comparing, and ordering whole numbers as well as demonstrating 

knowledge of pla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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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힐 스트리트에 20가구를 나타내려면 집 모양 몇 개가 필요한지 그 수치를 계산

할 수 있다.(N2. Recognize multiples, computing with whole numbers using the 

four operations, and estimating computations.)

4. 집 모양 그림이 20가구의 또 다른 표현임을 이해할 수 있다.(D15. Understanding 

different representations and organizing data using tables, pictographs, and bar 

graphs.)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수용하고 각각에 필요한 내용영역과 인지행

동영역을 <표 Ⅲ-6>와 같이 분류하여 선행연구의 문항에 대한 분석 맥락

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에서 각 문항에 어떤 인지요

소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인지요소를 본 연구의 내용영

역 인지요소,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로 구분하여 Q-행렬을 작성하였다.

Lee, Park, Taylan(2011)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D13. Read data from tables, 

pictographs, bar graphs, and pie 

charts.

D8. 표와 차트 K3. 해석하기

N1. Representing, comparing, 

and ordering whole numbers as 

well as demonstrating knowledge 

of place value.

N1. 범자연수 K1. 
회상/인식하기

N2. Recognize multiples, 

computing with whole numbers

using the four operations, and 

estimating computations.

N1. 범자연수 K2. 계산하기

D15. Understanding different 

representations and organizing 

data using tables, pictographs, 

and bar graphs.

D8. 표와 차트 A6. 표현하기

<표 Ⅲ-6> 문항 25. M031172의 인지요소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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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내용영역 Q-행렬 제작

내용영역 Q-행렬은 검사의 각 문항을 맞히는데 필요한 수학적 내용에 

해당하는 인지요소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현하여 구성하였

다.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내용영역 Q-행렬은 <표 

Ⅲ-7>과 같다. 

Number
Geometry shapes 

& measures
Data 

Display

Item 　 N1 N2 N3 N4 G5 G6 G7 D8

1 M041052 1 0 0 0 0 0 0 0

2 M041056 0 1 0 0 0 0 0 0

3 M041069 1 1 0 0 0 0 0 0

4 M041076 0 1 0 0 0 0 0 0

5 M041281 0 0 0 1 0 0 0 0

6 M041164 0 0 0 0 0 1 1 0

7 M041146 0 0 0 0 1 1 0 0

8 M041152 1 0 0 0 0 1 0 0

9 M041258A 0 0 0 0 1 1 0 0

10 M041258B 0 0 0 0 1 1 0 0

11 M041131 1 0 0 0 0 0 0 0

12 M041275 1 0 0 0 0 0 0 1

13 M041186 1 0 0 0 0 0 0 1

14 M041336 1 1 0 0 0 0 0 1

15 M031303 1 0 0 0 0 0 0 0

16 M031309 1 0 0 0 0 0 0 0

17 M031245 1 0 1 0 0 0 0 0

18 M031242A 1 0 0 1 0 0 0 0

19 M031242B 0 0 0 1 0 0 0 1

20 M031242C 1 0 0 1 0 0 0 1

21 M031247 1 0 1 0 0 0 0 0

22 M031219 0 0 0 0 0 1 1 0

23 M031173 1 0 0 0 0 0 0 0

24 M031085 0 0 0 0 1 1 0 0

25 M031172 1 0 0 0 0 0 0 1

<표 Ⅲ-7> 본 연구에서 구성한 내용영역 Q-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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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인지행동영역 Q-행렬 제작

인지행동영역 Q-행렬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각 문항을 맞히는데 필요

한 수학적 인지행동에 해당하는 인지요소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

로 표현하여 구성하였다.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인

지행동영역 Q-행렬은 <표 Ⅲ-8>과 같다. 

알기(Knowing) 적용하기
(Applying)

추론하기
(Reasoning)

Item 　 K1 K2 K3 K4 K5 A6 A7 R8

1 M041052 1 1 0 0 0 1 0 0

2 M041056 1 0 0 0 0 1 0 0

3 M041069 1 1 0 0 0 1 0 0

4 M041076 1 1 0 0 0 1 0 0

5 M041281 1 0 0 0 0 1 0 0

6 M041164 1 0 0 0 0 0 0 0

7 M041146 1 0 0 0 0 0 1 0

8 M041152 1 1 0 0 1 1 0 0

9 M041258A 1 0 0 1 0 0 0 0

10 M041258B 1 0 0 0 1 0 0 0

11 M041131 1 1 0 0 1 0 0 0

12 M041275 1 0 1 0 0 1 0 0

13 M041186 1 1 1 0 0 0 0 0

14 M041336 1 1 1 0 0 0 0 0

15 M031303 1 0 0 0 0 1 0 0

16 M031309 1 1 0 0 0 1 0 0

17 M031245 1 1 0 0 0 0 1 0

18 M031242A 1 1 0 0 0 1 1 0

19 M031242B 1 0 1 0 0 0 0 0

20 M031242C 1 0 1 0 0 1 0 1

21 M031247 1 1 0 0 0 1 1 0

22 M031219 1 0 0 0 0 0 0 1

23 M031173 1 1 0 0 0 1 0 0

24 M031085 1 0 0 0 0 0 0 0

25 M031172 1 1 1 0 0 1 0 0

<표 Ⅲ-8>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지행동영역 Q-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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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내용인지 Q-행렬 제작

내용영역 Q-행렬과 인지행동영역 Q-행렬을 이용하여 내용인지 Q-행렬

을 구성하였다. 이때, 인지행동영역에 해당하는 인지요소 ‘K1. 회상/인

식하기’는 내용영역 인지요소의 숙달/미숙달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

으므로 내용인지 Q-행렬을 구성할 때는 ‘K1. 회상/인식하기’를 생략한 

나머지 인지요소를 단순히 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렇게 얻은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내용인지 Q-행렬은 <표 Ⅲ-9>와 같다.

Item N1 N2 N3 N4 G5 G6 G7 D8 K2 K3 K4 K5 A6 A7 R8

1 M041052 1 0 0 0 0 0 0 0 1 0 0 0 1 0 0

2 M041056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3 M041069 1 1 0 0 0 0 0 0 1 0 0 0 1 0 0

4 M041076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5 M041281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6 M041164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7 M041146 0 0 0 0 1 1 0 0 0 0 0 0 0 1 0

8 M041152 1 0 0 0 0 1 0 0 1 0 0 1 1 0 0

9 M041258A 0 0 0 0 1 1 0 0 0 0 1 0 0 0 0

10 M041258B 0 0 0 0 1 1 0 0 0 0 0 1 0 0 0

11 M041131 1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2 M041275 1 0 0 0 0 0 0 1 0 1 0 0 1 0 0

13 M041186 1 0 0 0 0 0 0 1 1 1 0 0 0 0 0

14 M041336 1 1 0 0 0 0 0 1 1 1 0 0 0 0 0

15 M031303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6 M031309 1 0 0 0 0 0 0 0 1 0 0 0 1 0 0

17 M031245 1 0 1 0 0 0 0 0 1 0 0 0 0 1 0

18 M031242A 1 0 0 1 0 0 0 0 1 0 0 0 1 1 0

19 M031242B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20 M031242C 1 0 0 1 0 0 0 1 0 1 0 0 1 0 1

21 M031247 1 0 1 0 0 0 0 0 1 0 0 0 1 1 0

22 M031219 0 0 0 0 0 1 1 0 0 0 0 0 0 0 1

23 M031173 1 0 0 0 0 0 0 0 1 0 0 0 1 0 0

24 M031085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25 M031172 1 0 0 0 0 0 0 1 1 1 0 0 1 0 0

<표 Ⅲ-9> 본 연구에서 구성한 내용인지 Q-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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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데이터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확한 Q-행렬을 얻지 못하면 인지진단 검사를 

수행한 결과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Rupp & Templin, 

2008), 본 연구의 Q-행렬의 타당함을 확보하고자 수학교육 전공 박사학

위 소지자 1인과 박사과정 수료자 2인, 박사과정생 1인으로 구성된 전문

가 집단의 점검을 통해 본 연구의 Q-행렬이 타당함을 확보하였고, 추가

적으로 R 프로그램의 CDM 패키지를 이용하여 delta-method로 Q-행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용영역 Q-행렬에서는 문항 M031085의 

Q-행렬을 수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나왔으나 수학 내용적인 측면에서

는 타당하지 않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본래의 Q-행렬을 채택하였다. 인

지행동영역 Q-행렬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

서 제작한 인지행동영역 Q-행렬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Q-행렬 3개와 선행연구인 Lee, Park, Taylan(2011)

의 Q-행렬에 적용할 4가지 모형(DINA 모형, DINO 모형, ACDM 모형, 

GDINA 모형)을 R 프로그램의 GDINA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 

프로그램의 CDM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

영역을 모두 고려한 15개의 인지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 Q-행렬의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를 계산할 때 CDM 패키지로는 한계가 있었

기 때문이다. 또한, GDINA 패키지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 AIC, BIC는 앞

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AIC와 BIC의 수식을 직접 코딩하여 계산, 분석

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된 AIC, BIC를 이

용하지 않고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AIC와 BIC의 수식을 직접 코딩하여 

계산,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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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TIMSS 2007 자료의 인지요소 영역별 모형적합도

1.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인 인지요소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이 무

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내용영역의 인지요소를 설정한 논문은 주로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즉, 

단원명과 같은 큰 범위(예, 수와 연산, 문자와 식 등)를 설정하거나, 어떤 

수학적 능력(예, 분수 뺄셈 검사, 유리수의 사칙연산 등)의 결손을 확인

하기 위해 수학 지식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지식이므로 안다/모른

다로 이분화하기에 적합한 인지요소(유민경, 2018)로, 숙달 인지요소가 

미숙달 인지요소를 보상하기 어려운 비보상적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이

러한 내용영역 인지요소에 적합한 모형은 필요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

해야만 문항을 맞힐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나의 인지요소라도 숙달

하지 못하면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 것과 같은 확률을 부여하는 

비보상적 모형인 DINA 모형일 것이다.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는 수학적 내용 지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습득한 내용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요소를 말한다(유민경, 2018).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었던 것처럼 인지행동영역의 인지요소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추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사고과정의 숙달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안다/모른다의 이분법적인 분리가 가능했던 내용영역 

인지요소와는 달리 숙달 인지요소가 미숙달 인지요소를 어느 정도 보상

해 줄 수 있는 보상적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행동영역 인지



- 43 -

요소에 적합한 모형은 필요한 인지요소 중 한 가지 인지요소만 숙달해도 

문항을 맞힐 수 있는 모형으로, 숙달된 인지요소가 다른 미숙달된 인지

요소를 보상하는 보상적 모형인 DINO 모형일 것이다. 

<표 Ⅱ-4> 선행연구 정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내용영역 인지요소나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만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한 연구보다 내용

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

았다. 또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 내용과 행동을 동시에 사용하여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각종 평가의 평가틀에서도 내용영역과 인지

행동영역을 각각 하나의 축으로 놓고 평가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

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내용인지영역 인지요소는 비보상적 성격에 가

까운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보상적 성격에 가까운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를 모두 담고 있으므로 각각의 인지요소가 문항의 정답에 끼치는 영향력

을 고려하여 선형적으로 문항의 정답을 맞힐 확률이 증가하는 ACDM모

형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비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보상

적 모형인 DINA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는 보상적 성격에 가까우므로 보상적 모

형인 DINO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내용인지영역 인지요소는 비보상적 성격과 보상적 성격을 동시

에 지니고 있으므로 인지요소를 습득함에 따라 정답을 맞힐 확률이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ACDM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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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지요소 영역별 절대 적합도

내용영역 Q-행렬3)과 인지행동영역 Q-행렬4), 내용인지영역 Q-행렬5)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 

영역별 인지진단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본 연구가 설정한 3가지 종류의 Q-행렬(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내용인지영역)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을 어떤 특정 모형으

로 분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절대 적합도 지수가 0.05 미만6)인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 확인하여 본 연구의 내용인지 Q-행렬이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과 비교했을 때 타당한 Q-행렬인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인지 Q-행렬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을 비교

한 이유는 Lee, Park, Taylan(2011)의 인지요소는 내용영역과 인지영역을 

모두 고려한 문장으로 표현되므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

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Ⅳ-1>은 전체 응답 자료와 성취도 상, 중, 하위권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모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본 연구의 내용인

지영역 Q-행렬이 0.05 미만인 경우는 총 16가지 경우 중 MADcor은 10가

지, SRMSR은 4가지이고,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이 0.05 미만

인 경우는 총 16가지 경우 중 MADcor은 10가지, SRMSR은 2가지로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이 0.05 미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대체

로 비슷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

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을 단순히 대소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이 

3)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에 관련된, 안다/모른다로 이분화하기에 

적합한 내용영역 인지요소로 구성된 Q-행렬

4) 문제해결을 위해 습득한 내용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안다/모른다의 이분법적인 분리가 다소 모호한 성격을 가진 인지행동영역 인지요

소로 구성된 Q-행렬

5) 내용 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성한 Q-행렬 
6) 보통 절대 적합도 지수인 MADcor와 SRMSR 모두 0.05 미만이면 모형의 추정 결과가 타당

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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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우(굵은 글씨 표시)가 총 16가지 중 MADcor은 12가지, SRMSR은 

11가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표 Ⅳ-2>와 <표 Ⅳ-3>에서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인지

영역 Q-행렬이 0.05 미만인 경우는 총 28가지 경우 중 MADcor은 15가

지, SRMSR은 4가지이고,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이 0.05 미만

인 경우는 총 28가지 경우 중 MADcor이 12가지, SRMSR은 0가지로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가 좋은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을 단순히 대소 비교를 해 보았

을 때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이 작은 경우(굵

은 글씨 표시)가 총 28가지 중 MADcor은 23가지, SRMSR은 24가지로 거

의 대부분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 값이 작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은 선행연구인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과 비교해 보았을 때, TIMSS 2007 4학

년 수학 Booklet4 검사지의 평가 결과를 충분히 잘 추정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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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수준

MADcor SRMSR

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
영역

Lee, Park, 
Taylan(2011) 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
영역

Lee, Park, 
Taylan(2011)

DINA

전체 0.059784 0.057282 0.052087 0.054008 0.071233 0.06976 0.066114 0.067063

상 0.051612 0.054346 0.051603 0.05339 0.064802 0.067489 0.065821 0.068689

중 0.052044 0.052882 0.052449 0.051557 0.066082 0.070353 0.068747 0.06686

하 0.039576 0.039678 0.038592 0.039269 0.051237 0.050999 0.050359 0.049692

DINO

전체 0.063273 0.059601 0.058822 0.054121 0.074315 0.071859 0.069921 0.066504

상 0.056201 0.053667 0.054748 0.062946 0.070763 0.067608 0.070522 0.081016

중 0.055545 0.053144 0.054269 0.062239 0.069938 0.070713 0.068504 0.07909

하 0.03975 0.040722 0.041625 0.040541 0.050699 0.051859 0.054721 0.052383

ACDM

전체 0.043975 0.026369 0.039712 0.043663 0.056997 0.037102 0.068626 0.066322

상 0.044823 0.033 0.035891 0.044345 0.060026 0.044581 0.052056 0.05945

중 0.044138 0.032482 0.023914 0.039796 0.060614 0.044123 0.035779 0.063759

하 0.038314 0.033418 0.037982 0.037804 0.050333 0.044177 0.056638 0.058195

GDINA

전체 0.041125 0.023503 0.018538 0.028164 0.054001 0.033999 0.02504 0.046923

상 0.044618 0.031922 0.036128 0.041479 0.059335 0.042084 0.050654 0.059111

중 0.043956 0.027872 0.028666 0.035715 0.060891 0.037632 0.037778 0.050841

하 0.035453 0.032826 0.027465 0.034834 0.046587 0.041793 0.036638 0.04688

<표 Ⅳ-1> 수준에 따른 영역별 절대적합도 지수

*음영 : 0.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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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음영 : 0.05 미만   

모형 국가

MADcor SRMSR

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

영역
Lee, Park, 
Taylan(2011)

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
영역

Lee, Park, 
Taylan(2011)

DINA

hkg 0.058692 0.058984 0.064824 0.071937 0.074252 0.073584 0.083549 0.094412

sgp 0.061857 0.063798 0.067971 0.066259 0.077024 0.079892 0.08649 0.081599

usa 0.047382 0.047561 0.046602 0.053566 0.059028 0.05989 0.058069 0.068828

svn 0.048815 0.054636 0.065509 0.068318 0.063995 0.070519 0.083632 0.088085

arm 0.07029 0.071011 0.070042 0.082954 0.09399 0.091995 0.096504 0.111597

qat 0.040835 0.042649 0.039534 0.041154 0.053047 0.054707 0.054085 0.054507

kwt 0.064057 0.067293 0.068574 0.06568 0.082154 0.084595 0.087738 0.085188

DINO

hkg 0.056166 0.058366 0.059438 0.066565 0.07069 0.074272 0.076093 0.087241

sgp 0.066462 0.066183 0.072582 0.073589 0.084132 0.082304 0.092043 0.096423

usa 0.04724 0.048359 0.051071 0.060911 0.058704 0.060799 0.06369 0.079411

svn 0.05146 0.05153 0.056563 0.061635 0.066451 0.066883 0.072174 0.0794

arm 0.075566 0.070338 0.069869 0.090356 0.100595 0.091506 0.091571 0.12227

qat 0.041861 0.042037 0.04194 0.042067 0.053356 0.054064 0.055053 0.05447

kwt 0.065348 0.065387 0.067416 0.064668 0.082343 0.082726 0.0872 0.083001

<표 Ⅳ-2> 국가에 따른 영역별 절대 적합도 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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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음영 : 0.05 미만     

모형 국가

MADcor SRMSR

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

영역
Lee, Park, 
Taylan(2011) 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
영역

Lee, Park, 
Taylan(2011)

ACDM

hkg 0.050088 0.046971 0.051833 0.04945 0.062751 0.060276 0.0695 0.074927

sgp 0.055254 0.042806 0.036495 0.040727 0.075794 0.055975 0.052616 0.061928

usa 0.044897 0.031527 0.034414 0.036754 0.056486 0.042554 0.050643 0.054867

svn 0.048366 0.040466 0.039201 0.04086 0.0663 0.054352 0.058882 0.061202

arm 0.060748 0.054218 0.043775 0.050085 0.085764 0.073115 0.060414 0.079669

qat 0.039647 0.037995 0.039407 0.037098 0.051229 0.049106 0.056386 0.05732

kwt 0.06318 0.058642 0.049428 0.052099 0.080125 0.077899 0.072811 0.078853

GDINA

hkg 0.052572 0.043487 0.048068 0.049135 0.067585 0.055761 0.062893 0.069278

sgp 0.057602 0.034521 0.039652 0.045175 0.077231 0.045546 0.053628 0.060344

usa 0.041992 0.032167 0.033453 0.038736 0.053195 0.043057 0.047089 0.054308

svn 0.050351 0.038007 0.035425 0.042556 0.067051 0.049114 0.048422 0.061692

arm 0.060878 0.051861 0.051298 0.055646 0.087347 0.068627 0.066571 0.080341

qat 0.037711 0.036048 0.039011 0.040138 0.050631 0.04584 0.054935 0.058745

kwt 0.058971 0.050866 0.048467 0.053684 0.074779 0.066679 0.065914 0.070887

<표 Ⅳ-3> 국가에 따른 영역별 절대 적합도 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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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이 타당함을 <표 Ⅳ-1>과 <표 Ⅳ-2>, 

<표 Ⅳ-3>으로 확인해 보았으므로 <표 Ⅳ-1>과 <표 Ⅳ-2>, <표 Ⅳ-3>의 

행과 열을 재정렬한 <표 Ⅳ-4>와 <표 Ⅳ-5>, <표 Ⅳ-6>을 통해 인지요소

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지진단모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수준에 따른 모형별 절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 <표 Ⅳ-4>에 의하면, 

하수준에서는 인지요소의 특성-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내용인지영역-

에 상관없이 DINA 모형과 DINO 모형도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모든 수준에서 평가 결과의 추정을 타당하게 하는 모형은 

ACDM 모형과 GDINA 모형이다. 

국가에 따른 모형별 절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 <표 Ⅳ-5>, <표 Ⅳ-6>

에 의하면, 내용영역 Q-행렬의 경우 미국과 카타르처럼 4가지 모형 모두 

타당한 추정이 가능하거나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4가지 모형 모두 추정이 

타당하지 않게 나와 어떤 모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인지행동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경우 DINA 모형과 DINO 

모형에 비해 ACDM 모형과 GDINA 모형의 절대 적합도 수치가 좋게 나

온 경우가 많아 ACDM 모형과 GDINA 모형이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추

론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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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요소
특성

수준
MADcor SRMSR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내용
영역

전체 0.059784 0.063273 0.043975 0.041125 0.071233 0.074315 0.056997 0.054001

상 0.051612 0.056201 0.044823 0.044618 0.064802 0.070763 0.060026 0.059335

중 0.052044 0.055545 0.044138 0.043956 0.066082 0.069938 0.060614 0.060891

하 0.039576 0.03975 0.038314 0.035453 0.051237 0.050699 0.050333 0.046587

인지
행동
영역

전체 0.057282 0.059601 0.026369 0.023503 0.06976 0.071859 0.037102 0.033999

상 0.054346 0.053667 0.033 0.031922 0.067489 0.067608 0.044581 0.042084

중 0.052882 0.053144 0.032482 0.027872 0.070353 0.070713 0.044123 0.037632

하 0.039678 0.040722 0.033418 0.032826 0.050999 0.051859 0.044177 0.041793

내용
인지
영역

전체 0.052087 0.058822 0.039712 0.018538 0.066114 0.069921 0.068626 0.02504

상 0.051603 0.054748 0.035891 0.036128 0.065821 0.070522 0.052056 0.050654

중 0.052449 0.054269 0.023914 0.028666 0.068747 0.068504 0.035779 0.037778

하 0.038592 0.041625 0.037982 0.027465 0.050359 0.054721 0.056638 0.036638

Lee, 
Park,
Taylan
(2011)

전체 0.054008 0.054121 0.043663 0.028164 0.067063 0.066504 0.066322 0.046923

상 0.05339 0.062946 0.044345 0.041479 0.068689 0.081016 0.05945 0.059111

중 0.051557 0.062239 0.039796 0.035715 0.06686 0.07909 0.063759 0.050841

하 0.039269 0.040541 0.037804 0.034834 0.049692 0.052383 0.058195 0.04688

<표 Ⅳ-4> 수준에 따른 모형별 절대 적합도 지수

   *음영 : 0.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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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요소
특성

국가
MADcor SRMSR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내용
영역

hkg 0.058692 0.056166 0.050088 0.052572 0.074252 0.07069 0.062751 0.067585

sgp 0.061857 0.066462 0.055254 0.057602 0.077024 0.084132 0.075794 0.077231

usa 0.047382 0.04724 0.044897 0.041992 0.059028 0.058704 0.056486 0.053195

svn 0.048815 0.05146 0.048366 0.050351 0.063995 0.066451 0.0663 0.067051

arm 0.07029 0.075566 0.060748 0.060878 0.09399 0.100595 0.085764 0.087347

qat 0.040835 0.041861 0.039647 0.037711 0.053047 0.053356 0.051229 0.050631

kwt 0.064057 0.065348 0.06318 0.058971 0.082154 0.082343 0.080125 0.074779

인지
행동
영역

hkg 0.058984 0.058366 0.046971 0.043487 0.073584 0.074272 0.060276 0.055761

sgp 0.063798 0.066183 0.042806 0.034521 0.079892 0.082304 0.055975 0.045546

usa 0.047561 0.048359 0.031527 0.032167 0.05989 0.060799 0.042554 0.043057

svn 0.054636 0.05153 0.040466 0.038007 0.070519 0.066883 0.054352 0.049114

arm 0.071011 0.070338 0.054218 0.051861 0.091995 0.091506 0.073115 0.068627

qat 0.042649 0.042037 0.037995 0.036048 0.054707 0.054064 0.049106 0.04584

kwt 0.067293 0.065387 0.058642 0.050866 0.084595 0.082726 0.077899 0.066679

<표 Ⅳ-5> 국가에 따른 모형별 절대 적합도 지수 (1)

*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음영 : 0.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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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음영 : 0.05 미만  

인지
요소
특성

국가
MADcor SRMSR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내용
인지
영역

hkg 0.064824 0.059438 0.051833 0.048068 0.083549 0.076093 0.0695 0.062893

sgp 0.067971 0.072582 0.036495 0.039652 0.08649 0.092043 0.052616 0.053628

usa 0.046602 0.051071 0.034414 0.033453 0.058069 0.06369 0.050643 0.047089

svn 0.065509 0.056563 0.039201 0.035425 0.083632 0.072174 0.058882 0.048422

arm 0.070042 0.069869 0.043775 0.051298 0.096504 0.091571 0.060414 0.066571

qat 0.039534 0.04194 0.039407 0.039011 0.054085 0.055053 0.056386 0.054935

kwt 0.068574 0.067416 0.049428 0.048467 0.087738 0.0872 0.072811 0.065914

Lee, 
Park,
Taylan
(2011)

hkg 0.071937 0.066565 0.04945 0.049135 0.094412 0.087241 0.074927 0.069278

sgp 0.066259 0.073589 0.040727 0.045175 0.081599 0.096423 0.061928 0.060344

usa 0.053566 0.060911 0.036754 0.038736 0.068828 0.079411 0.054867 0.054308

svn 0.068318 0.061635 0.04086 0.042556 0.088085 0.0794 0.061202 0.061692

arm 0.082954 0.090356 0.050085 0.055646 0.111597 0.12227 0.079669 0.080341

qat 0.041154 0.042067 0.037098 0.040138 0.054507 0.05447 0.05732 0.058745

kwt 0.06568 0.064668 0.052099 0.053684 0.085188 0.083001 0.078853 0.070887

<표 Ⅳ-6> 국가에 따른 모형별 절대 적합도 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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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지요소 영역별 상대 적합도

절대 적합도로 인지진단모형이 평가 결과의 추정을 타당하게 함을 확인한 

후 각 응답 자료에 좀 더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상

대 적합도를 이용하여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구별된 Q-행렬에 어떤 모형

이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 적합도 지수 중 BIC를 기

준으로 해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AIC와 BIC를 계산하는 계산식에 있다. 

AIC  deviance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BIC  deviance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log(sample size)

에서 알 수 있듯이 deviance에서 문항 모수를 고려한 것이 AIC이고, AIC에서 

응답 자료의 사례 수를 고려한 것이 BIC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

는 모형들은 추정해야 하는 문항 모수가 서로 다르고, 분석하고자 하는 수준

별, 국가별 사례 수가 각기 다르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BIC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표 Ⅳ-7>은 전체 응답 자료와 성취도 상, 중, 하위권의 응답 자료로 인

지진단모형별 상대 적합도 지수를 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앞서 수준에 따른 

모형별 절대 적합도 지수로 하수준에서 인지요소의 특성-내용영역, 인지행동

영역, 내용인지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모형에서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추정

할 수 있었는데, 상대 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모형은 내용영역 

Q-행렬은 DINA 모형, 그 외의 Q-행렬은 ACDM 모형이었다. 하 수준을 제외

한 모든 수준에서 적합한 모형은 ACDM이 GDINA에 비해 그 수가 많았다.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에서 모두 ACDM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온 것은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결과를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 ACDM 모형과 같은 주효과 모형이라는 Yamaguchi, Okada(2018)의 결

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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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요소
특성

수준
-2LL AIC BIC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내용
영역

전체 67761.16 67940.85 66610.73 66213.09 67811.16 67990.85 66679.73 66305.09 68153.73 68333.41 67152.47 66935.41

상 13423.06 13527.39 13140.24 13103.04 13473.06 13577.39 13209.24 13195.04 13745.03 13849.35 13584.55 13695.46

중 33923.79 34104.1 33477.87 33371.43 33973.79 34154.1 33546.87 33463.43 34276.81 34457.13 33965.04 34021

하 15166.28 15192.25 15042.25 15074.72 15216.28 15242.25 15111.25 15166.72 15499.11 15525.08 15501.57 15687.14

인지
행동
영역

전체 68269.23 68473.21 65498.09 64957.75 68319.23 68523.21 65590.09 65075.75 68661.8 68865.77 66220.41 65884.2

상 13583.82 13538.54 13050.02 12805.41 13633.82 13588.54 13142.02 12923.41 13905.79 13860.5 13642.44 13565.25

중 34194.85 34269.04 33080.87 32710.77 34244.85 34319.04 33172.87 32828.77 34547.88 34622.07 33730.43 33543.91

하 15139.8 15139.26 14880.84 14914.13 15189.8 15189.26 14972.84 15032.13 15472.64 15472.1 15493.26 15699.62

내용
인지
영역

전체 67008.7 67415.79 60038.84 59684.66 67058.7 67465.79 60149.84 60056.66 67401.26 67808.35 60910.33 62605.33

상 13313.84 13322.17 11003.56 11836.5 13363.84 13372.17 11114.56 12208.5 13635.81 13644.13 11718.33 14231.93

중 33595.61 33873.21 28594.48 28526.15 33645.61 33923.21 28705.48 28898.15 33948.63 34226.23 29378.19 31152.65

하 14914.44 14967.18 13676.24 13550.31 14964.44 15017.18 13787.24 13922.31 15247.28 15300.01 14415.13 16026.61

Lee,
Park,
Taylan
(2011)

전체 66803.47 67318.23 61008.47 60158.09 66853.47 67368.23 61103.47 60420.09 67196.03 67710.79 61754.34 62215.13

상 13231.12 13294.42 12291.92 12275.25 13281.12 13344.42 12386.92 12537.25 13553.09 13616.39 12903.66 13962.36

중 33495.54 33639.26 28842.22 29026.96 33545.54 33689.26 28937.22 29288.96 33848.56 33992.28 29512.97 30876.81

하 15021.16 15002.55 13313.54 14374.54 15071.16 15052.55 13408.54 14636.54 15354 15335.39 13945.93 16118.6

<표 Ⅳ-7> 수준에 따른 모형별 상대 적합도 

*음영: 가장 작은 값
*굵은 글씨: 절대 적합도 0.05 미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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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표 Ⅳ-9>는 7개 국가의 응답 자료로 인지진단모형별 상대 

적합도 지수를 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Ⅳ-8>, <표 Ⅳ-9>의 BIC 수치

를 보면 수준별로 살펴본 <표 Ⅳ-7>와 같이 인지요소 특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ACDM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내용영역과 인

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Lee, Park, Taylan(2011)의 경

우는 모두 ACDM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는 앞서 밝힌 수준에 

따른 모형별 상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앞선 결과

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영역에서 카타르

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DINA 모형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인지행동영역에

서 카타르와 쿠웨이트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DINO 모형인 것이다. 특히 

카타르의 경우는 절대 적합도(<표 Ⅳ-5>, <표 Ⅳ-6> 참고)에서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내용인지영역 모두 4가지 모형 전체가 평가 결과를 타당

하게 추론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4가지 모형 중에서 내용영역에 

적합한 모형은 DINA 모형, 인지행동영역에 적합한 것은 DINO 모형, 내

용인지영역에 적합한 모형은 ACDM 모형인 것은 본 연구가 예측한 결과

에 맞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같이 절대 적합도(<표 Ⅳ-5>, 

<표 Ⅳ-6> 참고)에서 내용영역, 인지행동영역, 내용인지영역 모두 4가지 

모형 전체가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추론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어떤 영

역이든지 ACDM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도 있고, 두 국가를 제외

한 나머지 5개 국가는 절대 적합도(<표 Ⅳ-5>, <표 Ⅳ-6> 참고)에서 타당

한 추론을 하는 모형이 ACDM 모형과 GDINA 모형이고, 상대 적합도를 

통해 둘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은 ACDM 모형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

에 카타르의 경우만을 가지고 본 연구의 가설이 옳다고 주장하긴 어렵

다. 그러나 최소한 인지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적 효율성과 

해석의 용이성 때문에 가장 간단한 DINA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을 수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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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가장 작은 값

*굵은 글씨: 절대 적합도 0.05 미만 만족

*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인지
요소
특성

국가
-2LL AIC BIC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내용
영역

hkg 5670.17 5689.87 5525.99 5511.36 5720.17 5739.87 5594.99 5603.36 5950.09 5969.79 5912.28 6026.41 

sgp 7314.89 7427.20 7164.13 7120.89 7364.89 7477.20 7233.13 7212.89 7608.64 7720.94 7569.50 7661.38 

usa 15752.38 15791.06 15589.54 15502.87 15802.38 15841.06 15658.54 15594.87 16069.13 16107.81 16026.66 16085.69 

svn 8083.13 8126.56 7941.93 7924.53 8133.13 8176.56 8010.93 8016.53 8369.80 8413.22 8337.53 8452.00 

arm 8183.86 8216.45 7874.42 7898.87 8233.86 8266.45 7943.42 7990.87 8467.70 8500.28 8266.12 8421.13 

qat 9754.11 9770.77 9685.44 9645.05 9804.11 9820.77 9754.44 9737.05 10065.04 10081.70 10114.52 10217.17 

kwt 5243.68 5242.28 5135.25 5103.38 5293.68 5292.28 5204.25 5195.38 5524.70 5523.30 5523.06 5620.46 

인지
행동
영역

hkg 5730.73 5688.80 5431.22 5342.47 5780.73 5738.80 5523.22 5530.47 6010.65 5968.72 5946.28 6394.97 

sgp 7462.36 7433.18 7134.60 6869.10 7512.36 7483.18 7226.60 7057.10 7756.11 7726.92 7675.09 7973.58 

usa 15758.16 15809.71 15347.26 15165.09 15808.16 15859.71 15439.26 15353.09 16074.91 16126.46 15930.08 16356.08 

svn 8113.25 8130.15 7820.42 7659.46 8163.25 8180.15 7912.42 7847.46 8399.92 8416.82 8347.88 8737.32 

arm 8192.99 8179.85 7771.40 7677.35 8242.99 8229.85 7863.40 7865.35 8476.83 8463.69 8293.66 8744.58 

qat 9751.22 9740.76 9621.26 9498.83 9801.22 9790.76 9713.26 9686.83 10062.15 10051.69 10193.37 10667.93 

kwt 5225.21 5219.29 4999.63 4912.22 5275.21 5269.29 5091.63 5100.22 5506.23 5500.31 5516.71 5968.86 

<표 Ⅳ-8> 국가에 따른 모형별 상대 적합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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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가장 작은 값

*굵은 글씨: 절대 적합도 0.05 미만 만족

*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인지
요소
특성

국가
-2LL AIC BIC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DINA DINO ACDM GDINA

내용
인지
영역

hkg 5559.71 5532.26 4753.52 4710.04 5609.71 5582.26 4864.52 5082.04 5839.63 5812.19 5374.94 6792.65 

sgp 7225.30 7276.19 5824.74 6008.00 7275.30 7326.19 5935.74 6380.00 7519.05 7569.94 6476.86 8193.48 

usa 15597.53 15635.71 12748.85 13327.24 15647.53 15685.71 12859.85 13699.24 15914.28 15952.47 13452.04 15683.88 

svn 7839.40 8026.39 6338.55 6502.92 7889.40 8076.39 6449.55 6874.92 8126.07 8313.06 6974.95 8635.72 

arm 7954.55 8025.07 6493.71 6317.23 8004.55 8075.07 6604.71 6689.23 8238.38 8308.91 7123.83 8428.98 

qat 9572.66 9628.61 8628.64 8558.18 9622.66 9678.61 8739.64 8930.18 9883.59 9939.54 9318.90 10871.50 

kwt 5056.36 5089.09 4187.31 4210.87 5106.36 5139.09 4298.31 4582.87 5337.38 5370.11 4811.17 6301.66 

Lee,
Park,
Tayla
n

(2011
)

hkg 5486.98 5509.50 4518.43 4517.83 5536.98 5559.50 4613.43 4779.83 5766.90 5789.42 5050.28 5984.61 

sgp 7196.05 7237.27 5918.15 5999.69 7246.05 7287.27 6013.15 6261.69 7489.80 7531.02 6476.27 7538.92 

usa 15498.87 15536.72 13220.77 13003.91 15548.87 15586.72 13315.77 13265.91 15815.62 15853.48 13822.60 14663.69 

svn 7839.53 7918.86 6284.87 6304.20 7889.53 7968.86 6379.87 6566.20 8126.20 8205.53 6829.54 7806.34 

arm 7854.63 7868.39 6277.88 6321.55 7904.63 7918.39 6372.88 6583.55 8138.47 8152.22 6817.17 7808.86 

qat 9646.39 9642.35 8434.31 8695.01 9696.39 9692.35 8529.31 8957.01 9957.32 9953.28 9025.08 10324.28 

kwt 5049.69 5095.28 4116.37 4443.51 5099.69 5145.28 4211.37 4705.51 5330.71 5376.30 4650.31 5916.05 

<표 Ⅳ-9> 국가에 따른 모형별 상대 적합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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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SS 2007 자료의 인지패턴 추정

김성훈 외(2009)는 내용영역이나 행동영역만 고려할 때의 정답 확률과 

두 영역을 함께 고려했을 때의 정답 확률을 비교하여 내용영역과 행동영

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실제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고

려한 내용인지영역의 Q-행렬을 각각 제작하였으므로 이 중 어떤 것이 

TIMSS 2007 검사에 적합한 것인지 <표 Ⅳ-8>과 <표 Ⅳ-9>의 국가에 따

른 모형별 상대 적합도를 재배열하여 <표 Ⅳ-10>과 <표 Ⅳ-11>과 같이 

국가에 따른 영역별 상대 적합도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가 내

용영역 Q-행렬, 인지행동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 보다 훨씬 작게 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는 최근의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 적절함을 뒷받침한다. 그

리고 김성훈 외(200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기에 인지요소를 설정할 때

에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인지 Q-행렬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 

비교를 통해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구분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한 것

과 구분하지 않고 결합적으로 설정한 것의 차이를 보면,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의 상대 적합도 수치가 작은 경우가 많아 인지요

소를 설정할 때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구분한 것이 적절한지, 구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용영역과 인지

행동영역을 구분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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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국
가

-2LL AIC BIC

내용
영역

인지
행동
영역

내용
인지
영역

Lee, 
Park, 
Taylan
(2011)

내용
영역

인지
행동
영역

내용
인지
영역

Lee, 
Park, 
Taylan
(2011)

내용
영역

인지
행동
영역

내용
인지
영역

Lee, 
Park, 
Taylan
(2011)

DINA

hkg 5670.17 5730.73 5559.71 5486.98 5720.17 5780.73 5609.71 5536.98 5950.09 6010.65 5839.63 5766.90 

sgp 7314.89 7462.36 7225.30 7196.05 7364.89 7512.36 7275.30 7246.05 7608.64 7756.11 7519.05 7489.80 

usa 15752.38 15758.16 15597.53 15498.87 15802.38 15808.16 15647.53 15548.87 16069.13 16074.91 15914.28 15815.62 

svn 8083.13 8113.25 7839.40 7839.53 8133.13 8163.25 7889.40 7889.53 8369.80 8399.92 8126.07 8126.20 

arm 8183.86 8192.99 7954.55 7854.63 8233.86 8242.99 8004.55 7904.63 8467.70 8476.83 8238.38 8138.47 

qat 9754.11 9751.22 9572.66 9646.39 9804.11 9801.22 9622.66 9696.39 10065.04 10062.15 9883.59 9957.32 

kwt 5243.68 5225.21 5056.36 5049.69 5293.68 5275.21 5106.36 5099.69 5524.70 5506.23 5337.38 5330.71 

DINO

hkg 5689.87 5688.80 5532.26 5509.50 5739.87 5738.80 5582.26 5559.50 5969.79 5968.72 5812.19 5789.42 

sgp 7427.20 7433.18 7276.19 7237.27 7477.20 7483.18 7326.19 7287.27 7720.94 7726.92 7569.94 7531.02 

usa 15791.06 15809.71 15635.71 15536.72 15841.06 15859.71 15685.71 15586.72 16107.81 16126.46 15952.47 15853.48 

svn 8126.56 8130.15 8026.39 7918.86 8176.56 8180.15 8076.39 7968.86 8413.22 8416.82 8313.06 8205.53 

arm 8216.45 8179.85 8025.07 7868.39 8266.45 8229.85 8075.07 7918.39 8500.28 8463.69 8308.91 8152.22 

qat 9770.77 9740.76 9628.61 9642.35 9820.77 9790.76 9678.61 9692.35 10081.70 10051.69 9939.54 9953.28 

kwt 5242.28 5219.29 5089.09 5095.28 5292.28 5269.29 5139.09 5145.28 5523.30 5500.31 5370.11 5376.30 

<표 Ⅳ-10> 국가에 따른 영역별 상대 적합도(1) 

*음영: 가장 작은 값
*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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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가장 작은 값
* hkg:홍콩, sgp:싱가포르, usa:미국, svn:슬로베니아, arm:아르메니아, qat:카타르, kwt:쿠웨이트 

모형
국
가

-2LL AIC BIC

내용
영역

인지
행동
영역

내용
인지
영역

Lee, 
Park, 
Taylan
(2011)

내용
영역

인지
행동
영역

내용
인지
영역

Lee, 
Park, 
Taylan
(2011)

내용
영역

인지
행동
영역

내용
인지
영역

Lee, 
Park, 
Taylan
(2011)

ACDM

hkg 5525.99 5431.22 4753.52 4518.43 5594.99 5523.22 4864.52 4613.43 5912.28 5946.28 5374.94 5050.28 

sgp 7164.13 7134.60 5824.74 5918.15 7233.13 7226.60 5935.74 6013.15 7569.50 7675.09 6476.86 6476.27 

usa 15589.54 15347.26 12748.85 13220.77 15658.54 15439.26 12859.85 13315.77 16026.66 15930.08 13452.04 13822.60 

svn 7941.93 7820.42 6338.55 6284.87 8010.93 7912.42 6449.55 6379.87 8337.53 8347.88 6974.95 6829.54 

arm 7874.42 7771.40 6493.71 6277.88 7943.42 7863.40 6604.71 6372.88 8266.12 8293.66 7123.83 6817.17 

qat 9685.44 9621.26 8628.64 8434.31 9754.44 9713.26 8739.64 8529.31 10114.52 10193.37 9318.90 9025.08 

kwt 5135.25 4999.63 4187.31 4116.37 5204.25 5091.63 4298.31 4211.37 5523.06 5516.71 4811.17 4650.31 

GDINA

hkg 5511.36 5342.47 4710.04 4517.83 5603.36 5530.47 5082.04 4779.83 6026.41 6394.97 6792.65 5984.61 

sgp 7120.89 6869.10 6008.00 5999.69 7212.89 7057.10 6380.00 6261.69 7661.38 7973.58 8193.48 7538.92 

usa 15502.87 15165.09 13327.24 13003.91 15594.87 15353.09 13699.24 13265.91 16085.69 16356.08 15683.88 14663.69 

svn 7924.53 7659.46 6502.92 6304.20 8016.53 7847.46 6874.92 6566.20 8452.00 8737.32 8635.72 7806.34 

arm 7898.87 7677.35 6317.23 6321.55 7990.87 7865.35 6689.23 6583.55 8421.13 8744.58 8428.98 7808.86 

qat 9645.05 9498.83 8558.18 8695.01 9737.05 9686.83 8930.18 8957.01 10217.17 10667.93 10871.50 10324.28 

kwt 5103.38 4912.22 4210.87 4443.51 5195.38 5100.22 4582.87 4705.51 5620.46 5968.86 6301.66 5916.05 

<표 Ⅳ-11> 국가에 따른 영역별 상대 적합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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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결과 해석 비교 

본 연구에서 구성한 내용영역 Q-행렬, 인지행동영역 Q-행렬, 내용인지

영역 Q-행렬을 적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인지패턴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생략되는 인지요소가 없이 그대로 내용인지

영역 Q-행렬에 포함되었고,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는 내용영역과 합쳐 

지면서 회상/인식하기(K1)가 생략되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내용영역 Q-행

렬의 결과와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결과만을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로 

절대 적합도 0.05 미만을 만족하여 타당한 추정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카타르로, 둘 중에서도 중 수준인 미국의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

하여 미국의 응답 자료에 상대 적합도가 가장 좋은 ACDM 모형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내용영역 vs 내용인지영역

인지패턴 일치도 0.16135

인지요소 일치도 0.81693

<표 Ⅳ-12> 영역별 일치도 비교 

<표 Ⅳ-12>의 인지패턴 일치도는 내용영역 Q-행렬로 분석한 학생의 

인지패턴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한 학생의 인지패턴 중 내용영

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치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한 학생의 인지패턴이 

내용영역 Q-행렬에서 (11110000), 내용인지영역 Q-행렬에서 (11110000 

11001110)으로 나왔다면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인

지패턴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학생의 경우를 계산한 것이다. 

<표 Ⅳ-12>의 인지요소 일치도는 내용영역 Q-행렬로 분석한 학생의 

숙달/미숙달 인지요소와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한 학생의 숙달/미

숙달 인지요소 중 내용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치 정도를 뜻하는 것으

로, 위에서 예로 든 학생의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인지요소 일치도는 1, 또 다른 학생의 인지패턴이 내용영역 Q-행렬에서 

(11100000), 내용인지영역 Q-행렬에서 (11110000 11001110)으로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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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인지요소 일치도는 0.875로 

계산하여 전체 학생의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앞서 <표 Ⅳ-10>과 <표 Ⅳ-11>을 통해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

두 고려해야 평가 결과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 Ⅳ-12>의 인지패턴 일치도를 보면 내용영역만 고려하여 제작한 Q-

행렬과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한 Q-행렬의 일치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일치도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평가 결과의 

분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인지패턴별로 문항 정답 확률을 확인하여 평

가 결과를 해석했을 때 드러나는 차이로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내용영역 Q-행렬로만 분석했을 때와는 달리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했을 때는 문항을 맞히는데 내용영역의 습득이 중요한지, 

인지행동영역의 수준이 중요한지 확인하여 문항을 분류할 수 있었다.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문항으로 문항3, M041069와 문항 25, M031172를 살

펴보자. 문항 3, M041069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은 <표 Ⅳ-13>과 같고, 

이 문항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요소만을 남긴 (N1 N2 K2 A6)으로 4개의 

숫자열로 인지패턴을 표시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내용영역 Q-행렬은 <표 

Ⅳ-13>의 N1부터 D8까지이므로 (N1 N2)인 2개의 숫자열로 인지패턴을 

표시하였다. 

문항3) M041069

  Which fraction is equal to 


?

Ⓐ 


     Ⓑ 


     Ⓒ 


     Ⓓ 



Item N1 N2 N3 N4 G5 G6 G7 D8 K2 K3 K4 K5 A6 A7 R8

3 M041069 1 1 0 0 0 0 0 0 1 0 0 0 1 0 0

<표 Ⅳ-13> 문항 3, M041069의 내용인지 Q-행렬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인지패턴에 따른 정답 확

률은 <표 Ⅳ-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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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내용
영역

00 0.203 01 0.488 10 0.430 11 0.715

내용
인지
영역

0000 0.016 0100 - 1000 0.143 1100 0.249

0001 0.201 0101 0.307 1001 0.328 1101 0.433

0010 0.395 0110 0.500 1010 0.522 1110 0.627

0011 0.580 0111 0.685 1011 0.707 1111 0.812

<표 Ⅳ-14> 문항 3, M041069의 정답 확률 비교

- : 사례 없음 

<표 Ⅳ-14>에서 알 수 있듯이 ACD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

문에 각 인지요소를 습득할 때마다 정답 확률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범자연수(N1)를 습득할 때 증가량은 0.227이고, 분수

와 소수(N2)를 습득할 때 증가량은 0.285로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에 

분수와 소수(N2)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경우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동일하게 습득했

다는 가정하에 범자연수(N1)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약 0.127)이 분수와 

소수(N2)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약 0.106)보다 크고, 내용영역 인지요소

를 동일하게 습득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기(K2)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

(약 0.379)이 표현하기(A6)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약 0.185)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25, M031172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은 <표 Ⅳ-15>와 같고, 이 문

항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요소만을 남긴 (N1 D8 K2 K3 A6)으로 5개의 숫

자열로 인지패턴을 표시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내용영역 Q-행렬은 <표 

Ⅳ-15>의 N1부터 D8까지 일부이므로, (N1 D8)로 2개의 숫자열로 인지패

턴을 표시하였다. 

<표Ⅳ-15> 문항 25, M031172의 내용인지 Q-행렬 

Item N1 N2 N3 N4 G5 G6 G7 D8 K2 K3 K4 K5 A6 A7 R8

25 M031172 1 0 0 0 0 0 0 1 1 1 0 0 1 0 0



- 64 -

[그림 Ⅲ-1] TIMSS 2007 ITEM ID: M031172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인지패턴에 따른 정답 확

률은 <표 Ⅳ-16>와 같다. 

<표Ⅳ-16> 문항 25, M031172의 정답 확률 비교

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내용
영역 00 0.499 01 0.639 10 0.865 11 1.000

내용
인지
영역

00000 0.361 01000 0.391 10000 0.361 11000 0.391

00001 0.497 01001 0.526 10001 0.497 11001 0.526

00010 0.567 01010 0.597 10010 0.567 11010 0.597

00100 0.629 01100 0.659 10100 0.629 11100 0.659

00011 0.702 01011 0.732 10011 0.702 11011 0.732

00101 - 01101 0.794 10101 0.765 11101 0.794

00110 0.835 01110 0.865 10110 0.835 11110 0.865

00111 0.971 01111 - 10111 0.971 11111 -
- :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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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에서도 마찬가지로 ACD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

문에 각 인지요소를 습득할 때마다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내용영역만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문항 3, M041069의 분석에서

와 마찬가지로 범자연수(N1)를 습득할 때 증가량은 0.366이고, 표와 차트

(D8)를 습득할 때 증가량은 0.14로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에 범자연수

(N1)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행동영

역도 함께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경우,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를 동일하게 습득했다는 가정하에 내용영역 인지요소를 습득한다 하더라

도 그 차이가 0.03이하로 매우 작았다. 내용영역 인지요소를 동일하게 

습득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기(K2)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 0.268로 가

장 크고, 해석하기(K3)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이 0.206, 표현하기(A6)를 

습득했을 때의 증가량이 0.136으로 가장 작았다. 즉, 문항 3, M041069은 

문항 정답확률에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

부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문항 25, M031172은 문항 정답확

률에 내용영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보다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평가 결과를 피드백할 때 내용영역 Q-행렬로 추정한 경

우에는 빠르고 개괄적인 결과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용인지영역 Q-행렬

로 추정한 경우에는 분석을 위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

를 들어 문항 3, M041069를 맞히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ID 29외 7명과 

ID 121외 8명의 학생은 내용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은 (10)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분수와 소수(N2)를 미숙달 했음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D 29외 7명의 학생을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은 (1010)이고, ID 121외 8명의 학생을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은 (1011)로 다르게 나타나 내용영역 인지요소인 분수와 

소수(N2)는 미숙달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계산하기(K2)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영역 인지요소(예를 들어 범자연수(N1))와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숙달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분수와 소수(N2)의 계산하기(K2)를 학생이 

숙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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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 M041069에서 예로 보여준 학생들은 내용영역 Q-행렬로 추정

한 인지패턴이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의 내용영역 부

분과 동일한 경우였다. 문항 25, M031172의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 중 

ID 219 외 5명의 학생과 ID 91 외 5명의 학생, ID 11 외 4명의 학생은 

내용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은 (00)인데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은 (11011) 또는 (11010) 또는 (11001)이다. 즉, 내용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이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추정한 인지패턴의 

내용영역 부분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내용영역 Q-행렬로 분석할 때는 

범자연수(N1)와 표와 차트(D8)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하니 내용영역 인지요소들을 인식/회상하

는 정도로 숙달하였지만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에 해당하는 계산하기

(K2)를 숙달하지 못하여 문항을 맞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표 Ⅳ-16>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인지패

턴별 정답 확률 비교 결과 문항 특성상 내용영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

보다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가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하

였을 때는 문항을 맞히는데 내용영역의 숙달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인

지행동영역의 숙달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차원의 인지요소를 구분하여 인지요소를 설

정하였으므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

분을 어떻게 미숙달한 것인지 해석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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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용인지영역의 구분 여부에 따른 결과 해석 비교

앞서 국가에 따른 영역별 상대 적합도인 <표 Ⅳ-10>과 <표 Ⅳ-11>를 

통해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가 내용영역 Q-행렬, 인지행동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 

보다 훨씬 작게 나와, 인지요소의 설정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내용영역과 인지

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하긴 하지만 이 두 영역을 구분하여 구성한 내용

인지영역 Q-행렬과 두 영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인지요소를 나

타낸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을 적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인지

패턴 결과 비교를 통해 각각의 경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특징

을 파악해 보았다. 2.1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응답자료를 ACD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인지패턴별로 문항 정답 확률을 확인하여 평가 결

과를 해석했을 때 드러나는 차이로 역시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

했을 때는 문항을 맞히는데 내용영역의 습득이 중요한지, 인지행동영역

의 수준이 중요한지 확인하여 문항을 분류할 수 있었지만,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혼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인지요소를 나타낸 경우에는 

각 인지요소별 중요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문항25, 

M031172는 Q-행렬 제작과정에서 밝혔듯이 Lee, Park, Taylan(2011)의 인

지요소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으로 분류하여 내용인지영역 Q-행렬

이 충실히 구성된 대표적인 문항이다. 2.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

항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은 <표 Ⅳ-15>와 같고, 이 문항에서 필요로 하

는 인지요소만을 남긴 (N1 D8 K2 K3 A6)으로 인지패턴을 표시하면 

(00000)부터 (11111)까지 총 32가지의 인지패턴을 가진다. 그리고 이 문

항의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은 <표 Ⅳ-17>과 같고, 이 문항에

서 필요로 하는 인지요소만을 남긴 (N1 N2 D13 D15)로 인지패턴을 표시

하면 (0000)부터 (1111)까지 총 16가지의 경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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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TIMSS 2007 ITEM ID: M031172

<표Ⅳ-17> 문항 25, M031172의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 

Item
N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G
9

G
10

G
11

G
12

D
13

D
14

D
15

25 M031172 1 1 0 0 0 0 0 0 0 0 0 0 1 0 1

N1. Representing, comparing, and ordering whole numbers as well as demonstrating 

knowledge of place value.

N2. Recognize multiples, computing with whole numbers using the four operations, 

and estimating computations.

D13. Read data from tables, pictographs, bar graphs, and pie charts.

D15. Understanding different representations and organizing data using tables, 

pictographs, and bar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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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8> 정답 확률 비교

내용인지영역 Lee, Park, Taylan(2011)
인지 패턴 정답 확률 인지 패턴 정답 확률

00000 0.361 0000 0.355
00001 0.497 0001 0.402

00010 0.567 0010 0.560

00100 0.629 0100 0.698
01000 0.391 1000 0.406

10000 0.361 0011 0.607
00011 0.702 0101 0.745

00101 - 1001 0.453

01001 0.526 0110 0.902
10001 0.497 1010 0.610

00110 0.835 1100 0.748
01010 0.597 0111 0.949

10010 0.567 1011 0.657
01100 0.659 1101 0.796

10100 0.629 1110 0.953

11000 0.391 1111 -
00111 0.971

01011 0.732
01101 0.794

01110 0.865

10011 0.702
10101 0.765

10110 0.835
11001 0.526

11010 0.597
11100 0.659

01111 -

10111 0.971
11011 0.732

11101 0.794
11110 0.865

11111 -
- :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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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지패턴별 정답 확률을 살펴보자. 내용인지영역 Q-행렬에 대한 

인지패턴 정답 확률은 2.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항을 내용인지영

역 Q-행렬로 분석하면 내용영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보다 인지행동영

역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가 중요한 문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필요로 하는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 중에서도 계산하기(K2)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표현하기(A6)가 가장 작은 영향을 끼쳤다.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에 대한 인지패턴 정답 확률은 N2와 D13의 습득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2와 D13을 모두 습득한 

경우의 정답확률은 0.9이상, N2는 습득하고 D13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는 

0.7이상 0.8미만, N2를 습득하지 못하고 D13을 습득한 경우는 0.6이상 

0.7미만, N2와 D13 모두 습득하지 못한 경우는 0.3이상 0.5미만이므로 이 

문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지요소는 N2이고, 그 다음 큰 영향을 

끼치는 인지요소는 D13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요소가 내용영

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것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평가 결과를 피드백할 때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추정한 

경우에는 분석을 위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인지요소를 나타낸 경우에는 

내용영역 Q-행렬로 추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ID 1 외 63명은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로 인지패턴을 구하였을 때 (1011)인 

집단으로, N2(곱셈을 인식하기, 사칙연산을 이용하여 범자연수에서 계산

하기와 계산 결과를 어림하기)를 숙달하지 못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그러나 위 학생 중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

의 인지패턴을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해 보면 (11010)

로, 수학적 내용(범자연수(N1), 표와 차트(D8))은 숙달하였으나 인지행동

적 측면(계산하기(K2), 표현하기(A6))은 숙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해석할 때 N범자연수(N1) 영역에서 계산하기(K2)를 숙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항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수학 내용영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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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소수(N2) 등)에서 계산하기(K2)를 숙달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다. 다만 인지행동영역이 사고과정의 숙달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영역임을 생각하면, 이 학생의 경우는 계산하기(K2)를 넘어서는 높

은 차원의 사고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구분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하면 학생의 사고수준을 파악

하기에는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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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진단평가에서 숙달/미숙달을 이분화하기에 적합

한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숙달/미숙달로 이분법적인 분리가 모호한 사고

과정의 숙달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영역인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가 가

지는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의 결합방식에 따라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평가 자료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인지요소의 특성과 적용한 인지진단모형을 기준으로 경향성을 파악

하고, 본 연구와 같이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로 구

분한 논문을 토대로 연구 가설을 세웠다. 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영역 인지요소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

이므로 안다/모른다로 이분화하기에 적합한 인지요소(유민경. 2018)로, 숙

달 인지요소가 미숙달 인지요소를 보상하기 어려운 비보상적 성격이 강

하다. 따라서 필요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해야만 문항을 맞힐 수 있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하나의 인지요소라도 숙달하지 못하면 모든 인지요소

를 숙달하지 못한 것과 같은 확률을 부여하는 비보상적 모형인 DINA 모

형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는 습득한 내용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 요소(유민경, 2018)로,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일

하게 추출될 수 있고, 사고과정의 숙달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용영역 인지요소와는 달리 숙달 인지요소가 미숙달 인지요소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필요한 인지요소 

중 한 가지 인지요소만 숙달해도 문항을 맞힐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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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된 인지요소가 다른 미숙달된 인지요소를 보상하는 보상적 모형인 

DINO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인지요

소는 비보상적인 성격에 가까운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보상적 성격에 가

까운 인지행동영역 인지요소를 모두 담고 있으므로 각각의 인지요소가 

문항의 정답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형적으로 문항의 정답을 맞

힐 확률이 증가할 것이므로 ACDM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이 가설이 실제 평가에서 확인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TIMSS 2007 4학

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홍콩, 싱가폴, 미국, 슬로베니아, 아르메니

아, 카타르, 쿠웨이트 7개국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Lee, 

Park, Taylan(2011)이 이 검사지의 인지요소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

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한 것을 토대로 내용영역 인지요소와 인지행동영

역 인지요소를 추출하였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영역 Q-행렬과 인지행

동영역 Q-행렬, 이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을 구성

한 뒤 동일한 모형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Lee, Park, Taylan(2011)의 Q-

행렬과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내용영역 Q-행렬, 인지행동영역 Q-행렬, 내용인지 Q-행렬 각각에 

DINA 모형, DINO 모형, ACDM 모형, GDINA 모형의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를 구하여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미국과 카타르

를 제외한 다섯 개의 국가는 DINA 모형과 DINO 모형에서 절대 적합도 

0.05미만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ACDM 모형과 GDINA 모형 중 문항 

모수의 개수와 응답 자료의 사례 수를 모두 고려한 BIC 수치 비교 결과 

ACDM 모형이 내용영역 Q-행렬, 인지행동영역 Q-행렬, 내용인지영역 Q-

행렬,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었다. 미

국의 경우는 DINA 모형과 DINO 모형에서도 절대 적합도 0.05 미만의 기

준을 만족하여 모든 모형이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추정할 것이라 판단했

고, BIC 수치 비교 결과 앞서 밝힌 5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4가지 행렬 

모두에서 ACDM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타르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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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모형 모두 절대 적합도 0.05 미만의 기준을 

만족하였고, BIC 수치 비교 결과 본 연구의 가설과 동일하게 내용영역 

Q-행렬에서는 DINA 모형, 인지행동영역 Q-행렬에서는 DINO 모형, 내용

인지영역 Q-행렬에서는 ACDM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러한 결과는 실제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2000년대 국내 논문 및 

보고서 30편과 국외 논문 9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형인 혼합(Fusion)모

형과 DINA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인지요소 간 관계성은 비보상적 성격

을 지니므로, 인지요소 간 관계성을 선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ACDM 

모형과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때 통계적 효

율성이나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인지요소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인지요소간 관계성은 어떠한지를 고려

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고 각각의 평가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평가 결과에 인지진단 모

형을 적용할 때, 카타르를 제외한 6개 국가에서 4종류의 Q-행렬 모두에 

적합한 모형은 ACDM 모형임을 확인하였으므로, ACDM 모형을 내용영역

만 고려한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모두 고려하

였지만 이 둘을 분리한 내용인지영역 Q-행렬, 이 둘을 인지요소 하나에 

적절히 녹아낸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에 적용하여 평가 결과

의 해석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내용영역 Q-행렬과 내용인지영역 Q-행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가 내용영역 Q-행렬 또는 인지

행동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 보다 훨씬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결과는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의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인지영역 

Q-행렬의 상대 적합도와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의 상대적합

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동시에 고려하

기만 한다면 이 두 영역의 결합방식은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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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내용인지영역 Q-행렬로 분석할 경우 내용영역 Q-행렬과 

Lee, Park, Taylan(2011)의 Q-행렬에 비해 문항이 수학적 지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수학적 사고 수준(인지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분석하기에 용이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수학적 사고 수준의 측정이

라면 내용인지영역 Q-행렬과 같이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을 구분하여 

인지요소를 설정하고 Q-행렬을 구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이 경우

에는 평가 결과를 피드백할 때 인지행동영역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서술

할 경우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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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제 시행된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때 어떤 모형을 

적용해야 평가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

이 되고자 실제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논문과 보고서를 토대로 

인지요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연구 가설을 세운 뒤 

실제 시행된 TIMSS 2007 4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응답자료로 확

인을 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지진단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인지요소에 대한 수학교육학

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지요소를 내용영역과 인지행동영역

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선

행연구를 분석했을 때, 인지요소를 설정한 이유와 기준이 드러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인지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해석이 크

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의 목적에 맞게 인지요소를 구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 가설을 확인해 보고자 TIMSS 2007 4

학년 수학 Booklet 4 검사지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한 가지 

평가에 적용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PISA 등 다양한 평가에 적용하여 인지요소

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사례를 늘

려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미국과 카타르는 표본의 크기가 500 이상으로 꽤 큰 집단이

고, 그 외의 국가는 300 미만으로 미국과 카타르에 비해 소규모 집단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인지패턴을 분석할 때 미국의 응답자

료에 ACDM 모형을 적용한 경우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교급에 적용

할 때에는 그 표본의 크기가 500 이상이 되기 힘든 점을 생각하여 소규

모 표본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적용이 가능할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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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를 통해 적합한 모

형으로 판단된 ACDM 모형만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절대 적합도와 상대 적합도 수치상 적합한 모형이 아니라

고 판단된 DINA 모형이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적합도 수치가 좋지 않은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는 적합

도 수치가 좋은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와 분석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을 전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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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education in Korea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general curriculum, assessments 

should be utilized to provide students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est 

results, guide students to reflect and improve their learning and to help 

teachers conduct better classes. The 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 (CDA) 

can fulfill the purpose of assessment because it estimates the mastery or 

non-mastery of attributes and diagnoses each student’s ability and cognitive 

processes. Various cognitive diagnostic models have been developed since 

Tatsuoka(1983) first presented the earliest model.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model that has the best-fit for the given assessment. 

  In the national curriculum, the achievement objectives of the mathematics 

education are stated in terms of mathematical content domains and cognitive 

behavioral domains. Furthermore, th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ssessments, such as TIMSS and PISA, also covers both type of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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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the traits that the 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 evaluates should 

involve both domains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we first classified the attributes into two categories : 

content-related attributes and cognitive behavior-related attribut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formulated several hypotheses about appropriate 

cognitive diagnostic model for the types of attributes used in the cognitive 

diagnosis. To verify the formed hypotheses, we explored the data of TIMSS 

2007 fourth grade mathematical test and analyzed the model fit for each 

pair of cognitive diagnostic models and the types of attributes.

  The hypotheses are as follows:

1. The DINA model is suitable for the content-related attributes, because the 

attributes for content domains are non-compensatory.

2. The DINO model is suitable for the cognitive behavior-related attributes, 

because the attributes for cognitive behavioral domains are compensatory.

3. The ACDM model, whose probability of correct answers is linearly 

increasing, is suitable for the content-cognitive combined attributes, because 

the combined attributes of content and cognitive domains are partially 

compensatory.

  Using the response data from seven countries (Hong Kong, Singapore, the 

United States, Slovenia, Armenia, Qatar, Kuwait) for the TIMSS 2007 

Fourth grade mathematics booklet 4, the absolute fit indices (MADcor, 

SRMSR) and relative model fit (-2LL, AIC, BIC) were compared for each 

of the DINA, DINO, ACDM and GDINA model.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data of the six countries except Qatar, ACDM model is the best fitting 

model regardless of the types of attribute. On the other hand, for the data 

of Qatar, DINA, DINO and ACDM model was the best model for content, 

cognitive behavioral and content-cognitive domains, respectively,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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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ident with the hypotheses we formed.

  In the TIMSS data analysis, we compared the correct response probability 

of each attribute pattern to explain the model fit index for each attribute 

domain, an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both of the content domains and the cognitive behavioral 

domains at the same time. Second, if the content and cognitive attributes are 

both considered simultaneously but separately, it can help to interpret 

students status in both aspects of content and cognitive level independently. 

On the other hand, if the content and cognitive attributes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and conjointly, the attributes can be converted to the 

feedback statement that can be understood easily by students. So, whether to 

separate or conjoint the content and cognitive behavioral domains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ssessmen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gnitive diagnostic models should be 

determined by contempl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ssment and the 

cognitive attributes, rather than by seeking the ease of calculation and 

interpretation or by just applying the same model used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can help researchers construct the attributes for 

the cognitive diagnostic model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assessment.

Keywords : Cognitive Diagnostic Model, DINA, DINO, ACDM, Cognitive 

Attributes, Model fit index

Student Number : 2018-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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