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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에서는 컨닝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단위 검사 수준
에서 정답지 위치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문항들의 답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답지 위치 변경이 문항 특성이나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동일한 시험에서 일부 문항들의 답지 위치를 변경한 복수의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한가 혹은 답지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도 문항 특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명
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문항에서의 답지 배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답
지 배열 원칙을 지켜 개발된 ‘기준검사’와 기준검사와 문항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되 각 문항의 답지 위
치들이 다른 ‘답지 재배열 검사’에서의 피험자 응답 결과를 비교하고, 정답지의 위치에 따른 문항정답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답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검사 총점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개별 문항 수준에서는 문항정답률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답지가 양극단보다 중앙에 
위치할 때 정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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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들의 치 혹은 순서는 답지들 내의 논리  계, 답지의 길이, 체 

검사에서 정답지 치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그러나 이 게 개별 문항 수 에서 결

정된 답지들의 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선다형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에

서 응시자들이 다른 사람의 답을 베끼는 부정행 를 방지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문항들의 

답지 배열을 다르게 한 복수의 검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는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추출해 

검사를 제작하거나 검사동등화를 해 동일한 가교 문항들을 2개 이상의 검사에 공통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 검사 체 으로 정답지 치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key balancing) 개

별 문항들의 답지 치를 재조정하는 경우 등이 그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 혹은 목 으로 인해 검사 상황에서 선다형 문항의 답지 치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특히 최근에는 핸드폰과 같은 첨단 통신 매체를 이용한 시험 부

정행 가 문제시되면서 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 시험 는 각종 자격시험에서 부정행

를 미연에 방지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선다형 문항의 답지 치를 무선 으로 재배열하여 

정답지 치가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검사지를 제작해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그

러나 동일한 시험에서 문항들의 답지 치를 다르게 한 복수의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가교

문항을 사용한 검사동등화 상황에서 가교 문항들의 답지 치를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등의 

행이 정당성을 갖기 해서는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치의 변경이 문항에 한 피험자

들의 반응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이 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

이 실제로 타당한가에 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시험에서 답지 치 변경이 검사  개별 문항의 특성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  선다형 문항을 사용한 시험에서 필요에 따라 답지 

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반 인 행의 근거를 생각해 보고, 이어서 문

항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지만 답지들의 배열 순서가 다르게 의도 으로 제작된 검사들을 

사용하여 문항의 답지 치가 달라졌을 때 학생들의 문항에 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그

리고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시험 부정행  방지를 한 책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답지들

의 치를 무선 으로 재배열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시험의 공정성 측면에서 

한가, 그리고 가교문항을 사용한 검사동등화 상황이나 문제은행을 활용한 검사 등에서 필요

에 따라 선다형 문항의 답지 치를 변경하는 행이 타당한가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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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각 문항들의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

이 개별 문항의 특성  검사 결과에 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향을 미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들의 순서 혹은 치

를 결정하는 일반 인 원칙과 그 논리를 검해 보고, 이어서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

에서 각 문항의 답지들의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피험자들의 반응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가를 경험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해 선다형 문항에서의 일반 인 답지 배열 원칙을 지켜 제작된 ‘기

검사’와 문항의 내용과 순서는 기 검사와 동일하되 답지들의 치가 다른 4 종류의 ‘답지 

재배열 검사’를 제작하 다. 그리고 각 피험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기 검사와 4종류

의 답지 재배열 검사들  하나를 무선 으로 할당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각 검사 유형에 

따라 검사 총   개별 문항 수 에서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에 한 피험자들의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피험자들은 특정 치의 답지를 정답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만일 답지의 

치에 따른 선호도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배열의 일반 인 원칙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 원칙에 

따라 구성된 답지들의 순서를 재배열해야 하는 경우에, 답지 치 재배열이 검사  개별 

문항의 특성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해 우선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배열과 련해 일반 으로 언 되는 원칙  이들 원칙들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를 토

로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들의 치 혹은 배열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논리 으로 타당한가

를 검토한다. 한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치 변경이 검사  문항의 특성에 미치는 향

에 해 다룬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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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다형 문항의 답지 배열 원칙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는 문항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를 들어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오답지의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문항의 난

이도와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가 갖는 이러한 요성을 반 하듯, 

선다형 문항의 문항작성지침은 상당수가 답지와 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의 요성에 한 강조는 답지의 내용과 진술 방법에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답지의 치 혹은 배열에 한 심은 상 으로 어 보인다. 

선다형 문항의 문항작성지침  답지의 배열과 련해 언 되는 원칙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이다(강승호 외, 1996; 황정규, 1998;. Haladyna & Downing, 1989). 첫째, 단  검사 수 에서 

정답의 치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한다. 이것은 정답이 ②번이나 ③번과 같은 특정한 답지에 편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부분의 선다형 검사들은 이 원칙을 고려해 문항 출제 후 검사 

체 수 에서 답지들의 치를 재조정하는 것을 례로 따르고 있다. 이 원칙은 피험자들의 응

답경향1)(response sets)이 검사 결과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치에 정답이 편 되지 않게 함으로써 특정 치의 답지를 선호하는 응답경향이 있는 

피험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답지들 간에 논리 , 수리  순서가 있을 때 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답지들 간에 존재하는 논리 , 수리  순서를 존 해서 

답지를 배열하라는 것으로, 필수 사항이라기보다는 선택 인 권고사항 정도로 언 된다. 

한 이 원칙은 때로는 더 확장되어 ‘답지는 가  단순․간결하게 배열한다’는 것으로 제시

되기도 한다. 즉, 숫자로 제시되는 답지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단어로 된 답지는 가,

나,다 순으로, 어구나 문장으로 된 답지는 답지의 길이 순으로 배열한다는 것이다(Mehrens 

& Lehmann, 1984). 이는 답지 배열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피험자들이 답지를 쉽고 

빠르게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불규칙한 답지 배열로 인한 불필요한 혼선이 없

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상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

해야 한다는 뚜렷한 원칙은 없다. 이것은 선다형 문항에서 1번, 2번, 3번 등의 답지 치는 

1) 응답경향이란 ‘동일한 내용이 다른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검사 문항에 서로 다른 응답을 일으키는 경향성’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ronbach, 1946). 정의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들에서 나타나는 응답경향에 한 연

구는 충분히 이루어져왔음에 비해 성취도 검사에서 의 응답경향에 한 심은 상 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이 문항의 답지를 끝까지 다 읽지 않고 ‘정답보다 앞에 있는 오답지를 답

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거나(Clark, 1956; Gustav,1963), ‘ 앙의 답지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

다고 (Rapaport & Berg, 1955)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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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하며, 답지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치에 배치하는가가 문항의 성격이나 기능에 

본질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들의 치 혹은 순서는 필연 이거나 고정 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답

지들의 치는 필요하다면 변경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답지의 치는 필연 이거나 고정 이지 않다’는 사실이 곧 답지들의 치 혹은 

순서를 바꾸어도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등의 문항 특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의 순서 혹은 치를 변경하는 것

이 문항 특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은 1940년  이후 검사 제작자들에게 꾸 히 

제기되어온 문제 다. 

‘답지 치 변경이 문항 특성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가 특히 요하게 제기

되는 상황은 두 개 이상의 검사에서 동일한 문항을 답지 치만을 변경해 사용할 때이다. 검

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여러 목 과 조건들로 인해 문항의 답지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다. 를 들어 선다형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다른 사람의 답을 베

끼는 부정행 를 방지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문항들의 답지 배열을 다르게 한 복수의 검사

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추출해 검사를 작성하거나 검사동등화

를 해 동일한 문항들을 2개의 검사에 공통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검사 체 으로 정답지 

치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key balancing) 개별 문항들의 답지 치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문항 특성의 동등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답지 치를 변경해 두 개 이상

의 검사에서 사용하기 해서는, 답지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문항의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제되어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동일한 시험에서 각 문항의 답지 치

를 다르게 제작한 각기 다른 검사지에 답해야 하는 피험자들 간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거나 

반 로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한 검사 동등화나 척도화 과정의 오

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과연 옳은가에 한 경험 인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2.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배열 효과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배열이 문항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크게 두 유형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답지의 배열 방법에 한 것으로, 답지를 논리 인 순서로 배

치하는 것과 무작 로 배치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항

의 답지 치를 변경하는 것이 문항의 난이도 등에 의미있는 변화를 래하는가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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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험자들이 특정 치의 답지를 더 선호하는 일종의 응답경향이 존재하는가 혹은 답

지 치를 재배열한 복수의 검사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려는 연구들이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로 Huntley와 Welch(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수학 시험에

서 답지를 논리  순서(수의 크기에 따라)에 따라 배열하도록 하는 문항작성지침의 경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문항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면서 답지 배열 순

서만이 다른 두 유형의 검사지를 제작하 다. 검사 A는 답지를 논리  순서에 따라 배열하

고, 검사 B는 답지를 무작 로 배열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이들은 답지를 배

열하는 방법이 문항의 난이도  검사를 받는 속도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하 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의 재배열 혹은 정답지의 치 등이 문항 

특성에 향을 미치는가에 심을 갖는 연구들로 다양한 형태의 응답경향들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Attali와 Bar-Hillel(2003)은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치의 효과를 다각 으로 분석하고, 실

제 검사 장면에서 피험자들이 정답을 추측할 때 앙의 답지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middle 

bias)이 있는가를 검토하 다. 이를 해 연구자들은 동일한 문항들로 구성되면서 각 문항의 

답지 치들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검사를 제작하 다. 즉, 첫 번째 검사에서의 답지 치를 

A, B, C, D라고 하면, 두 번째 검사에서 답지 치는 B, A, D, C가 되도록 하여, 첫 번째 

검사에서 정답이 양극단 치(A, D)에 있었다면 두 번째 검사에서는 정답이 앙에 오고, 반

로 첫 번째 검사에서 정답이 앙(B, C)에 있었다면 두 번째 검사에서는 정답이 양극단에 

치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이들은 정답이 앙에 있는 경우보다 양극단에 치할 때 문항

에 한 정답률은 더 낮아지며, 반 로 문항의 변별도는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상은 문항의 정답을 모르고 정답을 추측하는 피험자들이 양극단의 답지보다는 앙의 답

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 정답 치가 앙에서 양극단으로 변

경될 때 나타나는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의 변화는 어려운 문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려운 문항일수록 추측에 의해 답하는 피험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연구자들은 선다형 문항에서 정답의 치도 문항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측정학  변인임을 강조하고, 문항 개발자들은 문항의 심리측정학  모

수치를 추정할 때 정답지의 치도 하나의 변수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gly(1987)는 ‘피험자들이 답지를 끝까지 모두 읽지 않고 답을 선택함으로써, 정답보다 앞

의 답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그는 학생들이 

선택한 오답이 실제 정답보다 얼마나 더 앞에 혹은 뒤에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답지 치

에 따른 선호도(positional response bias)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하 다. 그 결과 실험에 참여

한 62명  약 10%인 6명의 학생들에게서 실제 정답보다 더 앞의 답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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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한 그는 응답경향이 피험자의 시험요령(testwiseness) 혹은 추측 략과 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변인간의 련성을 탐색하 으나, 시험요령과 응답경향성 간에 의미

있는 련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Cizek(1994)은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의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문항 난이도 수 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 다. 759명의 의  졸업생들은 의학 자격 검정시험

의 일부로 20개의 선다형 문항에 응답하 다. 문항들은 일정 시간 동안 시각자료를 보여주

고 30개의 답지들  제시된 자료에 부합하는 최선의 답지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다. 30개의 

선택지들의 치가 서로 다른 A, B 두 개의 응답지(검사지)가 사용되었으며2), 피험자들을 무

선 으로 두 집단으로 나 고 한 집단은 A 응답지 다른 집단은 B 응답지에 답하도록 하

다. 그 결과 두 응답지에서 각 문항의 정답률은 높은 상 을 나타냈지만, 개별 문항들의 난

이도의 차이는 -.02～+.10의 범 를 나타냈으며, 4개의 문항에서는 문항 정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는 답지 치 변경이 문항 특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변화의 방

향과 크기는 측이 불가능하다고 지 하고, 따라서 문항의 정답지 치를 바꾸는 것은 매

우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Bresnock, Graves, & White(1989)는 시험에서 부정행 를 방지하기 한 목 으로 문항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답지의 순서를 다르게 한 여러 유형의 검사지를 제작해 사용하는 

것과 련해, 동일한 시험에서 문항 순서나 답지 순서가 다른 여러 유형의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에 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그는 검사문항의 제시 순서와 정답지의 

패턴을 다르게 제작한 검사(정답의 치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한다(key balancing)는 원칙을 

벗어나 특정 치의 정답이 유난히 더 많은 비정상 인 답지 분포를 갖도록 제작된 검사)를 사

용해 시험을 실시하고 각 검사별로 학생들의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서 연구자들은 답지 배열과 련해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4지 선다형 문항에서 1

번과 4번에 정답지를 더 많이 배치했을 때 학생들은 1번의 정답은 더 많이 선택했지만 4번의 

정답을 더 많이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시 검사 A에서는 정답지의 치가 1번에 많이 배치되도

록 하고(36%), B 검사에서는 정답지가 4번에 많이 배치되도록(35%) 만들어 검사를 실시했을 

때, A검사에 응답한 학생들이 B검사에 답한 학생들보다 평균이 5  더 높았다. 이런 결과에 

해 연구자들은 1번 답지는 그것이 맨 처음에 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하

고, 4번 답지는 다른 오답지들로 인해 혼란을 느낀 후 맨 마지막에 치해 있기 때문에 덜 선택

2) 를 들어 20개의 시각 자료(문항)은 동일한 순서로 제시되지만 A형 응답지에서는 1번 문항의 정답지가 3

번째 선택지인데 비해 B형 응답지에서는 1번 문항의 정답지가 28번째 선택지이다. Cizek은 이러한 응답지 

설계가 두 응답지에서 각 문항의 정답지 치 간의 거리가 문항 특성에 향을 미치는가를 세 하게 비교

할 수 있게 해 다(5지 선다형은 답지 치 간의 차이가 최  4이지만, 이 설계에서는 답지 치 간 차이가 

최  29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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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정행  방지를 해 여러 유형의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엄미경․김 주․성태제(2005)가 선다형 시험에서 답지 순서를 무선 으로 재

배열하는 것이 문항 모수  피험자 능력 추정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

에서는 사 검사를 통해 능력 수 의 동등성이 확보된 세 집단을 상으로, 문항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지만 일부 문항에서 답지들의 치가 다른 A형(기본형), B형( 체 문항의 30%

에 달하는 문항에서 답지를 재배열한 검사), C형( 체 문항  60%에 달하는 문항에서 답지

를 재배열한 검사)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A, B, C 세 가지 유형

의 검사에서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검사 유형 간 피

험자 집단의 평균 수에도 차이가 없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답지 순서를 재배열하는 것이 

문항 특성  피험자 능력 추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

서 연구자들은 답지 재배열을 통한 문제지 유형의 다양화가 시험 부정행 에 한 방지 

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답지 치 재배열에 한 연구들은 답지 치를 변경하는 것이 문

항의 난이도, 변별도와 같은 문항 특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반 로 문항 

특성에 의미있는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는 어렵다. 연구 결과들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부분 으로는 연구에 사용된 검사의 내용이

나 성격, 연구 설계  분석 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다형 문항

에서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검사  문항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은 답지를 

재배열하는 특정한 목 이나 이유, 검사의 내용과 성격 등 구체 인 검사 조건 하에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다. 이 연구에서는 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역의 모

의평가 검사를 활용하여 수능과 같은 학력평가 장면에서 답지 재배열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특정 치의 답지에 한 피험자들의 선호도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해 1

번에서 5번까지 정답지 치를 체계 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기 검사와 4종류의 답지 

재배열 검사를 제작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 

Ⅲ. 연구 방법

선다형 시험에서의 답지 배열 효과를 연구하기 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 인 연구 

방법을 검사도구, 표집  연구설계로 나 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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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형 특성 및 개발 원리
기준검사

(1종: A형) 답지의 논리적 순서, 길이 등을 고려해 최적의 답지 배열이 이루어진 검사.

답지재배열검사
(4종: B～E형)

주관식 문항, 듣기평가 문항, 삽화를 사용한 문항 등 답지 재배열이 불가능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답지 위치를 무선적으로 재배열한 검사들(단, 모
든 문항은 5지 선다형 문항이며, B～E형 검사에서 정답지 위치는 기준검사
에서의 정답지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4위치에 1회씩 위치하도록 함)

<표 2> 검사 유형별 특성  개발 원리 

영역 문항수 신뢰도 점수 분포*

평균 표준편차
언어 60 .85 24.5 9.0
수리 30 .82 8.2 5.2

외국어 50 .88 21.2 8.9
* 정답 수 수로 역별 만 은 언어 60 , 수리 30 , 외국어 50 임.

<표 1> 역별 평가도구의 신뢰도  수 분포

1. 검사도구
이 연구를 해 언어, 수리, 외국어( 어) 3개 역의 검사를 제작하 다. 검사는 학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를 문 으로 실시하는 사설 평가기 에서 제작하 으며, 수능시험과 동

일한 형태와 수 의 문항들로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맞추어 구성하 다. 역별 검사 

문항 수는 언어 역 60문항, 수리 역 30문항, 외국어( 어) 역 50 문항이며, 검사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역별로 .82～.88 정도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역 검사의 신뢰도  검사 수(정답수 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언어, 수리, 외국어( 어) 각 역별로 5종류의 검사지가 제작되었다. 각 역의 검사들은 

크게는 기 검사(A형)와 답지재배열검사(B～E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 검사

란 답지들 간의 논리  순서나 답지 길이 등을 고려해 최 의 형태로 답지들을 배열한 검사

를 말한다. 이에 비해 답지재배열검사는 기 검사에서 각 문항의 답지 순서를 무선 으로 

재배열한 검사로서, 기 검사와 문항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지만 각 문항의 답지 치가 

다른 검사들이다. 답지재배열검사는 모두 4종류로 각 검사는 기 검사(5지 선다형 검사)에서

의 정답 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답지 치에 정답이 한 번씩 치하도록 체계 으로 

제작되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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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체 문항 수 답지 재배열 문항의 수 답지 재배열 
문항의 비율(%)

언어 60 48 80.0
수리 30 20 66.6

외국어 50 45 90.0

<표 3> 답지 치를 재배열한 문항의 수와 비율 

영역 기준검사 답지 재배열 검사 합계A B C D E
언어 268 249 246 233 236 1,232

수리(나) 263 249 241 249 234 1,236
외국어(영어) 281 268 273 264 256 1,342

<표 4> 시험 역  검사 유형별 응답자 수

각 역별 검사 문항  주 식 문항이나 삽화가 포함된 문항 등 답지 치를 무선 으로 

재배열할 수 없는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한해 답지 치 재배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언어 역에서는 48개, 수리 역에서는 20개, 외국어( 어) 역에서는 45개 문항의 

답지들이 재배열되었다. 각 시험 역별로 답지 치를 재배열한 문항의 수와 체 문항에

서 답지재배열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표집 및 연구 설계
2005년 12월 기 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검사를 실시하

다. 표집은 지역 규모를 고려해 ․소도시에서 3개교, 읍․면 지역에서 3개교를 임의로 표

집하 으며, 표집된 학교에 재학 인 2학년 학생 원에게 검사를 실시하 다. 표집된 학생

들에게는 언어, 수리, 외국어( 어) 3개 역의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각 학생들은 기 검사

(A형)와 4종의 답지 재배열 검사(B, C, D, E형)  무선 으로 할당된 1개 유형의 검사에 응

답하 다. 시험 역  검사 유형별 피험자 수는 <표 4>와 같다. 역별 총 피험자 수는 언

어 역 1,232명, 수리 역 1,236명, 외국어( 어) 역 1,342명이었으며, 각 역 내에서 5가

지 검사 유형(기 검사와 4종의 답지 재배열 검사)별로 할당된 피험자 수는 약 250명 내외

다. 단, 시험 종료 후 학생들의 답안지를 검토하여 하나의 답지 번호만을 계속 선택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의 답안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검사 실시 과정에서는 5종의 검사 유형에 할당되는 피험자 집단의 동등성을 확보하

기 해 각 학  내에서 5종류의 검사를 학생들에게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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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  내 좌석배치 순서나 학  번호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A, B, C, D, E의 검사를 순

차 으로 배부하 다. 

피험자 무선할당은 실험에서 가외변인(extraneous variable)을 통제하기 해 사용되는 가

장 일반 인 방법의 하나로, 각 피험자가 어떤 실험조건에 할당되는지 여부가 다른 피험자

의 할당 여부에 의해 향을 받지 않고  향을 주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많은 수의 피

험자를 각 실험조건에 무선 으로 할당하면, 각 집단에 할당된 피험자들의 성향이나 속성이 

궁극 으로는 동일해지고, 따라서 종속변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의 발생을 방

할 수 있다(박 배, 2003). 이 연구에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학  별로 학생들의 

좌석 배열이나 학  번호 등에 따라 5종류의 검사를 순차 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피험자

들을 실험조건(5종류의 검사)에 무선 할당하 다. 특히 시험 당일 좌석 배치나 출석 번호가 

성  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종류의 검사가 능력이 더 높거나 낮은 학생들에게 

체계 으로 할당되지 않도록 무선 으로 배부해  것을 검사 실시자에게 각별히 주지시켰

다. 이 연구의 표집 수는 1,200명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피험자 무선할당에 의해 각 실험

조건(기 검사  4 종류의 답지 재배열 검사)에 할당된 피험자들의 집단별 동등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차례 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기 검사’와 ‘답

지 재배열 검사’에서의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사 총   개별 문항 수 에서 비교, 

분석하 다. 다음으로 정답지의 치에 따라 동일 문항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며, 

정답지 치에 따른 문항 정답률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기 해 정

답지 치에 따른 정답률 변화와 피험자의 능력 수  간의 련성을 검토하 다.

1. ‘기준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 간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기 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들 간에 피험자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사 총 과 

개별 문항의 정답률이라는 두 가지 수 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먼  기 검사(A형)  4종

류의 답지 재배열 검사(B～E형)로 시험을 치른 각 집단들의 평균 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개별 문항 수 에서 답지들의 치를 달리한 5종류의 검사에서 각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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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검사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언어

기준검사(A형) 268 24.87 9.31

.45 .77
재배열 (B형) 249 24.65 8.64
재배열 (C형) 246 24.71 9.29
재배열 (D형) 233 24.26 9.14
재배열 (E형) 236 23.92 8.63

수리(나)

기준검사(A형) 263 8.44 5.24

.72 .58
재배열 (B형) 249 7.88 5.09
재배열 (C형) 241 8.10 5.40
재배열 (D형) 249 8.59 4.69
재배열 (E형) 234 8.22 5.59

외국어
(영어)

기준검사(A형) 281 21.29 8.94

1.07 .37
재배열 (B형) 268 22.11 9.62
재배열 (C형) 273 21.26 9.05
재배열 (D형) 264 20.85 8.48
재배열 (E형) 256 20.62 8.58

<표 5> 검사 유형별 평균 비교

의 정답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 다. 

가. ‘기 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 간 검사 총 의 차이

먼  ‘기 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들 간에 피험자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사 총

 수 에서 살펴보았다. 즉, 답지 치가 다른 5 종류의 검사지로 시험을 치른 집단들 간에 

검사 총 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역 모두에

서 검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기 검사

(A형)  4종류의 답지 재배열 검사(B～E형)로 시험을 치른 각 집단의 평균 수는 국어에

서 23.9～24.9 , 수학에서 7.9～8.6 , 어에서는 20.6～22.1  정도의 범 를 보이지만, 이러

한 집단 간 평균 수의 차이는 통계 으로 의미있는 수 은 아니었다. 특히 평균 수가 

가장 높았던 검사가 국어에서는 기 검사인 A형 검사이지만, 수학에서는 D형, 어에서는 B

형 검사 다. 

즉, ‘기 검사’로 시험을 치른 집단과 ‘답지 재배열 검사’들  하나로 시험을 치른 집단들 

간에 검사 총  수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은 이상 인 답지 배열이 이루

어진 기 검사(A)에 비해 정답지를 포함한 답지들의 치가 재배열된 검사를 받는 것이 특

별히 더 불리하거나 반 로 더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음을 의미한다. 



선다형 시험에서의 답지 위치 재배열 효과  3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역 답지재배열 문항 수 정답율이 변화한
문항 수 (백분율) 문항 번호

언어 48 18 (37.5) 2, 6, 8, 12, 14, 17, 18, 20, 27, 33, 34, 
42, 43, 44, 52, 54, 56, 60.

수리 20 15 (75.0) 1,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26, 29.

외국어 45 22 (48.9) 2, 3, 4, 7, 9, 10, 12, 16, 17, 18, 21, 22, 
24, 34, 38, 40, 41, 42, 43, 46, 48, 49.

<표 6> 답지 재배열에 따른 문항 정답률의 변화

나. ‘기 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에서 문항별 정답률의 차이

‘기 검사’와 ‘답지 재배열 검사’들 간에 피험자들의 반응의 차이를 검사 총  수 에서 검

토한 결과, 검사 종류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사 총  수 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곧 답지 치를 변경해도 개별 문항의 특

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별 문항의 특성이 변화함에도 불구하

고 검사 체 수 에서는 개별 문항들의 특성치의 변화가 서로 상쇄되어 검사 총  수 에

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개별 문항의 특성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확인해 보고자, 기 검사(A형)  4종의 답지 재배열 검사들(B～E형)에서 동일 

문항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총 5종의 검사지에서 정답지의 치가 달라

짐에 따라 동일 문항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해 5집단에서의 문항 수평균

(정답률)의 차이를 비교하 으며(F검증), 그 결과 언어 역에서는 답지 치를 재배열한 48

문항 에 18문항(37.5%), 수리 역에서는 20문항  15문항(75%), 외국어( 어) 역에서는 

45문항  22문항(48.9%)이 검사 유형에 따라 문항 정답률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답지 치를 재배열한 문항  정답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

았던 것은 수리 역이었으며, 반 로 정답률이 변화한 문항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언

어 역이었다. 이처럼 시험 역별로 답지 재배열 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크게는 역별 난이도의 차이와 시험 역별 내용 특성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피험자들이 정답을 

추측하게 되며 따라서 답지 재배열의 향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사용된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역 검사의 평균(정답수 수 평균)을 모두 100  만

 수로 환산하면 언어 역 40.9, 수리 역 27.3, 외국어( 어) 역 42.4로 수리 역의 

평균이 다른 두 역에 비해 히 더 낮았다. 한편 답지 재배열 효과의 크기는 피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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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풀지 못하고 정답을 추측하는 경우에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직 인 정보나 능력 

외에 부가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국어를 

사용해 검사를 치르는 언어 역에 비해 외국어( 어) 역이나 수리 역에서는 정답을 추

측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인 정보의 종류나 양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답지 

재배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요약하면, 검사 총  수 에서와는 달리 개별 문항 수 에서는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문항 정답률에 상당한 향을 미치며,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문항 특성에 미치는 향의 정도는 시험의 난이도나 시험의 내용 즉 과목의 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다. 그러나 문항 정답률의 차이는 기 검사가 답지재배열 검사보다 일 되게 높거나 

낮다기보다는, 검사유형별로 불규칙한 양상을 보 다(<표 7> 참조). 

2. 피험자들은 특정 위치의 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기 검사와 답지재배열검사를 치른 피험자 집단들 간에 검사 총  수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문항 정답률에서는 일부 문항들에서 답지 치를 달리한 검사들 간에 정

답률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 검사와 답지재배열검사들  특별히 어느 한 검사에서 

정답률이 더 높거나 낮아지는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이 에서는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문항 특성에 미치는 향을 보다 세 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우선 정답지의 치를 달리함에 따라 동일 문항의 정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즉, 정답지 치에 따른 문항 정답률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

서는 5개 유형의 검사지에서 각 문항의 정답이 ①～⑤의 치에 각각 한 번씩 치하도록 

답지들의 치를 체계 으로 재배열하 다. 따라서 동일한 문항에서 정답지가 ①, ②, …, ⑤

에 치했을 때의 문항 정답률을 직 으로 비교할 수 있다.

정답지의 치에 따라 동일 문항의 정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체 문항들의 평균 정답률은 정답지가 ①에 치할 때 가장 낮고 정답지가 ③이나 ④에 

치할 때 가장 높았다. 수학의 경우는 정답이 ① 혹은 ⑤일 때 평균 정답률이 낮고 정답이 

③일 때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어도 정답이 ①일 때 정답률이 가장 낮고 정답이 ③ 혹은 

④일 때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 다(<표 8> 참조).

체 으로 정답지 치에 따른 문항정답률은 정답이 양극단(①과 ⑤)에 있는 경우보다 

정답이 앙(②, ③, ④)에 있을 때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으며, 정답지 치에 따른 문항들

의 평균 정답률의 차이는 수리 역 시험에서 최  .1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언어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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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일련   답지
번호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0.32 0.46 0.32 0.41 0.37 0.42 0.53 0.54 0.49 0.44 0.84 0.86 0.87 0.87 0.87
2 0.23 0.25 0.27 0.26 0.24 0.51 0.52 0.52 0.52 0.47 0.75 0.84 0.84 0.79 0.81
3 0.24 0.28 0.30 0.26 0.28 0.35 0.39 0.44 0.43 0.34 0.60 0.62 0.75 0.70 0.63
4 0.19 0.16 0.24 0.20 0.19 0.34 0.39 0.39 0.41 0.39 0.30 0.29 0.33 0.36 0.40
5 0.20 0.28 0.26 0.22 0.28 0.34 0.33 0.36 0.36 0.34 0.62 0.62 0.60 0.61 0.60
6 0.67 0.79 0.74 0.79 0.80 0.18 0.18 0.23 0.25 0.17 0.29 0.31 0.32 0.27 0.31
7 0.41 0.36 0.39 0.44 0.43 0.28 0.36 0.40 0.35 0.32 0.25 0.36 0.30 0.29 0.27
8 0.79 0.81 0.80 0.82 0.73 0.15 0.20 0.21 0.20 0.14 0.63 0.66 0.69 0.71 0.63
9 0.45 0.56 0.57 0.52 0.57 0.32 0.41 0.40 0.40 0.33 0.35 0.37 0.44 0.43 0.32
10 0.32 0.28 0.35 0.41 0.35 0.23 0.33 0.31 0.34 0.28 0.55 0.54 0.55 0.56 0.44
11 0.22 0.25 0.28 0.25 0.25 0.43 0.51 0.53 0.48 0.44 0.70 0.68 0.70 0.70 0.73
12 0.49 0.55 0.51 0.45 0.47 0.28 0.41 0.40 0.36 0.27 0.60 0.65 0.69 0.61 0.57
13 0.34 0.46 0.54 0.56 0.47 0.13 0.21 0.26 0.28 0.14 0.28 0.32 0.34 0.37 0.29
14 0.44 0.52 0.50 0.55 0.44 0.18 0.21 0.31 0.23 0.20 0.35 0.46 0.39 0.43 0.42
15 0.24 0.22 0.27 0.28 0.21 0.33 0.43 0.44 0.39 0.29 0.54 0.57 0.64 0.60 0.53
16 0.43 0.51 0.51 0.59 0.48 0.22 0.24 0.28 0.29 0.21 0.15 0.20 0.25 0.17 0.25
17 0.28 0.32 0.38 0.36 0.34 0.18 0.27 0.29 0.27 0.19 0.37 0.39 0.38 0.45 0.31
18 0.43 0.50 0.49 0.47 0.43 0.35 0.43 0.44 0.46 0.34 0.66 0.71 0.69 0.67 0.65
19 0.19 0.30 0.32 0.33 0.28 0.22 0.37 0.37 0.32 0.25 0.59 0.59 0.55 0.62 0.54
20 0.49 0.47 0.52 0.52 0.53 0.15 0.21 0.26 0.26 0.19 0.09 0.14 0.18 0.17 0.13
21 0.50 0.53 0.55 0.57 0.52 0.40 0.46 0.52 0.46 0.41
22 0.35 0.33 0.42 0.34 0.38 0.26 0.39 0.34 0.37 0.30
23 0.22 0.27 0.37 0.28 0.30 0.48 0.42 0.46 0.37 0.43
24 0.53 0.63 0.61 0.60 0.55 0.29 0.35 0.31 0.34 0.31
25 0.40 0.34 0.36 0.36 0.35 0.28 0.33 0.33 0.29 0.27
26 0.49 0.52 0.53 0.53 0.51 0.41 0.42 0.46 0.47 0.41
27 0.54 0.55 0.56 0.58 0.53 0.40 0.49 0.44 0.43 0.42
28 0.38 0.35 0.36 0.39 0.35 0.39 0.44 0.45 0.50 0.43
29 0.28 0.32 0.36 0.38 0.34 0.46 0.42 0.43 0.45 0.44
30 0.20 0.22 0.21 0.21 0.14 0.43 0.55 0.47 0.46 0.42
31 0.28 0.37 0.31 0.30 0.30 0.32 0.37 0.39 0.38 0.32
32 0.32 0.31 0.37 0.43 0.33 0.16 0.16 0.20 0.20 0.16
33 0.55 0.63 0.59 0.66 0.56 0.22 0.26 0.30 0.26 0.29
34 0.45 0.52 0.57 0.47 0.54 0.19 0.28 0.34 0.33 0.26
35 0.40 0.33 0.34 0.33 0.35 0.51 0.54 0.61 0.56 0.54
36 0.38 0.46 0.44 0.47 0.46 0.39 0.40 0.46 0.49 0.38
37 0.50 0.55 0.59 0.59 0.51 0.25 0.35 0.33 0.34 0.29
38 0.62 0.67 0.65 0.61 0.59 0.24 0.30 0.29 0.33 0.23
39 0.26 0.25 0.29 0.34 0.33 0.38 0.52 0.50 0.48 0.41
40 0.30 0.27 0.40 0.39 0.28 0.20 0.24 0.27 0.22 0.21
41 0.33 0.30 0.37 0.33 0.32 0.31 0.32 0.35 0.32 0.24
42 0.22 0.26 0.33 0.37 0.28 0.33 0.33 0.31 0.34 0.29
43 0.44 0.43 0.43 0.47 0.39 0.29 0.34 0.43 0.32 0.39
44 0.26 0.35 0.38 0.41 0.29 0.23 0.27 0.31 0.32 0.22
45 0.19 0.22 0.27 0.24 0.24 0.31 0.31 0.32 0.34 0.36
46 0.14 0.21 0.22 0.20 0.20
47 0.22 0.28 0.30 0.27 0.27
48 0.25 0.28 0.32 0.35 0.34

정답률평균 0.36 0.40 0.42 0.42 0.39 0.27 0.34 0.37 0.35 0.28 0.39 0.43 0.44 0.44 0.40
* 음 으로 처리된 것은 ‘기 검사’에서의 정답 치임

<표 7> 정답지 치에 따른 문항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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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수준
영역 상 중 하

언어 -1.2 -2.0 -4.6
수리 -3.8 -7.4 -7.0

외국어 -2.4 -3.0 -4.7

<표 9> 피험자 능력 수 별 정답지 치(양극단- 앙) 효과

영역 정답지 위치 최대값-최소값1 2 3 4 5
언어 0.36 0.40 0.42 0.42 0.39 .06
수리 0.27 0.34 0.37 0.35 0.28 .10

외국어 0.39 0.43 0.44 0.44 0.40 .05

<표 8> 정답지 치에 따른 역별 문항들의 평균정답률 

서는 .06, 외국어 역에서는 .05 다. 이것은 수리 역이 언어나 외국어 역에 비해 평균

인 문항정답률이 낮으므로 추측에 의해 답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상 으로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정답을 추측할 때 답지의 치 외의 다른 요소들(문법, 어휘의 단서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도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정답이 ①과 ⑤에 치할 때보다는 ②, ③, ④에 치할 때 정답률이 높아지는 

상은 Attali 와 Bar-Hillel(2003)가 주장한 ‘피험자들이 정답을 몰라서 답을 추측할 때 양극

단에 치한 답지보다는 앙에 치한 답지를 선호하는 경향(middle bias)’과 부합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앙의 답지를 선호하는 응답경향이 존재한다’는 가설

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기 해 동일 문항에서 정답지가 양극단(①과 ⑤)에 치하는 경우

와 앙(②, ③, ④)에 치하는 경우에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답률의 차

이가 피험자 능력 수 과 어떤 계가 있는가를 추가 으로 분석해 보았다. 정답지 치에 

따른 문항정답률의 차이 즉, 정답지 치에 따른 효과가 학생들이 정답을 추측할 때 양극단

보다는 앙의 답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면, 답지 치에 따른 정답률의 변화 

정도는 추측에 의해 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하  능력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

로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지 치 효과가 과연 ‘추측’의 결과인가를 확인하기 해 피험자들을 능력수 (검사총

)에 따라 상, , 하의 세 집단으로 나 고, 정답이 양극단에 치할 때와 앙에 치할 

때의 문항정답률 차를 구하 다. 그 결과 언어와 외국어( 어) 역에서 학생들의 능력 수

이 낮을수록 정답지 치에 따른 정답률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수리 역에서도 상

집단에 비해   하 집단에서 정답지 치에 따른 정답률 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표 

9> 참조). 단, 수학에서는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정답률 변화 정도에 차이가 별로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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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수학이 다른 역에 비해 문항 정답률이 체로 낮아서 집단이나 하 집

단에서 문항을 푸는데 느끼는 곤란도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 표에서 정답지가 양극단에 치할 때와 앙에 치할 때의 정답률의 차이가 

일 되게 음수의 값을 보이는 것은 정답이 양극단에 치할 때보다 앙에 치할 때 정답

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Ⅴ.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문항에서 답지의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문항 특성  검사 결과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이 연구를 해 언어, 수리, 외국어( 어) 3개 역 별로 문항

의 내용과 순서는 동일하지만 답지들의 치가 다른 5종류의 검사를 개발하여 고등학교 2학

년 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다형 문항의 답지 배열 원칙에 따라 제작한 ‘기 검사’와 기 검사 상의 답지 

치들을 무선 으로 재배열한 ‘답지 재배열 검사’들 간에 검사 총  수 에서는 의미있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문항 수 에서는 답지들의 치가 달라짐에 따라 

문항 정답률에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는 문항들이 상당 수 존재했으며, 시험 역 별로 특히 

수리 역에서 문항정답률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의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외국어(언어) 

역, 언어 역 순이었다. 

둘째, 피험자들이 특정 치의 답지를 보다 선호하는 일종의 응답경향이 존재하는가를 확

인하기 해 정답지의 치에 따라 문항의 정답률을 비교해 본 결과, 정답이 양극단(①과 

⑤)에 치할 때보다는 앙(②, ③, ④)에 치할 때 정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

답지의 치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는 언어나 외국어( 어) 역보다 수리 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 검사 총 을 기 으로 학생들을 능력 수 에 따라 상 , , 하  집단으

로 구분했을 때, 피험자의 능력 수 이 낮을수록 정답지의 치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각 문항들의 답지 

치를 변경하는 것은 검사 총  수 에서는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선다형 문항의 답지 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개별 문항의 특성에 향을 주지 않아서라기보

다는 개별 문항 수 에서의 향이 검사 체 수 에서는 상호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다형 문항의 답지 치를 변경했을 때 비교  많은 수의 문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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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답률에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 기 때문이다. 

한편 답지 치 변경에 따른 이러한 정답률의 변화는 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답을 추측하는 경우 양극단의 답지보다는 앙의 답지를 더 선호하는 일종의 응답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정답을 추측할 때 앙에 치한 답지를 더 선호한다

는 추론의 근거는 정답이 양극단보다 앙에 치할 때 문항의 정답률이 더 높아지며, 피험

자들의 능력이 낮을수록 그 변화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피험자들의 능

력이 낮을수록 추측을 많이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앙의 답지를 선택하는 비율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답지 치 변경에 따른 문항 정답률의 변화가 수리 역에서 특히 

크게 나타난 것도 수리 역이 다른 역에 비해 평균 이 히 낮은 것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험의 난이도는 비슷한 수 이지만 언어 역보다 외국어( 어) 역에서 정

답지 치에 따른 문항 정답률의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피험자가 정답을 추측하는 경

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의 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국어를 사용해 검사

를 치르는 언어 역에 비해 외국어( 어) 역에서는 정답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인 정보(어휘, 문법 인 정보 등)의 종류나 양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답지들 에 하나를 거의 무선 으로 추측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치의 정답을 더 자주 선

택하는 응답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실제 검사 장면에서 선다형 문항의 답지들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열하는 행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험에서 컨닝 등의 부정행 를 

방하기 한 목 으로 답지들의 치를 달리한 여러 종류의 검사지를 제작해 활용하는 것

은, 개별 문항들에서의 답지 재배열 효과가 검사 체 수 에서는 상호 상쇄되므로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크게 야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답지 치 재배열에 따른 문항 특

성의 변화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검사지 유형

에 따른 유․불리의 문제를 사 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선다형 문항의 답지를 재배열하는 것은 개별 문항 수 에서는 정답률 등 문항의 모

수치에 향을 미치므로, 문항 모수치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문항의 답지 치를 

변경하는 것에 신 을 기해야 한다. 를 들어 가교문항을 사용한 검사 동등화 상황에서, 동

등화할 두 검사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가교문항들은 두 개의 검사 결과를 동일한 척도로 조

정하는 거가 된다. 이 경우 각 검사에서 답지 치의 균형을 맞추거나 특정 번호의 정답

이 지나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해 가교 문항들의 답지 치를 변경한다면 그 문항의 

정답률이나 변별도 등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향은 결국 검사 동등화의 오차를 유발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문항의 답지 치 재배열에 따른 문항 특성의 변화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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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그러한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측할 수 

있는지에 한 설명을 하기에는 재의 연구 설계와 수집 자료로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답지 치 변경에 따른 문항 특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측할 수 있기 해서는 

학생들의 추측 략, 선택 빈도가 높은 오답지의 치 등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정

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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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esponse Position in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3)Sang, Kyong-Ah*․Yang, Kil-Seok*

To eliminate cheating or to balance the keys in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the position 

of response options is sometimes changed. But the effect of rearranging options of an item 

is not ful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reordering multiple 

choice item options results in significant effects on item and test performance.

We found that rearranging response options does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st scores, but it makes difference in item difficulty in many items. Especially items whose 

answer is located in the middle(B to D) showed a slightly higher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han items whose answer is located in first or last position(A or E).

Key words: multiple-choice item, response position, rearranging options in multiple-choice 

item, respons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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