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학교육 : 제 19 권 제 2 호 2007 □ 원   저 □

- 163 -


교신 자: 허  선, 한림 학교 의과 학 기생충학교실  의학교육연구소, 춘천시 옥천동 1

Tel: 033)248-2652,  Fax: 033)241-1672,  E-mail: shuh@hallym.ac.kr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림 학교 교비 학술연구비 (HRF-2004-48)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문항반응이론을 의사국가시험에 용하기 한 일차원성  합도 검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 한림 학교 의과 학 기생충학교실

2
  의학교육연구소

3

임 미 경
1,3
․허   선

2,3

= Abstract =

Testing Unidimensionality and Goodness-of-fitness for the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to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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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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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In order to apply the item response theory to test results, the assumptions made 

about unidimensionality and item goodness-of-fitness should be tested before analysis. To know 

if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results fulfill these assumptions, appropriate tests 

were done on these two features.

  Methods: Three results (from three subjects) of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done in January 2004, were converted into 1, 0 data. The Holland and Rosenbaum Method

(HRMH) and DETECT were used to test unidimensionality. The Winsteps was used to test 

goodness-of-fitness according to the Rasch model. 

  Results: Unidimensionality was rejected by HRMH but accepted by DETECT. With the Rasch 

model, 2 out of 550 items were inadequate. Each 137, 73 and 455  examinees out of 3,881 were 

inadequate in three subjects of 126, 400 and 24 items.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DETECT is desirable for testing  unidimension-

ality of high-stakes tests with more than 100 items. According to the Rasch model,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fulfills the goodness-of-fitness to be analyzed according to the 

item response theory.


Key Words: Item response theory, Unidimensionality, Goodness-of-fitness,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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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합격선은 과목별로 40  

이상, 체 성  60  이상으로 설정하 으며, 특별

한 이의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합격선 설정은 매년 합격률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

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합격선 설정에 의

한 매년 합격률의 변동이 단지 수험생의 능력 차이

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Modified Angoff법이나 Bookmark 

법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Lane & 

Stone, 2006). Bookmark법을 시행할 때는 문항반응

이론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순으로 문항을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문항분석에서 고 검사이론에 

따른 난이도  문항총 상 계수 역시 문항의 수

이나 수험생이 모집단과 다른 성격의 표본집단일 

경우 그 수 에 따라 차이가 난다 (Haertel, 2006). 

즉, 고 검사이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문항분석 통계

치들은 그 집단에만 국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들

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며, 검사개발 등에 용이 어

렵다. 이러한 고 검사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

여 문항반응이론을 도입하면 문항의 특성과 수험생

의 능력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조  더 정 하게 

수험생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Yen & Fitzpatrick, 

2006). 문항분석도 수험생의 집단의 변화에 따라 통

계치가 변하지 않는 장 이 있어 추후 문항개발이나 

셈틀이용 응검사 (computerizd adaptive test, 이하 

응검사)를 한 문항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게 합격선 설정이나 문항분석 등에서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하기 하여 검사에 일차원성

(unidimensionality)  지역독립성 (local independence) 

등의 가정을 검정하여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일차원성은 한 종류의 시험은 한 가지 

특성만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독립성은 한 

문항을 답하는 데 다른 문항의 내용이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간혹 앞의 

문항의 지문을 보고 다른 문항의 답을 택할 때 도움

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각 문항이 독립이

어야 한다는 가정에 반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

보면 독립성 여부는 알 수 있다. 

  문항반응이론을 우리나라의 고 험도시험에서 시

행하기 한 일차원성가정  합도 검정은 간호

사국가시험에서 시행한 가 있다 (Jeong & Yim, 

2005).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자료에서 문항반응을 

이용한 문항분석이나 동등화 연구는 있었으나, 이 

문항반응이론을 도입하기 한 가정이나 합성에 

한 연구는 없었다 (Lim et al., 2004; Yim & Huh, 

2006).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2004년도 한국보건의

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의사국가시험의 수험생 

응답 결과를 일차원성 가정 검정 로그램인 Holland 

and Rosenbaum Method (HRMH, Nandakumar, 1993) 

 DETECT (Kim, 1993)를 사용하여 분석, 비교하고, 

라쉬모형에 따른 Winsteps를 이용하여 합도 검정을 

시도하여, 문항반응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 다.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2004년도 1월 10~1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에서 주 하여 시행한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3,881명 수험생의 답지를 1, 0으로 변환한 자료를 

상으로 하 다. 이 답지는 총론 126문항, 의료법

규 24, 각론 400문항으로 총 550문항이다.

나. 방법

  일차원성가정 검정 방법에는 다양한 풀그림이 소개

되어 있는데 DIMTEST (Stout et al., 1992), DETECT, 

HRMH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풀그림은 조건공분

산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문항을 여러 군으로 나

었을 때 그 군의 공분산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이

다. 공분산이 0에 가까우면 일차원성 가정을 성립한

다고 보고 1에 가까울수록 그 반 로 보는 것이다. 

공분산이 없다는 것은 각각 독립 이라는 표 이다. 

HRMH는 수험생 수가 많아지는 경우 type I 오류율

이 통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증가하여, 반

드시 일차원성 가정을 기각하는 단 이 있다(Kim, 

1997). 그러나, 수험생수가 을 경우에는 일차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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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ategorization of DETECTmax as an Index 

of Level of Multidimensionality 

DETECTmax Multidimensionality

0.0~0.19 Unidimensional

0.2~0.39 Weak

0.4~0.79 Moderate

0.8~ Strong

검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DETECT는 검사 

길이의 제곱근  수험생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여 

공분산 값이 기에 규모시험에서와 같이 수험생

수가 많거나 문항수가 많으면 부분 일차원성 가

정을 만족시키게 된다 (Kim, 2000). 이번 연구에서

는 일차원성가정 검정을 하여 HRMH  

DETECT를 사용하 다. 한 일차원성 가정 이외

에 문항 합도 (goodness of fit)는 어느 문항이 문

항반응이론에 의한 분석에 한 지를 검토하여 

부 합 (misfit) 문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

다. 이 부 합한 문항은 체 시험의 성취도와 련

하여 특정 문항이 기 하는 반응 유형과 실제 반응

유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우도비 (likelihood ra-

tio) X
2 검정으로 평가한다. 이 합도 검정은 라쉬

모형에 따르는 Winsteps (http://winsteps.com)을 사

용하 다.

1) HRMH 

  이 풀그림은 상용이 아니라 자에게서 직  받

아 설치하고 사용하 다. 검정 가능한 문항 수는 최

 100 개, 수험생은 5,000 명이므로 100 개가 넘는 

문제는 문항을 앞 번호에서부터 100개씩 선정하여 

검정하 다. 

【HRPARM.IN의 명령어】

DATASET NAME=2004A1.DAT

NAME OF OUTPUT DATA 2004A1.OUT 

TITLE: Output of Dimensionality Analysis for 

KMLE 2004

No of items=100

No of subj=3881

Format=(100I1)

  명령어의 내용은 반드시 25번째 열부터 쓴다. 

KMLE2004.DAT 일은 수험생의 번호 없이 첫 열

부터 답지가 1, 0으로 표시되어 있다. 

2) DETECT

  분석 한 총론  각론의 각 120문항씩의 통제 

일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이 로그램은 최

 문항 수가 120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론에서

는 400문항  무작 로 120문항씩 10개의 표본을 

선택하여 수행하 다.

The input file name is 2004A1.dat 

The number of items is 120

The number of examinees is 3881

The minimum number of examinees per cell is 20

The number of vectors to be mutated is 12

The maximum number of dimensions to run is 12

The seed for random number generation is -234

  의료법규 24문항의 통제 일은 다음과 같다.

The input file name is 2004l.DAT

The number of items is 24

The number of examinees is 3881

The minimum number of examinees per cell is 20

The number of vectors to be mutated is 3

The maximum number of dimensions to run is 6

The seed for random number generation is -234

  DETECT 풀그림의 분석 결과 해석은 최  DETECT 

값을 찰하는데 그 해석은 Table I과 같이 하 다

(Ki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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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Interpretation of the Mean Square in Input/output for Winsteps

Mean Square Interpretation

>2.0

1.5~2.0

0.5~1.5

<0.5

Degrades measurement system

Unproductive for construction of measurement, but not degrading

Productive for measurement

Less Productive for measurement, but not degrading. May produce misleading reliabilities and separations

Table III. Result of Unidimensionality Test by HRMH for the 2004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Proportion of Significance 
z-standardization at level

General section Specific  systems section Medical Law

 0.01 

 0.05 

 0.10

212.0/4950*

403.0/4950

585.0/4950

858.0/4950

1072/495

1212/4950

47.0/276

56.0/276

61.0/276

* If the value of numerator is equal to or less than the “value of proportion of significance ZA at level” x the “value 
of denominator”, it can be said the testing fulfills the assumption of unidimensionality.

3) Winsteps

  통제 일은 다음과 같다.

&INST

TITLE=“asch test equating for 2004 KMLE all 550 items”

PERSON=STDNT

ITEM=item

NI=550; number of items

ITEM1=1; column of response to first item in data 

record 

INUMB=Y

XWIDE=1; number of columns per item response

CODES=10; valid codes in data file

DATA=2004a.dat

IFILE=2004a.IF

PFILE=2004a.PF 

CSV=Y 

TABLES=0010000000000100010010000000100 

curves=333

&END

  Winsteps에서 문항 난이도 오류의 infit 평균자승, out-

fit 평균자승, infit Zstd (z-standardization), outfit-Zsdtd를 

구하 다. 평균자승 값은 무작 (randomness)의 크기, 

즉 측정체계의 왜곡 정도를 보여 다. 1.0이 상 값

이다. 1.0 이하면 찰값이 지나치게 상과 맞는 것

으로 과 합한 상태이며, 1.0 이상이면 상과 맞지 

않는 부 합한 상태를 말한다. Z값은 “자료가 모형

에 완벽하게 맞는지?”라는 가설의 t 검정값이다. 그

러므로 비확률 (통계학  의미)을 뜻한다. 0.0이 상

값이고, 0.0보다 낮으면 지나치게 측 가능함이고 

0.0보다 크면 측 부족을 뜻한다. 만약 평균자승 값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이면 Z 값은 무시할 수 있다. 

평균자승 값은 Table II와 같이 해석하 다. 한 문

항 합도뿐 아니라 수험생 합도 역시 구하 다. 

결   과

가. 일차원성 검정

1) HRMH

  총론, 각론  의료법 과목별 값은 Table III과 같

다. 총론  각론은 앞부분 100문항을 다루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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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Result of Unidimensionality Test by DETECT for the 2004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Result of DETECT
Subjects

General section Specific systems section (Mean/SD) Medical Law

No. of dimensions with    
     maximum DETECT

3 4.1/1.853 4

maximum DETECT value 0.0773 0.0796/0.0119 0.1378

IDN index value 0.2448 0.2199/0.0245 0.4058

ratio r 0.3900 0.4055/0.0299 0.7018

자가 (분모값×유의도 수 ) 값보다 크면 기각으로 

정한다. 를 들어 여기서 p=0.01 기 으로 하여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모×0.01 정도이거나 그 미만이

면 일차원성 가정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

는 49.5개를 많이 넘어서서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왔

다. 이 게 각 기각 수 에 다 맞아야 일차원성 가정

에 맞는 것으로 친다. 여기서 분모 계산은 t=n(n-1)/2

로 100 문항이면 100×99/2로 4,950개다. 모든 과목, 

모든 유의수 에서 일차원성 검정을 기각하 다.

2) DETECT

  Table IV에 결과 값을 정리하 다. 총론은 앞부분

에서 120문항의 분석 결과이며, 각론은 120문항씩 

10개의 표본의 분석 결과이다. 세 과목 모두 일차원

성 가정을 만족시켰다.

나. Winsteps을 이용한 문항 적합도 검정

1) 문항 적합도 

  총론에서 In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1.00, 표 편차 

0.04, 범 가 0.90~1.14로 모든 문항이 합한 범  

내에 있었고, Out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0.97, 표 편

차 0.12, 범 가 0.61~1.31로 모든 문항이 합한 범

 안에 있었다. 각론에서 In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1.00, 표 편차 0.05, 범 가 0.87~1.25로 모든 문항

이 합한 범  내에 있었고, Outfit의 평균자승은 평

균 0.96, 표 편차 0.15, 범 가 0.32~1.59로 1문항을 

제외하면 399문항이 합한 범  안에 있었다. 의료

법규에서 In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1.00, 표 편차 

0.07, 범 가 0.89~1.14로 모든 문항이 합한 범  

내에 있었고, Outfit 평균자승은 평균 0.91, 표 편차 

0.27, 범 가 0.36~1.67로 1문항을 제외하고 23문항

이 합한 범  안에 있었다.  문항에서 두 문항만 

outfit 평균자승 값이 합한 범 를 넘었다.

2) 수험생 적합도

  총론에서 In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1.00, 표 편차 

0.10, 범 가 0.71~1.46으로 모든 수험생이 합한 

범  내에 있었고, Out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0.97, 

표 편차 0.25범 가 0.39~3.78로 137명이 1.5 이상

으로 부 합한 수험생이었다. Outfit의 평균자승 2.0 

이상인 수험생은 10명이었다. 

  각론에서 In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1.00, 표 편차 

0.09, 범 가 0.80~1.51로 한 수험생을 제외하고 모

두 합한 범  내에 있었고, Out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0.96, 표 편차 0.21 범 가 0.50~3.07로 73명

의 수험생이 부 합한 범 에 있었다. Outfit의 평

균자승은 2.0 이상인 수험생은 13명이었다. 의료법

규에서 In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1.03, 표 편차 

0.30, 범 가 0.42~2.00으로 219명의 수험생이 부

합한 범 에 있었고, 평균자승 2.0 이상인 수험생

은 1명이었다. Outfit의 평균자승은 평균 0.881, 표

편차 0.83 범 가 0.00~9.90으로 455명이 부 합

하 고, Outfit 의 평균자승 2.0 이상인 수험생은 

264명이었다. 

  각론에서 Oufit 평균자승이 부 합한 집단 1.9% 

(73/3881)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특성을 보면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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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능력 모수가 낮을수록 input 평균자승 값이 높

았고 (r=-0.6060, p=0.0000), 능력모수가 낮을수록 

output 평균자승 값이 낮았다 (r=-0.5610 p=0.0000).

고   찰

  이 연구에서 일차원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HRMH

는 모든 자료에서 일차원성을 충족시키지 않지만 

DETECT에서는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HRMH에서는 일종 오류가 수험생 수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알고리즘의 근본 문제로 이런 상이 발생한

다. 그러므로 HRMH는 수험생수가 많은 규모 시

험에서 일차원성 검정에는 치 않다는 Kim

(1997)의 지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자료로서 이런 문제를 모의실험에서만 확인하 는

데, 실제 교육 장의 자료를 도입하여서 분석하 을 

때도 같은 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자료에서는 부 0.2 미만으로 나왔다. DETECT 분

석 결과 문항의 어떤 군도 모두 일차원성 가정을 충

족시킨 것은 시험 문항수가 많고 수험생수가 많을 

경우 늘 이 게 나오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더 쉽게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 지

은 문항수를 120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풀그림의 

한계로 400문항의 각론 시험은 한 번에 분석할 수 

없지만,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최  DETEC 값이 

어든다는 사실에 비추어 각론 역시 일차원성 가정

을 충족시킬 것이다. 문항 수가 24개인 의료법규는 

0.1378로 120개의 문항으로 검정한 값보다 높은 것

도 의료법규가 일차원성 가정에 어느 정도 어 난

다기보다는 문항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면, 의사시험과 같은 

규모 고부담시험 (high stake examination)에서 일

차원성 가정은 매번 검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문항 자체가 의학의 지식을 물어본 것이라는 데

서 이의가 없고, 한 수험생수와 문항수가 충분히 

크므로, 어떤 자료를 제시하여도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시킬 것이다. 

  문항 합도 결과를 보면 난이도만 가지고 능력

모수를 추정하는 라쉬모형에는 국가시험이 문항반

응이론을 매우 잘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

합 문항은 사  시험에서 확인하고 실제 시험에서

는 제외시키고 출제하는 것이 옳으나 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사후에 검정을 할 수밖에 없다.

  부 합 수험생은 과목별 차이가 있으나 문항은 

부분이 합한데 수험생의 outfit 부 합 정도가 

높은 것은 문항수가 은 시험일 때 나타나는 상

을 제외하고도, 수험생이 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문항에 하여 제 로 반응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를 들면 각론에서 1.9% (73/3881)의 수험생은 기

하는 능력에 따라 답하지 못한 것임을 보여 다. 

능력모수가 낮은 학생이 모두 이런 부 합도를 보

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차원성 가정  문항 합성 검정 결

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문항반응이론 

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의사국가시험을 

치르는 집단은 의 생이거나 의  졸업생으로, 어

도 학 입학할 때는 동년배 에서 가장 우수한 집

단이었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즉, 수험생이 균

질한 집단이고 국가시험이 규 평가 (norm-based 

test)가 아니고 거 평가 (criterion-based test)이므로 

문항이 합격선과 같은 특정 기  후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도록 출제만 한다면 문항반응이론이 능력

모수 평가  합격선 설정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문

항반응이론의 능력모수를 찰 수로 변환한다거나, 

합격선 설정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이론의 효용도는 응검사를 도입하는 데 가장 잘 

쓰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원성가정을 검정하는 데 사용

하는 풀그림  DIMTEST를 용하는 작업을 시도

하여 볼 필요가 있고, 한 라쉬모형에서뿐 아니라, 2

모수  3모수 로짓 모형에서 합도 검정도 시도하

여 볼 필요가 있다. 일차원성가정 검정에서 기존의 

풀그림은 문항 수가 100개 는 120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400개 이상의 많은 문항을 다룰 수 있는 풀

그림 개발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앞으로 의사국가시

험을 비롯한 고 험도시험에서 문항반응이론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설 검정을 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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