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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in Medical
Education
Sun Huh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의학교육에서 셈틀이용적응검사의 활용

한림대학교 의학교육연구소

  Application of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AT) in medical education is still spare in the high stakes examination or 
in the school-based examination. In the medical school in Belgium, CAT was used for an assessment tool in general practice
as pilot test was reported. In Hallym University, CAT has been introduced in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s' performance 
as in-course general evaluation test and parasitology test. Another examples of application of CAT for high stakes examination
are Medical Council of Canada Qualifying Examination - Part 1 in Canada and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
Registered Nurse in USA. CAT has some merits such as accurate estimation of the ability parameters of the examinees 
and the shorter period of examination. To apply the CAT in medical education more actively, medical teachers should have
an interest in the modern measurement theories such as item response theory and technologies. It is still uncertain if CAT 
may be prosperous in the medical education as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the examinees' ability. However, we should
prepare the era of application of CAT in high stakes examination such a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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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틀이용적응검사(이하 적응검사)는 문항반응이론에 

기반을 두고 빠른 시간 안에 수험생의 능력모수 측정을 

마칠 수 있어 TOEFL 등 대규모 고위험검사에서 활용

하고 있다[1]. 의학을 포함한 보건의료 교육 현장에서 

적응검사를 활용하는 예는 많지 않아서 캐나다의 의사

국가시험인 Medical Council of Canada Qualifying 

Examination-Part 1에서 활용하고[2] 미국 간호사 면

허시험인 NCLEX-RN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3]. 우리

나라에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일하게 학교 

정규시험 평가에서 적응검사를 활용한 보고가 있다

[4,5]. 그리고 벨기에 의대에서 4학년생 50명을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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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진료 능력을 평가하는 사전 도구로 적응검사를 도

입하여 한 명이 탈락하여 다시 지필고사를 치르게 하고 

통과한 49명은 지필고사를 면제한 예가 있다[6]. 또한 

1999년 미국에서 지필 검사 결과를 가지고 computeri-

zed adaptive testing (CAT)으로 시행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의 연구를 한 결과가 있다. 이 결과

에서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은 있으나 상위 집

단 학생을 판별하는 데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7]. 의학교육에서는 이와 같이 캐나다 의사면허시험 및 

미국 간호사면허시험과 같은 고위험도시험(high stakes 

examination)에서 활용하는 것 이외 쓰이는 예는 많지 

않으며 학교 단위에서도 성적으로 반영하거나 합격/불

합격 기준에 활용한 예는 벨기에와 우리나라 이외는 학

술지 논문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예는 많지 않은데 왜 

적응검사를 이해하고 앞으로 활용을 깊이 생각하여 보

아야 할까? 우리나라는 이런 측정 분야에서 앞선 나라

인 미국이나 캐나다가 시행하면 따라가는 데 어려워하

지 않는다. 이미 교육측정평가의 선진국에서 인증이 되

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서도 이런 측정도구에 대하여 이미 기획팀을 조직하여 

연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8]. 즉, 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 현장의 교사나 의학교육 책임자가 이해하고 혹 시

행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임상실

기시험을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 도입하는 것도 타

당성 연구를 마치고 도입을 선언하고 4년이 지나 2009

년도 4학년 학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 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미 

여러 의대에서 임상실기시험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 의사 면

허시험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 의학교육 평가가 국제적

인 추세에 뒤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적응

검사와 같은 새로운 측정도구는 의학교육 책임자가 이

해하고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외에도 임상에서 심리

검사나 삶의 질 평가, 환자 추구 관리 등에서 매우 다양

하게 적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PubMed에서 ‘com-

puterized adaptive testing’을 검색어로 찾으면 최근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것과 거의 모든 논문은 임상에서 

활용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9]. 즉 이미 이런 도구는 

의학교육측정 보다는 환자나 지역사회 인구를 관리하

는 데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 이 도구 자체를 대

학원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 등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적응검사의 실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현장에서 구현할 때 부딪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활용도에 대하여 기술하려

고 한다. 

  적응검사는 크게 다음 3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우선, 문항을 사전에 모수를 추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한다. 이 모수 추정은 문항반응이론에 따라 하

고, 사전 문항은 지필고사(paper and pencil testing) 

또는 셈틀기반검사(computer-based testing) 결과를 

가지고 한다. 이 경우 모수 추정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

의 수험생이 있어야 한다. 대개 일모수로 추정할 때는 

80명 이상, 이모수일 때는 200명 이상, 삼모수일 때는 

500명 이상이 되어야 추정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시행한 문항을 동등화 과정을 통하여 문

항모수를 새로 추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

다. 둘째, 수험생이 화면 앞에서 문항을 풀 때 적절한 모

수의 문항을 제시하는 알고리듬에 따라 문항이 나오게 

된다. 이 알고리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문항

을 수험생이 맞히거나 틀리면 그 수험생의 능력모수로 

맞힐 확률이 50%인 새 문항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

속 진행하여 일정 문항 수를 넘기면 능력모수 추정 오

차가 0.001 또는 그 이하로 정 한 추정을 하게 된다. 

또한 어떤 문항으로 시험을 시작하고, 언제 능력모수 

추정을 마치고 시험을 중지할지 정하는 알고리듬도 필

요하다(Fig. 1) [10]. 셋째, 수험생의 능력 모수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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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Ability Estimation in the IRT-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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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d from: J Educ Eval Health Prof 2006; 3: 4. (doi: 10.3352/jeehp. 
2006.3.4)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10] and by courtesy of Mr. Yoon-Hwan Lee. SE: Standard error.

에 출력하여 최종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이 있다. 이 세 

번째 과정은 시험 마친 뒤 즉시 확인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 시간 뒤에 통보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는 다양한 알고리듬이 있어서 수험생에

게 보여주는 문항이 일정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든지 또는 문항소집단(testlet)을 구성하여 일정 범주의 

문항을 수험생이 꼭 다루게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내용

을 측정평가전문가가 다룬다. 수험생은 서버에서 작동

하는 알고리듬은 알 수 없더라도 화면에 나오는 문항을 

계속 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문항 화면이 

닫히고, 다 풀었다고 화면에 나오면 시험을 종료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셈틀기반검사와 시험 치르는 환경

에 차이가 없다. 단지 능력모수 추정에는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개 빠른 시간 안에 시험

을 마친다.

  적응검사의 기반에는 문항반응이론이 있다. 이 이론

은 수험생이나 문항이나 모두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어 

이 특성은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이 다르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이론에 따라 문항의 난이

도, 분별도, 추측도와 같은 문항모수를 구하고, 수험생

의 능력 모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문항 모수는 문항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문항 내용과 함께 입력한다. 

문항반응이론의 해를 구하는 프로그램은 상업용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11]. 

  셈틀기반검사는 지필고사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

점이 있다. 

  ① 검사 제작이나 채점 및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②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을 문항으로 만

들 수 있다. 

  ③ 검사 시행 조건이나 환경의 표준화가 쉽다.

  ④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실시할 수 있다.

  ⑤ 검사 마치자마자 되먹이기(feedback) 할 수 있다.

  ⑥ 수험생에 관한 정보나 검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다.

  적응검사는 셈틀기반검사와 같은 장점이 있고, 더불

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⑦ 수험생의 능력 수준 따른 맞춤 검사(tailored test)

가 가능하다.

  ⑧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빠르게 피험자의 능력을 정

하게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①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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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 이상 수험생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높은 수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나 프로그

램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경비가 많이 든다.

  ③ 검사 시행 조건의 알고리듬 설정을 주의 깊게 하

여야 한다.

  ④ 합격선 설정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⑤ 네트워크 장애나 속도 저하가 있으면 시행이 어렵다.

  ⑥ 고위험시험 이외 개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

하여 전문가 훈련이 필요하다.

  적응검사 프로그램 중 소소코드까지 무료로 공개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RT-CAT가 있다[12]. 이 

프로그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제 교육 현장

에서 활용한 것으로 아직 문항의 선택에서 알고리듬을 

다양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기본값으로만 사용한다는 

등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으나 지금 현장에서 활용하

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 일모수, 이모수, 삼모수에 따

른 문항반응이론의 해를 문항데이터베이스와 시험 시

행 알고리듬에서 모두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리눅스

를 운영체계로 하고, PHP로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는 등 모든 부가 프로그램이나 언어는 

공개된 것이거나 General Public License에 따르는 등 

무료인 것을 사용하였다. 어느 학교에서든지 쉽게 소스

를 가져다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

고 하였다. 상용 프로그램도 구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대개 상업화에는 실패하여 현재 구할 수 

있는 것은 외산뿐이다. 

  의과대학에서 적응검사를 시행한 뒤에 98명의 4학년 

학생의 반응을 알아 본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이 한 번 

답한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없어서 불만이었다고 하고

(49%), 지나치게 적은 문항으로 시험을 마쳤다고 하였

지만(24%), 학생 대부분은 컴퓨터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었고(79%), 이런 시험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하여

(63%), 앞으로 적응검사를 의학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긴다는 보고가 있다[5]. 

즉, 이미 많은 학교가 셈틀기반검사를 활용하고 학생들

도 익숙하므로 문항이 모두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

니라 학생마다 그 능력에 맞는 문항을 푼다는 차이 정

도 이외는 환경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환경이 셈틀기반검사와 

차이가 없다. 교원은 이런 검사가 문항을 출제한 뒤 시

험을 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문항모수를 구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이므로 굳이 관여할 일이 없다. 즉, 학교의 평

가 책임교원이 프로그래머나 교원 이외 직원 등 도와줄 

인력과 함께 작업하여 입력하고 시험 치르고 결과 분석

하는 것이지 개별 교원이 관여할 일이 없다. 처음에 좋

은 문항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후는 결

과만 받아 보고 수험생의 능력모수가 과연 학습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학습 

계획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 

  우선 문항반응이론을 이해하도록 하고 적응검사는 

셈틀기반검사와 수험생이 치르는 환경은 같으나 더 나

아가 능력모수를 추정하여 많은 문항을 다루지 않더라

도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교원은 추정하여 나온 

능력 모수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면 된다. 즉 ‘어느 수

준에서 합격/불합격을 정할까? 또는 어떻게 등급을 매

길 것인가?’ 강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쉽지는 않으

므로 따로 학습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에서 문항반응이론 및 적응검사에 대한 워크숍을 시행

하고 의학교육학회의 워크숍 등에서도 다루므로, 각 학

교에 안내가 갈 때, 관심이 있으면 참가하여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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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위험도검사 중 캐나다 의사면허시험, 미국 

간호사면허시험에서 활용하고, 개개 학교나 수업 단위

에서 사용하는 예는 보기 드물기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에서 적응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국내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 새로운 평가 

도구 도입은 의사국가시험 등의 평가에서 효용이 있어

야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

가시험과 무관하게 학교 단위에서 측정평가의 효율성

과 정 성을 위하여 도입할 수 있으나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 또 다른 시행 

방법은 흥미를 가진 대학 사이 또는 교실 사이에 연합

체를 형성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앞으로 학부 교

육 평가 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 평가, 즉 전문의고시에

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대한의학회 고시위원

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셈틀기반검사는 많은 의학교육현장에서 활용하

고 있고 학생들도 매우 익숙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적

어도 인터넷 회선 속도나 셈틀 활용 환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므로 외국에서 시행할 때 염려하는 네트

워크나 장비의 문제는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므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자가 조금

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비록 개발은 미국에서 하였지만 

아마도 이 적응검사 확산 속도는 가장 빠를 것이다. 

  또한 교육에 활용하는 예보다 임상에서 심리검사나 

삶의 질 평가 등 다양한 측정에 최근 그 활용 예가 늘어

나므로 심리측정학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작업하는 

데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대학원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

에서도 적응검사 기본 지식을 다루는 예도 지금은 한림

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에서 다루는 예가 유일하지만 앞

으로 더 많은 대학이나 병원에서 다룰 것이다. 

  적응검사는 이미 측정평가이론에 따라 잘 확립된 측

정도구의 하나이다. 문항반응이론에 기반을 두므로, 이

런 이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응검사에 필요한 알고

리듬만 잘 이해하면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다. 한 학교에서 수험생 수의 한계로 사전 문항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서 문항 모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

러 대학이 연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 적응검사가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 반영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

나 의과대학에서도 사전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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