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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U sability of Item - T otal Correlation as the Index of Item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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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nalysis is the evaluating process of items used for tests . Item difficulty , discriminatio

and distractor analysis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analysis . Discrimination index (D) by t

method of extreme groups had been used for the item discrimination, but it had been known t

have some disadvantages compared to it em- total correlation (IT C).

T his study w as conducted to evaluated the feasibility and the advantages of the IT C. Medic

specialist qualifying examination carried out in Jan. 1999 w as selected for the study material an

the items of tests for the 4 major disciplines (internal medicine, general surgery , pediatrics , an

obstetrics & gynecology ) were analysed.

T he numbers of the it ems and examinee are 120 it ems/ 428 persons , 140/ 219, 140/ 229, and

140/ 226 (in the order of IM, GS , Ped, OB & Gyn) respectively .

T he average discrimination index (D) of all items is 0.170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0.120

F or the IT C, average is 0.210 and standard deviation is 0.117. T 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 een D and IT C (r =0.677).

T he variation of the IT C is 0.880, which is wider than that of discrimination index (D), 0.713

Especially on the items with item 's p- value greater than 0.9 (n=140), the variations are 0.542 an

0.273 respectively . T he difference is much distinct .

T hese results imply that IT C can be used as the index of the item discrimination, and has som

advantages compared to discrimination index (D). T he advantages are the significance of t

number itself and rather independence from the item difficu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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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는 시험을 실시한 후에 그 시험에 사용된 문

항이 시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항 분석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항 분석이란 시험에 있어서 각 문항으로부터 계

산되는 통계치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따라

서 문항 분석에는 매우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방법들은 시험의 목적과 분석의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된다. 이와 같은 문항 분석을 이야기

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항의 난이

도와 문항의 분별도 그리고 오답 분석이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통계치들은 이 문항이 나머지 다른

문항들이 측정한 것과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가를

확인하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

로 이용된다.

이 중 분별도는 이 문항의 성적이 나머지 다른

문항들의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

타내주는 것으로 문항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별도는 전통적으로 양극집

단법을 응용하여 분별도 지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

다.1 ,3

이 방법은 계산이 용이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으

며 각 문항의 분별력을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5 그런 만큼의 단점도 가

지고 있다. 그 중에는 극단적인 난이도를 보이는 문

항에서는 한정된 값만을 나타낸다는 제한점도 포함

된다. 이 제한점은 문항의 난이도가 0.5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

으나, 자격시험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시험에서는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의사국가시험이나 의

사 전문의 자격시험 등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런 시험은 그 속성상 최소한의 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골라내기에 적합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대다수의 문제가 극단적인 난이도를 가

지며 그로 인해 양극집단법에 의한 분별도 지수로

분별도를 평가하면 극히 한정된 값만을 보이게 된

다.

이에 비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계산이 복잡하

다는 단점이 있지만 양극집단법에 의한 분별도지수

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렇다고 한다면 의사 국가시험과 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의 문항 분석에 문항 총점 상관계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로 시행된 시험을 대상으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보고, 그 결과를

통해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문항·

총점 상관계수와 분별도 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여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입

증하고, 극단적인 난이도를 보이는 문항에서 문항

총점 상관계수가 분별도 지수에 비해 더 넓은 범위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분별도 산출에 더 타당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연구 과정은 임의의 시험 답안지를 전산처리하여

응답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되, 분별도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분별도 지

수와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두 가지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도록 고안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임의로 1996년 1월에 시

행된 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은 시험의 응답을 전산처리가 가능

한 광학판독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응

답 내용이 전산화되어 있어 자료의 분석에 용이하

며,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일

부 통계 자료의 발표가 가능하기에 연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임의 선택 과정은 연구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 시험은 26개 전문 과목 별로 시행되었으며,

시험 문항의 유형은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내과, 일

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 전문과목 만을 선

정하고 선정된 전문과목의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 모두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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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분석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인 오류

를 줄일 수 있도록 응시자의 수가 일정 정도 이상인

과목을 선정한 결과로 이러한 제한 역시 연구 결과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 시험 문항에 대해 분별도 지

수를 계산하였다. 분별도 지수의 산출은 양극집단법

을 이용하였으며, 극집단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상

위 혹은 하위 27 퍼센트로 하였다.4 분별도 지수 (D)

를 계산하는 식은 선택형 문항의 경우,

(식 1)D = U
N U

- L
N L

를 사용하였으며, 이 식에서 U = 상위 집단에 속한

수험생 중 정답자의 수, NU = 상위집단 수험생의

수, L = 하위 집단에 속한 수험생 중 정답자의 수,

NL = 하위집단 수험생의 수를 나타낸다.

한편 서답형 문항의 분별도 지수(Dx )는

(식 2)

Dx =

N U

n = 1
Sx n

Tx N U
-

N

n = N - N L +1

Sx n

Tx N L

=

N U

n = 1
Sx n -

N

n = N - N L +1

Sx n

Tx N p

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식에서 T x = 해당

문항의 배점, Sx = 해당 문항에서 전체 수험생이 얻

은 점수의 총합이며, Np = Nu = NL 을 나타낸다.

같은 문항에 대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구하였

는데,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그 문항에서 얻은 점

수와 시험의 총점과의 상관계수로, 계산은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분석에 사용된 문항 수는 총 540 문항이며, 이 문

항은 전문과목별로 최소 219명, 최대 428명의 응시

자가 있었다 (표 1).

대상 문항 전체의 분별도 지수는 평균 0.17, 표준

편차 0.12였고,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평균 0.21, 표

준편차 0.12로 나타나,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분별

도 지수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2).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0.68).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소 - 0.29에서 최대 0.59

까지 분포하여 0.88의 범위를 보여, 분별도 지수의

0.71 (최소값 - 0.19, 최대값 0.52)보다 넓게 나타났으

며, 전문과목별로 나누어 파악하였을 때도 같은 결

과를 보여주었다(표 3).

특히 대상문항 중 난이도 (=item 's p- value)가 0.9

이상으로 높은 값을 갖는 문항만을 따로 선별하여 (n

= 140) 비교하면, 범위가 문항·총점 상관계수에서

는 0.54 (- 0.10∼0.44), 분별도 지수에서는 0.27 (- 0.0

표 2 . 분별도 지수와 문항·총점 상관계수 (과목별)

과목명
분별도 지수 문항·총점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과 0.16 0.10 0.23 0.10

일반외과 0.15 0.12 0.16 0.11

소아과 0.19 0.12 0.22 0.11

산부인과 0.19 0.13 0.23 0.14

합(n=540) 0.17 0.12 0.21 0.12

표 1 . 전문과목별 문항 수

과목명 문항 수 응시자 수

내과 120문항 428명

일반외과 140문항 219명

소아과 140문항 229명

산부인과 140문항 226명

합계 5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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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으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표 4).

한편 대상 문제에서 분별도 지수가 0으로 계산된

문항은 11문항이었다. 이들 중 난이도 (item ' s

p- value)가 1.0 이거나 0인 문항은 3문항인데 이 문

항들은 수학적으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0으로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하므로 0

으로 처리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8문항의 문항·총

점 상관계수는 0이 아닌 값을 보였다.

또 분별도 지수가 음의 값을 보인 문항이 16문항

있었는데, 이들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15개

문항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었고 1 문항에서는 양의

값을 보였다. 분별도 지수가 양수인 1개 문항

(D=0.017)에서 문항 총점 상관계수가 음의 값

(- 0.002)을 보인 경우도 1문항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별도 지수와 문항·총점 상관계수

는 모두 원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자 간에 계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시

간이나 계산 결과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

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다.

고 찰

시험에 있어서 각각의 문항은 분리된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문항은 시험 전체가 측정하고

자 하는 내용을 매우 잘 수행한다. 어떤 문항은 전

혀 그렇지를 못하며 (즉 난이도가 0이나 1), 또 어떤

문항은 반대로 하기도 한다. 문항분석을 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어떤 문항이 그 시험에서 측정하

고자 하는 구성개념이나 속성을 잘 측정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만일 어떤 한 문항이 시험 전체가 측정하고자 하

는 것을 똑같이 측정한다면, 그 시험에서 성적이 좋

은 사람은 그 문항을 맞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은 그 문항을 틀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분별력을 평가하기 위해 분별도 지수, 문항·

총점 상관계수, 문항 간 상관계수 등이 이용된다.

이들은 각각 고유한 장점이 있어 필요한 내용과

환경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의

학관련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이

유에서 분별도 지수만을 공식적인 분별도의 지표로

표 3 . 분별도 지수와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

과목명
분별도 지수 문항·총점 상관계수

최소값 최대값 범위 최소값 최대값 범위

내과 - 0.03 0.44 0.47 - 0.09 0.44 0.53

일반외과 - 0.14 0.42 0.56 - 0.15 0.47 0.61

소아과 - 0.07 0.52 0.58 - 0.04 0.54 0.59

산부인과 - 0.20 0.49 0.69 - 0.29 0.59 0.88

합(n=540) - 0.20 0.52 0.71 - 0.29 0.59 0.88

표 4 . 분별도 지수와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 (난이도 0.90 이상)

과목명
분별도 지수 문항·총점 상관계수

최소값 최대값 범위 최소값 최대값 범위

내과 0.00 0.19 0.18 0.03 0.44 0.41

일반외과 - 0.03 0.19 0.22 - 0.01 0.33 0.34

소아과 0.02 0.19 0.18 0.05 0.37 0.31

산부인과 - 0.03 0.21 0.25 - 0.10 0.44 0.54

합 (n=140) - 0.03 0.21 0.25 - 0.10 0.44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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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왔다.

양극집단법을 이용한 분별도지수 (D)는 쉽게 계

산할 수 있으며, 분별도에 관해 비교적 충실한 정보

를 제공하므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계

산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식을 적용한 만큼, 그 수

식에 의한 한계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왜곡된 정보

를 제공하기도 한다.

먼저 분별도지수는 상하위군의 난이도 (item 's

p- value)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난이도

를 보이는 문항에서는 분별도를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한다. 가령 100명의 수험생이 이 치른 시험에서,

단 1명 만이 정답을 맞춘 문항 X를 가정해 보자. 정

답자 한 명이 그 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이라면 이

문항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분별력을 갖

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별도 지

수는 이 문항의 분별도를 0.037 (=1/ 27)로 계산해 줄

뿐이다. 이 값은 한 명만이 정답을 맞춘 0.01이라는

난이도를 보이는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분별도지

수의 최대값이다. 즉 수식의 한계점에 의한 값이다.

난이도의 변화에 따른 분별도지수의 최대값은 그

림 1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간단한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높거나 낮은

난이도를 보일 때에는 분별도지수의 최대값이 1이

되지 못한다 (최소값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

은 분별도의 한계보다는 수식에 의한 오류가 더 많

이 작용한 결과이다.

분별도지수의 또 다른 단점은 집단을 사용하는데

서 생기는 문제이다. 즉 양극집단을 설정함으로써

동일 집단 내에 속한 개인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정밀하지 못한 값을 제시한다. 단 한 사람만 정

답을 맞춘 앞의 예에서 그 한 명이 1등일 경우나 27

등일 경우나 분별도지수는 같은 값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1등 한 사람만이 맞춘 문제와 27

등 한 사람 만이 맞춘 문제가 같은 분별도를 보인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같은 1등 한 명만 맞

춘 경우라도 그 1등이 전체의 평균점보다 약간 높은

1등인 경우와 월등히 높은 1등인 경우 그 의미는 다

르지만, 분별도지수에는 이러한 것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분별도지수는 이와 같은 수식 상의 단점 이외에

도 그 의미의 모호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분별도지수가 0.4라면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난이도

가 0.8이라고 하면 응시자의 80%가 맞추었다는 것

을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명확성이 없다는 점

이다. 물론 경험에 의해 어느 정도의 분별도지수를

갖춘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임의적인 비교 기준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기준과의 차이가 어

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는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즉 좋은 문제의 기준에 0.03 만큼 못 미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분별도지수가, 어떤 문항이 그 시험 전체가 측정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정보를 상당히 제공해 주는 간단한 통계치라면,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더욱 익숙한 통계치로서 같

은 종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통계치는 그 문항에 대한

점수 (대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와 총점과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상관계수이다.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분별도지수 D와 많은 점

에서 비슷하게 해석된다. 0보다 큰 문항·총점 상관

계수는 그 문항이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

람을 잘 구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운 문

항·총점 상관계수는 성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

람을 거의 구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

보다 작은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그 문항의 점수

와 총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0

보다 작은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갖는 문항에서

그림 1. 난이도에 따른 분별도지수 최대값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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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그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

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다른 상관계수와 다를게

전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반 통계에서 사

용되는 수식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식

(식 3)r =
( z x z y )

N

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식 4)z x = X - X
x

로서 수험생의 그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z 값, 즉 수

험생이 그 문항에서 얻은 득점과 전체 수험생의 그

문항 득점 평균값의 차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의

미한다. y는 그 시험의 점수를 나타낸다.

즉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각 수험생에 대해서

어떤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z 값과 시험 성적의 z

값의 곱을 구한 후 그 평균치를 내면 얻을 수 있다.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문항의 점

수와 총점과의 상관계수이다. 따라서 문항·총점 상

관계수의 통계적인 의미를 점검해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또 실용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것도 쉽다. 만

일 문항·총점 상관계수 (r )가 0.4라면 우리는 그 문

항이 시험성적 변이에 16퍼센트를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단한 장점으로, 분별도지수가 0.4

라고 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6

그리고 문항·총점 상관계수에는 분별도지수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

는다.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극단적인 난이도를 보

이는 문항에서도 분포에 따라 상당한 분별도의 변

이를 나타내며, 집단 내의 문제도 전혀 존재하지 않

는다.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분별

도지수에 비해 계산이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지만,

모든 계산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을 생

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단점일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본 연구를 통해 그대로 입증되었

으며, 단점인 계산상의 복잡함이 현재에는 별 문제

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연구를 계기로 문항·총점 상관계수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실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시험에 사용된 문항이 잘 제작 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과정인 문항분석에는 대개 난이도와 분별도,

그리고 오답분석의 3가지가 이용된다. 이들 중 분별

도는 주로 양극집단법에 의한 분별도 지수(D)를 이

용하여 왔으나, 양극 집단 내에 속한 수험생을 동일

하게 처리한다는 점과 결과로 제시된 수치의 해석

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항·총점 상관계수

(IT C)는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활용성

을 평가해보기 위하여 실제 시험에 적용한 후 이를

양극집단법에 의한 분별도 지수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6년 1월에 시행된 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4개 전문과목 시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험 문제 수와 응시자 수는 각

전문과목별로 각각 120문항/ 428명, 140문항/ 219명

140문항/ 229명, 140문항/ 226명 이었다.

대상 문항 전체의 분별도 지수는 평균 0.170, 표

준편차 0.12였고,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평균 0.210,

표준편차 0.117 로 나타나,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분별도 지수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이

들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0.677).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범위가 0.880으로 분별도

지수의 0.713보다 컸다. 특히 난이도가 0.9 이상으로

높은 값을 갖는 문항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n=140), 범위가 문항·총점 상관계수에서는 0.542,

분별도 지수에서는 0.273으로 그 차이가 더욱 두드

러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문항·총점 상관계수 (IT C)

를, 문항의 분별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분별도 지

수 (D)를 대치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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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또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그 자

체로 통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이 쉽다

는 이론적인 장점 외에도 극단적인 난이도를 보이

는 문항의 경우 난이도에 의한 오차 없이 분별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장점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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