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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검사지를 구성하는 문항 하나하나를 분석단위로 하여 문항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검사지를 구성
하는 한편, 그 검사지를 이용한 검사시행·채점·결과분석 및 자료저장,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검사과정을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컴퓨터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검사 및 그 검사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피험자 개개인의 능력수준에 해당되는 검사방식을 채택하여 피험자 각자의 능력 및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펑가시스템은, 소정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속하는 객체(피험자)가 일정 
컴퓨터로부터 제공되는 검사지를 통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네트워크
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속할 수 있도록 일정 단말장치(102a-102n)를 구비하고 그 단말장치(102a-102n)를 통해 소
정 시간동안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 시험을 치르는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100n)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
자(100a-100n)가 온라인 접속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운영프로그램(112)에 따른 전체적인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한편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 관리를 운영하는 운영모듈부(110)와, 상기 운영모듈부(110)의 제어동작에 따
라 음성·그림·동영상 문항과 듣기평가문항·지문형 문항 등 여러 문형의 문항을 제작하는 문항관리부(120a), 그 문
항관리부(120a)에 의해 제작된 문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영역관리부(120b) 및 그 문제영역에 저장된 상기 문
항내용뿐만 아니라 상기 문항과 관련된 정보를 분류·저장하는 문제은행관리부(120c)로 구비된 관리모듈부(120)와, 
상기 관리모듈부(120)에 의해 제작완료된 문항을 근거로 소정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조작하기 위한 검사방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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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부(130)와, 상기 검사방식선택모듈부(130)를 매개하여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1
00a-100n)에 의해 선택되고 해당 검사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피험자 각자에 대한 검사결과 및 문항분석결과를 처리분
석하기 위한 해당 검사분석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140)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
100n)의 개인정보 및 문항정보, 상기 분석처리된 피험자의 검사결과를 저장하도록 개인정보저장부(152), 문제은행정
보저장부(154) 및 검사결과정보저장부(156)로 구비된 데이터베이스(15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에 의하여 달성된
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블록구성도,

도 2는 도 1의 운영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 초기 실행시 나타나는 기본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문항구성시 문항을 입력하고 편집하기 위한 문항편집창의 기본화면을 나타내고 있는 실시예 도
면,

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의한 편집창을 이용하여 질문입력과 답안처리를 나타내고 있는 실시예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개략적인 흐
름도,

도 6은 도 5의 검사방식 선택에 따라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시 소정 문항처리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도,

도 7은 도 6의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의 진행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a-100n : 제 1내지 제 n피험자, 102a-102n: 단말장치,

110 : 운영모듈부, 112 : 운영프로그램,

120 : 관리모듈부, 130 :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

132 : 검사지제작부, 140 : 검사방식선택모듈부,

140a: 컴퓨터이용검사부(CBT), 140c :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부(CAT),

150 :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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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일정 컴퓨터시스템을 통
해 검사에 필요한 문항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검사지를 구성함은 물론 소정 검사과정을 통해 상기 문항과 피험자 능
력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소정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피험자의 능력측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를 이용하
고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문항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검사방법이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일정 
사물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고 일정 답안 문안을 작성하거나, 면접·질문내용에 대한 서술형 답안작성을 제공하거나, 실
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험자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추가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상기 전술한 검사/평가방법 등은 피험자가 인쇄매체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시간 주어진 질문
에 답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지필검사와 동일한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지필검사 및 일반적인 평가방법은 검사소요 시간이 길며,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긴 길이의 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사/평가를 보는 피험자의 인원이 많을 경우 그 검사종료후 검사결과를 각 피험자가 통보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즉각적인 검사결과를 원하는 피험자로선 충분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필검사는 피험자의 능력차이에 따라 정확한 능력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검사방식의 신
뢰성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검사방식을 시행하거나 그 검사결과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 또는 특정 단체에서
는 상기 검사결과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소정 피험자(개인/단체)를 대상으로 검사지를 
구성하는 문항 하나하나를 분석단위로 하여 문항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검사지를 구성하는 한편, 그 검사
지를 이용한 검사시행·채점·결과분석 및 자료저장,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검사과정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검사 및 그 검사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
육평가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피험자 개개인의 능력수준에 해당되는 검사방식을 채택·제공함으로써, 높은 신뢰도에 따른 피험자 각
각의 능력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제공하도록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피험자의 검사결과를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제공하여 학습교정 및 증진을 제공함은 물론, 검사의 시간
적·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하고 문항과 피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다른 목적
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은, 소정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
속하는 객체(피험자)가 일정 컴퓨터로부터 제공되는 검사지를 통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
기 시스템은 상기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속할 수 있도록 일정 단말장치를 구비하고 그 단말장치를 통해 소정 
시간동안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 시험을 치르는 제 1내지 제 n피험자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가 온라인 접속
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전체적인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한편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 
관리를 운영하는 운영모듈부와, 상기 운영모듈부의 제어동작에 따라 음성·그림·동영상 문항과 듣기평가문항·지문형 
문항 등 여러 문형의 문항을 제작하는 문항관리부, 그 문항관리부에 의해 제작된 문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영역
관리부 및 그 문제영역에 저장된 상기 문항내용뿐만 아니라 상기 문항과 관련된 정보를 분류·저장하는 문제은행관리
부로 구비된 관리모듈부와, 상기 관리모듈부에 의해 제작완료된 문항을 근거로 소정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조작하
기 위한 검사방식선택모듈부와, 상기 검사방식선택모듈부를 매개하여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가 상기 제 1내지 제 n피
험자에 의해 선택되고 해당 검사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피험자 각자에 대한 검사결과 및 문항분석결과를 처리분석하기 

 - 3 -



공개특허 특2001-0103810

 
위한 해당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와, 상기 피험자의 개인정보 및 문항정보, 상기 분석처리된 피
험자의 검사결과를 저장하도록 개인정보저장부, 문제은행정보저장부 및 검사결과정보저장부로 구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검사방식선택모듈부는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보는 지필검사와 그 검사내용 및 순
서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그 검사내용은 소정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고 소정 시간동안 일정 입력매체를 통해 
답안 입력을 수행하도록 제공되는 컴퓨터이용검사(Computer based test;CBT)와, 상기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의 
문항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정 검사이론에 따라 특정 문제은행을 구성하고 상기 피험자 각각의 능력에 따른 문항을 제
시하는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Computerized adaptive Test; CAT)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는 상기 피험자 집단의 평균 및 검사 총점에 대한 분석처리를 제시하는 고전검사이
론에 의하여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오답지 매력도 및 신뢰도·피험자 개별점수분석·검사점수의 선 그래프를 제공하
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TestAn' 과, 상기 문항 각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문항반응이론을 근거로 Rasch모형에 의
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추정오차·변별도와 추정오차·피험자능력모수 및 추정오차·진점수·검사정보함수·검사특성
곡선을 제공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RaschAn' 및 Bayesian 통계방법에 의하여 'EAP(Expected a Posteriori), M
AP(Bayesan Modal Estimation),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중에서 능력 추정방법을 선택하고 상기 
문항의 난이도와 추정오차·피험자능력모수 및 추정오차·진점수·검사정보함수·검사특성곡선을 제공하는 검사분석
프로그램인 'Bayesan'가 저장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은, 소정 검사지를 구성하는 
문항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문항의 정보를 근거로 일정 피험자별로 해당 검사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을 제
작하는 단계와, 상기 문제은행 구축후 상기 검사 주체자인 피험자의 검사방식 선택에 따라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가 각각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피험자의 검사목적 및 내용에 따른 검사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피험자의 검사방식 선택에 따라 상기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 및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방식을 
선택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실시후, 상기 검사방식에 따른 검사분석프로그램을 근거로 문항분석 및 피
험자 능력 추정결과를 피험자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상기 분석결과 추정된 문항모수 및 그 문항 각각이 가
지는 문항난이도·변별도·추측도 등의 분석결과를 상기 문제은행에 저장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는 상기 피험자 능력에 맞는 문항이 제시되면 그 검사실행시 소정 문항을 맞힌 경우
에는 다음 문항의 난이도가 어려운 수준의 문항이 제시되고, 틀렸을 경우에는 다음 문항의 난이도가 그 문항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가 이용되는 검사지 구성은 상기 컴퓨터이용검사에 따른 검사지 구성외에 상기 피험
자 각각에 맞는 개별능력검사가 제공될수 있도록 시작기준(entry level), 진행규칙(branching rule) 및 종료기준(st
opping rule) 이 포함된 알고리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블록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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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속할 수 있도록 일정 단말장치(102a-102n)를 구비하고 
후술하는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 시험을 보는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100n)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
100a-100n)가 온라인 접속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한편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
지 관리를 운영하는 운영모듈부(110)와, 상기 운영모듈부(110)의 제어동작에 따라 음성·그림·동영상 문항과 듣기
평가문항·지문형 문항 등 여러 문형의 문항을 제작하는 문항관리부(120a), 그 문항관리부(120a)에 의해 제작된 문항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영역관리부(120b) 및 그 문제영역에 저장된 상기 문항내용뿐만 아니라 상기 문항과 관련
된 정보를 분류·저장하는 문제은행관리부(120c)로 구비된 관리모듈부(120)와, 상기 관리모듈부(120)에 의해 제작
완료된 문항을 근거로 소정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조작하기 위한 검사방식선택모듈부(130)와, 상기 검사방식선택
모듈부(130)를 매개하여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가 선택되고 소정 검사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피험자 각자에 대한 검
사결과 및 문항분석결과를 처리분석하기 위한 해당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140)와, 상기 피험
자의 개인정보 및 문항정보, 상기 분석처리된 피험자의 검사결과를 저장하도록 개인정보저장부(152), 문제은행정보저
장부(154) 및 검사결과정보저장부(156)로 구비된 데이터베이스(1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검사방식선택모듈부(130)는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보는 지필검사(130a)와 그 검사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그 검사내용은 소정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고 소정 시간동안 일정 입력
매체(예컨대, 마우스·키보드 등)를 통해 답안 입력을 수행하도록 제공되는 컴퓨터이용검사(Computer based test;C
BT)(130b)와, 상기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의 문항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정 검사이론에 따라 특정 문제은행을 
구성하고 상기 피험자 각각의 능력에 따른 문항을 제시하는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 (Computerized adaptive Test; C
AT)(130c)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검사이론은 피험자 집단의 평균 및 검사 총점에 대한 분석처리를 제시하는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
t Theory)과, 문항 각각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에 의해 개별적으로 
문항을 분석하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으로 구분되게 된다.

즉, 상기 컴퓨터화검사(CT;Computerized Test)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의한 문항분석을 통해 
문제은행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상기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140)는 상기 고전검사이론에 의하여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오답지 매력도 및 신
뢰도·피험자 개별점수분석·검사점수의 선 그래프를 제공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TestAn(140a) 과, 상기 문항반응
이론이 적용받고 Rasch모형에 의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추정오차·피험자능력모수 및 추정오차·진점수·검사정보함
수·검사특성곡선을 제공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RaschAn(140b) 및 Bayesian 통계방법에 의하여 'EAP(Expecte
d a Posteriori), MAP(Bayesan Modal Estimation),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중에서 능력 추정방
법을 선택하고 상기 문항의 난이도와 추정오차·피험자능력모수 및 추정오차·진점수·검사정보함수·검사특성곡선을 
제공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BayesiAn(140c)로 구분되어 저장된다.
    

또한, 상기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은 특정 문항에 있어 피험자의 능력수준(θ)에 따라 문항
의 답을 맞힐 확률(P(θ))을 나타내고, 문항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문항특성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미설명 부호 132는 상기 관리모듈부(120)에 의해 문제은행이 구성되면,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CBT), 컴퓨터화
능력적응검사(CAT)의 검사방식에 따른 검사지를 제공하는 검사지제작부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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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필검사(Paper & Pencil Test) 또는 컴퓨터화검사 (CT;Computerized Test)를 보고자 하는 피험자는 소정 
네트워크망을 통해 운영모듈부에 접속하고(단계 200), 컴퓨터화검사(CT)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또는 오프라인 매체(예컨대,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된 CD)를 통해 피험자 자신의 단말장치에 설치하도
록 한다.

이후, 상기 피험자는 회원 또는 비회원 등의 소정 인증절차를 통해 상기 운영모듈부(110)의 데이터베이스(150)에 저
장된 문제은행으로부터 특정 문항 또는 문제영역과 검사형태 등에 의해 지원되는 검사지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데, 이때 상기 문제은행은 검사주체자 또는 피험자가 관리모듈부(120)의 문제은행 구축과정에 따라 다양한 문항제작 
및 문제은행을 데이터베이스(150)에 저장하게 된다(단계 202).

그러한 문제은행 구축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기 운영프로그램 설치완료후 표시되는 기본화면(도 2참조)에서 메뉴선택바(통상 화면의 상단부에 위치)의 선
택조작에 따라 만들고자 하는 문제은행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문제은행이 생성되고, 그 문제은행 하위에 여러 단계의 
문제영역을 상기 문제은행 생성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기본화면에는 후술하는 문제은행, 문제영역 및 문항의 구성·수정·삭제기능 및 검사구성과, 문항검색, 문
항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메뉴표시줄과, 소정 문항이 속해있는 문제은행 및 문제영역을 나타내는 문항경로표시줄, 고전
검사이론 또는 문항반응이론에 의해 분석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 문항모수를 나타내는 문항분석정보표시줄로 이
루어진다.

계속해서, 상기 각 문제영역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게 되는 바, 그 문항제작은 진위형·연결형·선다형·단답형·괄호형
·논술형·지문삽입형·지문클릭형·토플/각종 외국어 능력평가시험·국가 인증시험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지원된
다.

즉, 다시말해 진위형·선다형 문항을 만드는 경우, 문항을 입력할 문제영역을 선택한 후, 메뉴선택조작을 통해 문항명 
입력 및 문항유형선택·문항편집클릭을 순차적으로 조작하고, 이후 편집창이 표시되면 각종 도구모음을 이용하여 질문
입력 및 답지프레임란의 답지입력과 다양한 보기글/설명글 등을 입력/편집하는 한편, 문항정보 예컨대 문항출처·문항
주제·문항목표·예상난이도·주제어·문항 해설 등을 입력저장하면, 그 문항 입력작업은 완료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입력하고자 하는 문항 유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문항구성시 문항을 입력하고 편집하기 위한 문항편집창의 
기본화면을 나타내고 있는 도 3과 같이 문항편집 기능에 따라 해당 유형에 맞는 질문과 정답 및 문항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문항입력이 완료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문항입력과정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항에 소리·그림·동영상 등이 첨부된 상태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는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데, 만약 문항에 그림을 적용하는 경우에 먼저 메뉴선택조작을 통해 그림 프레임을 클릭하
여 그림이 위치할 곳에 프레임을 만든 후, 소정 그림 툴박스 등으로부터 해당 그림을 선택 지정함으로써, 그림이 입력된 
문항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된다(도 4a 참조).

    
또한, 문항제작과정에서 소정 문제에 대한 지문이 먼저 제시된 후 문제가 나중에 제시되는 헤더지문형과 문제와 지문이 
동일화면에 표시되는 개별지문형 문항 등도 메뉴선택바의 조작동작을 통해 해당 문제영역내에 문항을 입력저장하게 된
다. 다시말해 도 4b와 같이 지문툴박스(도면 미도시)를 이용하여 소정 지문을 선택입력하고, 피험자는 그 지문에 대한 
질문을 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질문에 대한 응답입력과정은 각 문항유형에 따른 소정 정해진 규칙에 의거하
여 처리된다.
    

한편, 상기한 문제은행, 문제영역 및 문항은 메뉴선택바를 통해 이름 등을 수정하거나,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가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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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항은 문제은행 상호간, 문제영역 상호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문제은행 및 문제
영역에 저장할 수가 있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제은행이 제작완료되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검사지를 구성하게 되는 바, 그 검사지는 피험자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영역별로 검사지를 구성할 수가 있으며, 상기 검사지를 통합하게 되면 하나의 종합검사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검사지는 소정 과목이나 검사 단위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출제하고자 할 때 구성할 수 있는 검사영역
이 더 제공되며, 여기서 피험자의 점수계산 및 분석의 최소단위는 검사지가 된다.

이하, 상기한 검사지 구성과정을 컴퓨터이용검사(CBT)와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CAT)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필검사와 그 검사내용 및 순서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그 검사내용은 소정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고 
소정 시간동안 일정 입력매체를 통해 답안 입력을 수행하는 컴퓨터이용검사의 검사지 구성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상기 컴퓨터이용검사는 검사지 구성시 정해진 순서대로 문항이 제시되며 총 문항수가 고정된 상태로 종합검사, 
검사영역 및 검사지 순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정 메뉴선택바의 선택조작에 따라 컴퓨터이용검사(CBT)를 선택한후 종합검사명과 피험자
가 검사결과 항목을 선택하거나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방법을 선택입력하여 종합검사지를 구성한다.

이후, 기 만들어 놓은 검사영역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만들 수 있도록 검사지보다 검사영역을 먼저 구성하게 되며, 검사
영역이 속할 종합검사를 선택한후 그 종합검사내에 문제은행, 문제영역, 주제어로 문항을 검색하거나 문항모수가 일정
범위안에 속하는 문항을 선별하고, 문항특성별로 문항을 선택한 후 다수의 검사영역을 구성하도록 한다.

상기 검사영역이 구성된 다음에는 검사지를 구성하는데, 상기 검사지는 검사영역중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검사영역을 
선택하여 검사지를 구성하게 되고, 이때 검사지명, 검사시간, 검사지 만점 등의 기본 정도를 입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검사지에는 검사영역 사이에 제공되는 쉬는 시간, 검사 시작 등을 알리는 메시지 등을 입력할 수가 있다.

다음은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CAT)에 적용되는 검사지 구성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에 따른 검사지 구성과정은 전술한 컴퓨터이용검사와 같이 선택메뉴바를 이용하여 구성하
는데, 이때 결과보고방법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능력모수를 보고할 수 있으며 시작규칙, 진행규칙, 종료기준의 알
고리즘을 선택한다.

계속해서, 검사영역명과 검사영역내용을 입력, 검사영역을 구성하며, 검사영역에 출제되는 문항수인 출제문항수 등을 
입력하는 것과 같이 환경설정을 수행한다. 상기 검사영역은 피험자 능력추정을 위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 문항
모수를 고려하고 구성하는 한편, 문항모수의 범위가 다양하고 풍부하도록 출제문항수보다 많은 문항으로 검사영역을 구
성하도록 한다.

상기 검사영역의 구성이 완료되면 검사지명과 검사시간, 검사지만점 등을 입력하고 검사지를 만들게 된다. 이때 종합검
사를 구성하는 검사지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 시행시 앞 문항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검사지를 컴퓨터이용검사 및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로 각각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기 검사지와 검사영역 구성
시 쉬는 시간, 검사 시작 등을 알리는 메시지 등을 입력할 수가 있으며, 그 방법은 전술한 컴퓨터이용검사와 동일하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지 구성이 완료되면 피험자는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피험자는 검사방식선택모
듈부(130)를 조작하여 지필검사 (130a)·컴퓨터이용검사(130b)·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방식(130c)중 어느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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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식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즉 지필검사(130a), 컴퓨터이용검사 (130b) 및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130c) 중 어
느 하나의 검사유형을 선택하면, 운영모듈부 (110)는 해당 검사유형별로 특정 종합검사지로 검사를 할수 있도록 제어
하며, 이때 상기 검사진행시 남은시간 및 문항수를 확인할수 있음은 물론 여러개의 검사지가 하나의 종합검사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지를 종료하고 다음 검사지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검사에 응할 수가 있게 된다(단계 204, 단계 2
06).
    

그리고, 상기 검사를 치르는 동안 도구키이를 이용하여 검사에 응하는바, 예컨대 다시보기를 설정하게 되면 소정 문항
이 표시된 상태에서 그 다시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앞 문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도구가 적용된다.

여기서, 상기 검사진행시 검사방식선택에 따라 컴퓨터이용검사와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에 따라 검사의 내용과 순서가 
상이하지만, 상기 컴퓨터이용검사는 지필검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에 한정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는 전술한바와 같은 검사지 구성과 같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각 개인에게 적합한 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항이 제시되게 된다.

그러한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에 따르면, 피험자가 교육평가시스템 즉 운영모듈부(110)에 접속하고 소정 검사영역에 
제시된 문항을 풀 때(단계 212-단계 216), 특정 문항을 맞혔을 경우에는(단계 218에서 yes) 그 문항보다 어려운 수
준의 문항이 제시되고(단계 220), 틀렸을 경우에는 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이 제시되게 된다(단계 222). 그리고 검사 
완료후 문항 각각에 대한 분석데이터를 피험자는 확인하게 된다(단계 224, 226)

이때 그 검사과정은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능력모수를 보고할 수 있도록 도 7과 같이 중간난이도의 문항 및 합격점에 해
당하는 문항을 제시하는 시작규칙, 진행규칙, 종료기준에 의해 진행된다.

    
즉, 다시말해 검사시행시 문항 난이도 및 합격점 등의 시작기준에 따라 문제은행으로부터 문항을 선택하고(단계 230, 
단계232), 문항 각각에 대하여 응답처리를 하게 되면, 문항반응이론에 의하여 상기 문항 특성을 분석함은 물론 그에 따
른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게 된다(단계 234, 236). 이후, 검사전 설정된 추정오차, 검사문항수 및 검사시간등의 종료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검사가 종료되고, 그 검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산출하여 피험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단계 
238, 240). 이때, 문항분석정보 및 피험자의 능력정보 등은 데이터베이스(150)의 해당 정보저장부에 각각 저장되게 
된다.
    

한편, 전술한바와 같은 컴퓨터화 검사를 위해서는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 문항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며,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즉, 상기 문항특성곡선은 특정 문항에 있어 피험자의 능력수준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낸 곡선으로, 각 문
항마다 문항의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형태의 문항특성곡선이 나타난다(그림 1).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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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난이도는 문항특성곡선의 위치에 따라 그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문항특선곡선 위치가 오른쪽으로 위치할수록 어려운 문항을 나타내게 된다(그림 2).

[그림 2]

또한, 문항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변별도는 문항특성곡선이 가파를수록 피험자를 보다 잘 변별하게 
된다(그림 3).

[그림 3]

    
또한, 전술한 문항 특성에 필요한 문항특선곡선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난이도, 상기 문항난이도를 
나타내는 문항특성곡선상에서의 기울기인 문항변별도 이외에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의 합인 검사특성곡선, 특정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문항정보함수, 여러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특정검사가 피험자
의 특성이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검사정보함수 등을 제공하게 되어,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질과 피험자의 검사에 대한 성취수준을 분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선택된 검사방식에 따라 소정 시간동안 시행된 검사가 종료되면, 피험자는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140)
에 저장된 검사분석프로그램에 의하여 문항분석 및 능력분석을 실시할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피험자는 검사종료후 고전검사이론 또는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분석과정에 따라 산출되는 각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추측도·답지당 응답비율·문항정보함수·문항의 사용회수 등의 정보를 피험자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
공하게 되며, 그 분석결과는 문제은행정보저장부(154)에 피험자별로 저장관리하게 되어 상기 피험자의 특성에 맞는 개
별맞춤학습이 가능해지도록 문제은행이 구축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에 따르면, 검사지제작 및 시행, 
채점 및 분석, 결과보고에 컴퓨터가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손쉽게 제작할 수가 있게 되며, 검사가 종료
되기 전에도 피험자는 문항의 답변에 대한 정답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가 있음으로싸 피험자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습
교정 및 증진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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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일정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피험자가 검사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인 탈피를 기대할수 있으
며, 문항과 피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험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속하는 객체(피험자)가 일정 컴퓨터로부터 제공되는 검사지를 통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온라인 접속할 수 있도록 일정 단말장치(102a-102n)를 구비하고 그 단말장치(102a-102
n)를 통해 소정 시간동안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 시험을 치르는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100n)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100n)가 온라인 접속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운영프로그램(112)에 따른 
전체적인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한편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 관리를 운영하는 운영모듈부(110)와,

상기 운영모듈부(110)의 제어동작에 따라 음성·그림·동영상 문항과 듣기평가문항·지문형 문항 등 여러 문형의 문
항을 제작하는 문항관리부(120a), 그 문항관리부(120a)에 의해 제작된 문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영역관리부 
(120b) 및 그 문제영역에 저장된 상기 문항내용뿐만 아니라 상기 문항과 관련된 정보를 분류·저장하는 문제은행관리
부(120c)로 구비된 관리모듈부(120)와,

상기 관리모듈부(120)에 의해 제작완료된 문항을 근거로 소정 검사방식 및 검사지를 선택조작하기 위한 검사방식선택
모듈부(130)와,

상기 검사방식선택모듈부(130)를 매개하여 상기 검사방식 및 검사지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100n)에 의
해 선택되고 해당 검사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피험자 각자에 대한 검사결과 및 문항분석결과를 처리분석하기 위한 해당 
검사분석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140)와,

상기 제 1내지 제 n피험자(100a-100n)의 개인정보 및 문항정보, 상기 분석처리된 피험자의 검사결과를 저장하도록 
개인정보저장부(152), 문제은행정보저장부(154) 및 검사결과정보저장부(156)로 구비된 데이터베이스(150)를 포함
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방식선택모듈부(130)는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보는 지필검사와 그 검사내용 및 순서가 동
일한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그 검사내용은 소정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고 소정 시간동안 일정 입력매체를 통해 답안 
입력을 수행하도록 제공되는 컴퓨터이용검사부(Computer based test;CBT) (130b)와,

상기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의 문항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정 검사이론에 따라 특정 문제은행을 구성하고 상기 피
험자 각각의 능력에 따른 문항을 제시하는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부(Computerized adaptive Test; CAT)(130c)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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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사분석프로그램저장부(140)는 상기 피험자 집단의 평균 및 검사 총점에 대한 분석처리를 제시하는 고전검사이
론에 의하여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오답지 매력도 및 신뢰도·피험자 개별점수분석·검사점수의 선 그래프를 제공하
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TestAn'(140a)과,

    
상기 문항 각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문항반응이론을 근거로 Rasch모형에 의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추정오차·피험
자능력모수 및 추정오차·진점수·검사정보함수·검사특성곡선을 제공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RaschAn'(140b) 및, 
Bayesian 통계방법에 의하여 'EAP(Expected a Posteriori), MAP(Bayesan Modal Estimation),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중에서 능력 추정방법을 선택하고 상기 문항의 난이도와 추정오차·피험자능력모수 및 추정
오차·진점수·검사정보함수·검사특성곡선을 제공하는 검사분석프로그램인 'BayesiAn' (140c)가 저장관리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모듈부(120)에 의해 문제은행이 구성되면,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CBT),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CAT)
의 검사방식에 따른 검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사지제작부(132)가 더 구성되며, 상기 검자지제작부(132)는 피험자
의 검사목적과 내용에 따라 소정 과목이나 검사 단위의 영역을 세분화시켜 구성되는 검사영역과, 그 검사영역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는 검사지와, 상기 검사지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문항 각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문항반응이론은, 피험자 능력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
특선곡선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난이도, 상기 문항난이도를 나타내는 문항특성곡선상에서의 기울기
인 문항변별도, 상기 문항특선곡선상의 문항추측도,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의 합인 검사특성곡선, 특정 문항이 피험자
의 특성이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문항정보함수, 여러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특정검사가 
피험자의 특성이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검사정보함수 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청구항 6.

소정 검사지를 구성하는 문항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문항의 정보를 근거로 일정 피험자별로 해당 검사목
적에 부합하는 문항을 제작하는 단계와,

상기 문제은행 구축후 상기 검사 주체자인 피험자의 검사방식 선택에 따라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컴퓨터화능력적
응검사가 각각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피험자의 검사목적 및 내용에 따른 검사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피험자의 검사방식 선택에 따라 상기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 및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방
식을 선택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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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사실시후, 상기 검사방식에 따른 검사분석프로그램을 근거로 문항분석 및 피험자 능력 추정결과를 피험자 개별
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상기 분석결과 추정된 문항모수 및 그 문항 각각이 가지는 문항난이도·변별도·추측도 
등의 분석결과를 상기 문제은행에 저장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문제은행 구축단계는,

소정 원하는 이름(name)을 가지는 문제은행 구성후 그 문제은행내에 여러 단계의 문제영역을 구성하고, 상기 문제영
역내에 검사질문형태로서 진위형·연결형·선다형·단답형·괄호형·논술형 및 지문삽입형·지문클릭형과 기 제시된 
능력평가문항 등의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
시스템의 운영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지 구성은 상기 지필검사·컴퓨터이용검사 및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를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피험자의 검사
목적과 내용에 따라 구성가능하며, 상기 검사형태별로 종합검사지 구성후 상기 문제은행에서 문항검색 및 문항난이도·
변별도·추측도등에 따른 문항모수가 소정 범위안에 속하는 문항특성을 파악·선택하여 검사영역을 구성하고, 상기 검
사영역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지를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
의 운영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지보다 하위단계에 속하는 검사영역을 검사지보다 먼저 구성하는 것은 기 구성된 검사영역들중에서 선별적으
로 검사영역을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는 상기 피험자 능력에 맞는 문항이 제시되면 그 검사실행시 소정 문항을 맞힌 경우에는 다
음 문항의 난이도가 어려운 수준의 문항이 제시되고, 틀렸을 경우에는 다음 문항의 난이도가 그 문항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이 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화능력적응검사가 이용되는 검사지는 상기 컴퓨터이용검사에 따른 검사지 구성외에 상기 피험자 각각에 맞
는 개별능력검사가 제공될수 있도록 시작기준(entry level), 진행규칙(branching rule) 및 종료기준(stopping rule) 
이 포함된 알고리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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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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