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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이탈행동은 학습효과를 저하시킨다. 따라

서 이탈행동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탈행동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취학아동 연

령 이상을 대상으로 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 상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유아용 교육게임에서는 탐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유아용 교육게

임에서의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문항유형 관점

이란, 문항의 난이도나 인터페이스와 같은 문항의 차이로 인해 이탈행동

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각이다. 학생 관점은 학생 개인의 차이가 이

탈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인 KitKitSchool을 플레이한 409명

의 로그를 활용하여, 다음 두 가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항유

형 관점과 학생 관점에 따라 도출된 이탈행동의 분석단위가 이탈행동 발

생 비율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이탈행동비율을 

문항유형/학생 별로 집계한 후, 선형회귀분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관점에서의 분석단위가 더 큰 설

명력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이탈행동 예측 모델에서 예측정확도

를 높일 수 있는 피처들이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도출된 

피처인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예측 모델의 피처 중요도

를 확인하였다. 두 가지 분석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세 가지 이탈행동인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를 살펴보았다. 

게이밍은 학습자가 깊게 고민하는 대신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찍는 행

동을 의미한다. 풀이 외 행동은 문제풀이와 상관없는 행동을 가리킨다. 중

도포기는 풀이 도중 포기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 대체로 이탈행동의 분석단위를 학생 관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문항유형 관점으로 계산했을 때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

였다. 또한 피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탈행동의 유형과 상관없이 문

항유형에서 학생들이 풀이한 하위문항의 수(sub_Problem_count)와 정답

입력 간 평균 소요 시간(Problem_avg_trial_time)이 이탈행동 예측 모델

의 예측정확도를 높이는 상위 두 개의 피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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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학생보다는 문항유형에 집중하여 이탈행

동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이탈행동 발

생의 주요한 원인을 탐구한 첫 연구이며, 두 가지 분석을 통해 문항유형이 

학생보다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함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로그데이터분석, 학습분석, 머신러닝, 유아, 교육게임, 이탈행동 

학   번 : 2019-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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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학습 효과를 저해하는 이탈행동(disengagement) 문제는 전통적인 교실 환경

에 비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보다 심각하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교

실 환경에 비해 이탈행동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탈

행동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학습이 진행

되기 때문에 교실 환경에 비해 학습자들이 집중하기 어려워 이탈행동을 보일 가능

성이 높다(Baron, 2015; DeStefano, & LeFevre, 2007). 또한,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

하여 문제를 찍거나, Copying Answers using Multiple Accounts(이하, CAMEO)와 

같은 새로운 이탈행동이 보고되기도 하였다(Gobert et al., 2015; Ruiperez-Valiente 

et al., 2017). 따라서 전통적인 교실 환경의 이탈행동과 구분하여, 온라인 학습 환경

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탈행동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문항유형 관점과 학

생 관점을 통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이탈행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문항유형 

관점이란, 문항의 난이도나 인터페이스와 같은 문항의 차이가 이탈행동 발생의 주

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Mogessi et al., 2020; Graesser, & D’Mello, 2012). 

학생 관점이란, 학생의 지식 수준과 같은 개별 학생의 차이가 이탈행동의 발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Baker et al., 2008; Komarraju et al., 2011). 이탈행동의 관

점 비교 연구에서는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의 이탈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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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탈행동의 발생 원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탈행동이 발생하

는 주원인을 잘못 이해한다면, 학습 시스템 설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을 하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못 설계된 디자인으로 인해 발

생한 이탈행동에 대해 학생에게 학습과정에 집중하라는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준다

면, 오히려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학생의 동기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  

이탈행동의 관점 비교 연구들은 크게 분석단위 간 설명력 비교 또는 피처 간

예측 정확도 비교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첫째, 분석단위 간 설명력 

비교 연구에서는 문항유형과 학생 별 분석단위로 이탈행동비율을 집계하고, 어떤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 문항유형-학생 별 이탈행동비율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비교하였다(Muldner et al., 2001; Baker, 2007; Peters et al., 

2018; Hawkins et al., 2013; Ruiperez-Valiente et al., 2017; Gong et al., 2010). 둘째, 

피처 간 예측 정확도 비교 연구에서는 이탈행동 예측에 중요한 피처(feature)를 확

인함으로써 이탈행동의 주 발생원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에서

는 최고 성능을 가지는 이탈행동 예측 모델을 수립한 후, 해당 모델에서 어떤 관점

의 피처가 더 높은 정확도로 이탈행동을 예측하는지를 비교하였다(Ruiperez-

Valient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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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두 가지 이탈행동 관점 비교 연구들은 유아용 교육게임 상

에서 탐구한 바 없다. 유아용 교육게임은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본 Intelligent Tutor-

ing System(이하, ITS) 또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이하, MOOC)와 연령과 시

스템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탈행동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연

령과 관련하여, 유아 학습자는 성인과 달리 인지발달, 운동발달 단계에 있다. 따라

서 유아용 게임에서는 유아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시스템 설계에 있

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Jennifer, & Kocurek, 2017; Chiasson, & Gutwin, 

2005), 이러한 사용자 특성이 이탈행동의 발생원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스

템과 관련하여, 교육용 게임은 얼마나 흥미롭게 디자인 되어있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는지가 학습자의 이탈행동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ili, 2005).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이탈행동의 주 발생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

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유아 대상 교육에서 교육용 게임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게임의 교육효과를 저해하는 이탈행동을 예측할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출시된 교육용 앱 중 절반 이상이 

미취학 아동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Highfield & Goodwin, 2013; Shuler, 2012), 가

[그림 1] 두 가지 이탈행동 관점 비교 연구 

1.분석단위간설명력비교연구

문항유형 관점 학생 관점

이탈행동비율

vs

2. 피처간예측정확도비교연구

이탈행동
예측 모델

중요한 피처

P2 P3 S5

문항유형피처(P) 학생피처(S)

ex) 난이도 ex) 지식 수준문항유형별
집계

학생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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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수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유아용 교육게임

의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lowman et al., 2012). 특히, 유아기의 

학습은 유아기 이후의 교육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Campbell et al., 

2003), 학습효과를 저해하는 이탈행동을 예측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유아용 교육

게임에서는 ITS와 같은 다른 온라인 학습 환경에 비해 학습자의 이탈행동이 보다 

빈번하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을 예측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지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는 성인에 비해 학습에 오래 

집중하는 것이 어려우며(예: 짧은 주의집중시간: Betts et al., 2006; 주의통제의 어

려움: Cowan et al., 2006), 따라서 이탈행동을 보다 많이 보일 수 있다. 또한, 교육용 

게임의 경우 선생님의 지도나 평가가 부족한 low stake 환경이기 때문에 성취동기

가 낮아(Liu et al., 2005) 이탈행동을 보이기 쉽다. 따라서 문항유형/학생 중 무엇이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발생

하는 이탈행동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선행연구

에서 살펴보지 않은 유아용 교육게임 맥락에서 이탈행동의 주 발생원인을 탐구한

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이탈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이탈행동 관점 비교 연구들에서 이탈행동에 대해 더 중

요한 관점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혼합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어떤 맥락에서 문항유형 또는 학생이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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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이탈행동에 대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의 설명력을 비교하

고, 유아용 교육게임에서의 주요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이탈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탈행동인 게이밍(gaming), 풀이 외 행동(off-task), 중도포기

(quit)를 분석하였다. 게이밍이란, 학습자가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푸는 대신 시스템

의 특성을 이용하여 빠르고 무작위적으로 푸는 행동을 의미한다(Baker et al., 2005). 

풀이 외 행동은 멍 때리기, 학습과 상관없는 주제로 대화하기와 같이 학습활동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가리킨다(Gobert et al., 2015). 중도포기는 문제풀이를 완료하기 

전 풀이를 포기하는 행동을 일컫는다(Mills et al., 2014). 세 가지 이탈행동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학습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에(Cocea et al., 2009; Mills et al., 2014; DeFalco et al., 2014; Baker, & Rossi, 

2013),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탈행동 중 세 가지 

이탈행동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용 교육게임 어플리케이션인 KitKitSchool 내 4개의 수학 게

임을 플레이한 학습자 409명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 세 가지 이탈행동비율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이탈행동비율을 문항유형 별로 집계하여 문항유

형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하,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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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고, 이탈행동비율을 학생 별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

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하,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을 구하였다. 이후, 선형회귀분

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방법을 수행하여 이

탈행동의 분석단위를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으로 두었을 때 세 가

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 연구문제 1.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중 어떤 관점의 분석단

위로 보는 것이 세 가지 이탈행동(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문제 2에서는 세 가지 이탈행동 예측 모델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 속한 피처들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문항유형 관

점에 속하는 피처(이하, 문항유형 피처)란, 문항의 난이도, 특정 문항에서 평균 소요

된 시간과 같이 이탈행동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문항의 특성에 

관한 피처를 의미한다. 학생 관점 속하는 피처(이하, 학생 피처)는 학생의 지식수준, 

총 풀이시간과 같이 이탈행동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피처

를 가리킨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문항유형/

학생 기반 분류기(classifier)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예측성능을 보이는 분

류기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에 해당하는 피처들의 피처 중요도(feature im-

portance)를 비교하였다.  

• 연구문제 2.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중 어떤 관점의 피처가 

세 가지 이탈행동(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을 더 높은 정확도로 예

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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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

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 중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접근법

을 정리한다. 이후, 3장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소스 및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

명하는 분석단위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피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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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이탈행동 연구 

 

지난 30년 동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이탈행동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인식이 증가해오고 있다(Christenson et al., 2012). 일부 이탈행동 유형은 단기적

으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Cocea et al., 2009), 장기적으

로도 학습효과를 저하시킨다(Pardos et al., 2013).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 상 전

통적인 교실 환경에 비해 이탈행동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에서 이탈행동을 탐구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

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학습은 스크린 상에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집

중하기 어려우며(Baron, 2015; DeSteano, & LeFevre, 2007) 따라서 이탈행동이 발생

하기 쉽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교실 환경과는 달리 학습 플랫폼

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이탈행동이 관찰되어 왔다. 예를 들어, MOOC과 같

은 온라인 공개강좌에서는 CAMEO가 빈번하게 나타나며(Ruiperez-Valiente et al., 

2017), ITS에서는 시스템 내에 제공되는 힌트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시스템의 특성

을 이용해 빠르게 찍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Gobert et al., 2015; Aleven 

et al., 2004). 이처럼 온라인 학습에서는 전통적인 교실 환경보다 이탈행동이 더욱 많

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학습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탈행동이 발생한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을 탐구하기에 앞서, 이탈행동이 무엇

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Falco 등(2014, p.49)

의 정의에 따라, 이탈행동을 “학습자가 학습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임하거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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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해당 정의는 비단 전통적인 교실 환경 뿐만 아니라 온라

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학습과 무관한 주제로 대화를 하거나 멍 때리기(mind wandering)와 

같이 “학습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한다. 또는, 학습 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학습에 중단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온라인 학습 환

경에서는 게이밍(gaming), 풀이 외 행동(off-task), 중도포기(quit)라는 이탈행동이 관

찰된다. 게이밍과 풀이 외 행동은 각각 학습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찍거나 학습활

동과 무관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학습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임하는 행동이다. 중도

포기는 “학습을 중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탈행동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탈행동과 학습효과의 부적 관계로 인해(Cocea et al., 2009; Mills et al., 2014), 

이탈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초기의 이탈행동에 대한 연구는 자기 평가 설문(self-report questionnaire) 또는 현장 

관찰(observation)을 사용하여 이탈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Wise et al., 2005; Wu 

et al., 2017). 그러나 학습 도중 설문이나 관찰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학습자는 본인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Fredricks 

& McColskey, 2012) 학습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Baker et al., 2004).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스텔스 평가(stealth assessment) 방법을 사용해 이

탈행동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텔스 평가는 학습자

들이 학습 환경에서 남긴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평가함으로써, 학습과 평

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평가 방식이다(Shute, 2011). 스텔스 평가에서 학습자는 

본인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스텔스 평가를 활용하

면 평가 편향(assessment bias)이 감소하며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다(Killi, 2017). 특히 

스텔스 평가는 교육용 게임과 같이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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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이탈행동을 평가할 때 유용할 수 있다. 학교 환경에서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쓰이는 ITS와 달리,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교육용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수행

하거나 학습자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들은 주로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ITS 맥락에서 탐구

되어 왔으며, 유아용 교육게임에서는 살펴본 바 없다. 유아용 교육게임과 ITS는 학습

자의 연령과 학습 시스템 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탈행동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상

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 학습자의 경우 아직 인지발달, 운동발달 단계에 있기 때

문에 시스템이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Jennifer, & Kocurek, 2017; Chiasson, & Gutwin, 2005). 또한 교육용 게임의 특성 상 

문항이 얼마나 흥미롭게 제시되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는지가 학습자의 이탈행동

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ili, 2005).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유아가 

스크린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에 ITS 

기반 학습환경에서 이탈행동의 발생원인을 탐색한 연구를 확장하여, 유아용 교육게

임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제 2 절 이탈행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문항유형/학생 관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온 “상태(state)-특성(trait)”분류

법을 토대로, 학습자의 이탈행동의 발생원인을 문항유형과 학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보이는 이유와 관련하여“반응적

(responsive)”vs. “만성적(chronic)”, “상황적(situational)”vs. “기질적(dispo-

sitional)”, “상태(state)” vs. “특성(trait)”과 같은 이분법적 분류를 사용해왔다

(Geiser et al., 2017). 심리학에서 제시되어 온 이분법적 분류 중에서, 특히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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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자 행동의 기저를 파악할 때 

채택되어 왔다. 이탈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학습자가 보이는 지루함

(Hawkins et al., 2013), 불안감(Orbach et al., 2019) 뿐만 아니라, 이탈행동의 발생 원

인 역시 상태와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Baker, & Rossi, 2013).  

이탈행동의 발생 원인을 상태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들은 문항의 난이도나 

학습 시스템 디자인과 같은 “문항유형”이  이탈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문항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시스템이 복잡

하게 디자인 되어있는 경우, 학습자들은 좌절감(frustration)을 느끼고 이탈행동을 

보일 수 있다(Baker et al., 2008). 반면 지나치게 쉬운 문항에서도 학습자들은 지루

함(boredom)을 경험하여 게이밍이나 풀이 외 행동을 보일 수 있다(Baker et al., 

2010). 따라서 연구자들은 문항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습 시스템을 너무 

단순하지 않게 설계할 것을 권장해왔다. 한편, 이탈행동의 발생 원인을 특성 중심으

로 논의한 연구들은 학생의 지식수준이나 태도와 같은 “학생”에 의해 이탈행동

이 발생하는 정도를 보았다. 예를 들어, 수행 목표(Baker et al., 2004; Martinez-

Miron et al., 2004), 과목이나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Baker et al., 2008), 노력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거라는 믿음(Dweck, & Molden, 2000)과 같은 학습자 개인의 특성

은 이탈행동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정보로 알려져 왔다. 개인의 성격과 이탈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한 연구들(Sansone et al., 1999; Komarraju et al., 2011) 

또한 학생 차이가 이탈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

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이탈행동 발생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학생을 중

심으로 이탈행동에 대응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비록 문항유형과 학생은 모두 학습자의 이탈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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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지만, 둘 중 무엇이 이탈행동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탐구해야 할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이탈행동이 발생하는 주 원인을 잘못 이해

한다면, 학습 시스템 설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못 설계된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한 이탈행동

에 대해 학생에게 학습과정에 집중하라는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준다면, 오히려 지

나친 개입으로 인해 학생의 동기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  특히 교육용 게임의 경우, 

학생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게임의 재미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

다. 반면, 학생의 낮은 주의집중 정도가 이탈행동 발생의 주 원인인데 시스템 디자

인을 변경한다면, 학습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주의력을 더 잃거나 인지적 어려

움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는 이탈행동 발생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유형 관점과 학

생 관점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다. 2.2.1에서는 이탈행동에 대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 간 설명력을 비교한 연구

들을 정리한다. 2.2.2에서는 피처 간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와 이탈행동 예측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피처들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다. 

 

2.2.1 분석단위 간 설명력 비교 연구 

 

이탈행동의 주 발생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이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비교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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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유형-학생 별 이탈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은 세 가지 이탈행동 중 게이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엇이 더 중

요한 관점인지에 대해서는 혼합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항유형 관점에서 살펴볼 때 게이밍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Baker(2007)는 중학생 240명의 ITS 플레이 데이터를 대상

으로 문항유형/학생 관점에서의 게이밍 비율을 독립변수로, 문항유형-학생 별 게

이밍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석단위로 문

항유형 관점을 사용했을 때(R2=0.55)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를 사용했을 때

(R2=0.16)보다 게이밍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연구에서

는 문항유형이 학생보다 게이밍에 대해 더 좋은 예측변수(predictor)라고 결론지었

다. Baker 등(2009)의 연구 역시 학생 관점 보다는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이밍 발생에 대한 문항유형과 

관련된 피처들로 구성된 모델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유형 피처로 

구성된 모델의 게이밍에 대한 설명력(R2=0.56)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온 학

생 피처로 구성된 모델의 게이밍에 대한 설명력(R2=0.20) 보다 높았기 때문에, 연구

진들은 문항유형이 이탈행동의 주 발생원인이라 논의하였다. 게이밍의 발생 원인

으로 알려진 학습자가 경험하는 지루함(Baker et al., 2008)이 학생에 비해 문항유형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Hawkins et al., 2013). Hawkins 등(2013)

은 학생 관점과 문항유형 관점 각각에서의 지루함 정도가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에

서 보이는 지루함 정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 관점과 문항유

형 관점 각각에서의 지루함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둔 두 개의 선형회귀식의 R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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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BiC)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생 관점에서 

살펴본 지루함 비율을 독립변수로 둔 회귀모델(BiC=2,845, R2=0.0061)에 비해 문항

유형 관점에서 도출한 지루함 비율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델(BiC=-13,002, 

R2=0.0516)에서 더 낮은 BiC와 더 높은 R2 값이 나타나면서, 문항유형이 학생보다 

지루함을 더 잘 설명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학생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탈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들도 보고되고 있다. Muldn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선형회귀분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문항유형과 학생 중 무엇

이 게이밍에 대해 더 강한 예측변수인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가지 분석방법 

모두에서 학생이 문항유형보다 게이밍 예측에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Gong 외 

연구진(2010)은 학생 관점에서의 게이밍 비율을 독립변수로 둔 모델의 설명력

(R2=0.61)이 문항유형 관점에서의 게이밍 비율을 독립변수로 둔 모델의 설명력

(R2=0.11)에 비해 5배 이상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분석을 통해, 학생이 게이밍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Ruiperez-Valiente 등(2017)은 게이밍의 하위 유형인 

CAMEO 행동이 학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Muldner 등(2011)에서 사용한 3가지 방법(로지스틱 회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

안 네트워크)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방법에 따라 CAMEO에 대해 더 중요한 요인은 

상이하였다(로지스틱 회귀분석, 히스토그램: 학생, 베이지안 네트워크: 문항유형). 

그러나 CAMEO 예측 모델에서 학생과 관련된 피처들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진들은 대체로 CAMEO는 학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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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게이밍에 대한 문항유형/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간 설명력 비교 연구 

관점 맥락(대상/시스템) 분석방법 출처 

문항유형 중학생/수학 ITS L Baker(2007) 

문항유형 고등학생/수학 ITS A Baker et al.(2009) 

학생 중학생/수학 ITS A Gong et al.(2010) 

학생 고등,대학/수학,물리 ITS  L,S,H,B Muldner et al.(2011) 

문항유형 중학생/수학 ITS L Hawkins et al.(2013) 

학생 대학생/물리 MOOC L,H,B Ruiperez-Valiente et al.(2017) 

* A:Anova, L:Linear Regression, S:Self Correlation, H:Histogram, B:Bayesian Network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분석단위를 계산할 때 게이밍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합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상반된 결과는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이나 연구에서 사용한 시스템의 특성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

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문항유형이나 학생 중 이탈행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게이밍을 비롯하여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라는 이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게이밍을 중심으로만 문항유형과 

학생 중 더 설명력이 높은 요인을 탐색해왔다. 이에, 연구문제 1에서는 유아용 교육

게임에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의 분석단위로 볼 때 세 가지 이

탈행동인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를 더 잘 설명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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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피처 간 예측 정확도 비교 연구 

 

이탈행동의 주 발생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는, 이탈행동 예

측 모델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피처들이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Ruiperez-Valiente 등(2017)은 6개의 학생 피처(예: 총 

비디오 시청시간, 총 질문 횟수)와 6개의 문항유형 피처(예: 문항유형이 나타난 위

치)를 활용하여 CAMEO 예측 모델을 구축한 후, 구축한 모델에서 피처 중요도가 높

은 피처들이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느 관점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이 정답을 맞출 때까지 평균 소요한 시간(학생 피처), 학생의 총 비디오 시

청시간(학생 피처) 순으로 CAMEO 예측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진들은 

대체로 CAMEO는 학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MOOC에서의 이탈행동을 살펴본 Ruiperez-Valiente 등

(2017) 외에는 피처 간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여 이탈행동에 대해 더 중요한 관점을 

확인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의 이탈행동에서 피처 간 예측 정확도 

비교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이탈행동 예측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문항유형

과 학생 관점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정리한다. 한편, 이탈행동 예측에 대한 연구들에

서는 액션 피처(action feature)를 주로 활용하면서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를 추

가로 고려하였다. 액션 피처란, 특정 학습자가 특정 문항유형에서 보이는 액션 단위

를 기반으로 한 피처(예: 특정 학습자의 특정 문항유형에서의 풀이시간)를 의미한

다. 비록 이탈행동 예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액션 피처를 사용하여 이탈행동의 

예측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액션 피처는 특정 학습자가 특정 문항유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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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액션을 단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이고 설명가능성이 낮다는 문제

를 가진다. 반면,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는 각각 문항과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기 때문에 설명가능성이 높으며 대응을 위한 방향 정보를 보다 잘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탈행동 발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탐구하고 이탈행동에 대

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문항유형/학생 피처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문항유형 피처를 활용한 이탈행동 예측 연구 	Baker 등(2009)은 고등학생 58

명의 ITS 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항유형 피처를 중심으로 어떤 문항유형 피

처가 게이밍과 풀이 외 행동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

해, 해당 연구에서는 문항유형의 어려움, 문항유형의 디자인 복잡성(예: 문항유형 

내 문항의 수, 문항유형 풀이 완료를 위해 필요한 최소 정답의 수), 문항유형/도움요

청 피처의 퀄리티와 같은 79개의 문항유형 피처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게이밍

과 풀이 외 행동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항유형 피처가 상이한 것으로 발

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항유형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 게이

밍이 많이 발생한 반면, 풀이 외 행동에 대해서는 문항유형이 방정식(equation)을 다

루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피처로 나타났다.  

학생 피처를 활용한 이탈행동 예측 연구  Mills 등(2014)은 173명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읽기활동을 수행할 때 어떤 피쳐들이 학습자의 읽기활동 

중도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학습자가 읽기활

동을 중단한 페이지의 직전 페이지에 대한 11개의 액션 피처(예: 직전 페이지에서

의 읽기시간, 직전 페이지에서의 중도포기 여부)에 더해, 6개의 학생 피처(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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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페이지 수, 총 읽기 시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액션 피처 중 학습자가 주요

한 페이지(예: 읽기활동 중단한 페이지의 직전 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읽은 시간이 

읽기활동 중단 예측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어떠한 학생 피처

도 읽기활동 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항유형/학생 피처를 동시에 활용한 이탈행동 예측 연구  일부 연구에서는 

게이밍 예측을 위해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를 동시에 사용해왔다(Walonoski, & 

Heffernan, 2006; Wixon et. al., 2012; Ruiperez-Valiente et al., 2017). 게이밍과 관련

하여, Walonoski과 Heffernan(2006)은 액션의 상세정보(예: 액션의 정답여부, 문제

를 다시 푼 시간)를 포함하여 문항유형 피처(예: 문항유형의 난이도, 문항유형 풀이

를 위해 수행해야하는 문항의 수)와 학생 피처(예: 학생이 총 시도한 액션의 수, 지

식수준, 총 힌트 사용시간)를 사용하여 게이밍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비록 해당 

연구에서는 모델의 어떤 피처가 게이밍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밝히

지 않았지만, 연구진들은 높은 문항유형의 난이도와 학생의 낮은 지식수준이 결합

될 때 게이밍이 발생한다고 논의함으로써 난이도(문항유형 피처)와 학생의 지식수

준(학생 피처)이 게이밍 예측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Wixon 등(2012)은 게이

밍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Without Thinking Fastidiously(이하, WTF) 행동을 예측하

기 위해, 액션의 상세정보(예: 총 시도한 액션의 수, 액션들 사이의 평균 소요된 시

간)에 문항유형 피처(예: 문항유형 내 총 아이템이 변경된 횟수)와 학생 피처(예: 학

생의 총 아이템 변경 횟수)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중, 학생이 학습과 관련된 부분

에서 조작한 총 횟수가 WTF 행동 예측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를 모두 활용하여 중도포기를 예측하려는 시도도 있다. 

Karumbaiah 등(2018)의 연구에서는 137명의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물리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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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게임에서 플레이한 로그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학생+레벨+문항

유형 피처(예: 특정 학습자가 특정 레벨의 특정 문항유형에 접속한 수), 학생+레벨 

피처(예: 특정 학습자가 특정 레벨에 접속한 수), 학생 피처(예: 특정 학습자가 플레

이한 레벨의 수) 및 레벨 피처(예: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플레이 수, 문항유형

의 난이도)의 네 가지 범주로 가공하였다. 여기에서 학생+레벨+문항유형 피처와 

학생+레벨 피처는 특정 학생의 특정 레벨 또는 문항유형에서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액션 피처에 해당하며, 레벨 피처는 특정 문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항유형 피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학습

자의 중도포기 예측 모델을 구성한 결과, 34개의 피처 중 특정 학습자가 특정 레벨

에 접속한 횟수(학생+레벨/액션 피처), 특정 학생이 전체 레벨들을 푸는 데 소요한 

시간의 표준편차(학생 피처), 특정 레벨에서 전체 학습자들이 받은 평균 벳지의 횟

수(레벨/문항유형 피처) 순으로 모델 성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탈행동 예측에 도움이 되는 문항유형/학생 피처 연구 

출처 
연구 맥락 

(대상/시스템) 

이탈

행동 
유형 피처 

Walonski, &  

Heffernan (2006) 

중학생/ 

수학 ITS 
G 

문항유형 
·난이도 

·문항이 추상적인지 여부 

학생 

·총 시도한 액션의 수 

·총 힌트사용/문항풀이 시간 

·지식수준 

Baker et al.  

(2009) 

고등학생/ 

수학 ITS 
G 

문항유형 ·문항이 추상적인지 여부 

학생 ·지식수준 

Baker (2009) 
고등학생/ 

수학 ITS 
O 문항유형 ·학습내용 

Wixon et al.  중학생/ G 학생 ·학습관련 부분 상 총 조작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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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과학 ITS 

Karumbaiah 

et al. (2018) 

중학생/ 

물리교육게임 
Q 

문항유형 ·특정 문항레벨의 평균 보상 수 

학생 ·전레벨 통과시간의 표준편차 

Ruiperez-Valiente  

et al. (2017) 

대학생/ 

물리 MOOC 
G 학생 

·총 힌트사용/문항풀이 시간 

·정답까지 평균 소요시간 

G: 게이밍, O: 풀이외행동, Q: 중도포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

포기를 예측하고 각 이탈행동 예측에 도움이 되는 피처들을 탐구해왔다. 그러나 

Karumbaiah 등(2018)의 연구에서만 교육게임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을 예측해왔

으며, 그 어떠한 연구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바 없다. 또한, Ruiperez-

Valiente 등(2017)의 연구를 제외하고, 이탈행동 예측에 중요한 피처가 어느 관점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서는 유아용 교육게

임에서 세 가지 이탈행동에 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의 피처가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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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데이터 소스 및 분석단위  

 

본 연구에서는 KitKitSchool이라는 교육용 게임을 통해 수집한 로그 데이터

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KitKitSchool은 개발도상국 유아/어린이의 수학, 언

어 능력 함양을 위해 제작된 태블릿 기반 교육게임으로, 대상 연령은 만 4세부터 7

세(preschool~K2)이다. 연구에서 활용한 로그 데이터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

월의 총 9개월동안 29개의 탄자니아 마을에서 필드 테스트(field test)를 통해 수집

한 409명의 KitKitSchool 게임 플레이 데이터이다.  

이 연구는 KitKitSchool에서 제공하는 게임들 중 서로 상이한 학습목표와 디

자인을 가진 네 가지 게임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가지 게

임인 BugMath, FeedingTime, MissingNumber, NumberTrain의 스크린샷이다. 각각

의 게임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ugMath는 하단에 제시된 숫자카드를 탭

(tab)하여 덧셈 또는 뺄셈 문제를 푸는 게임으로, 학습자는 BugMath에 있는 벌레의 

개수를 참고하여 문항을 풀 수 있다(그림 2a). FeedingTime은 좌측과 우측에 나타

나는 사물/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여 하단의 적절한 부등호 카드를 탭하는 게임이다

(그림 2b). 게임 MissingNumber는 각 달걀에 있는 네 개의 숫자가 산술적인 순서를 

이루도록, 하단의 숫자카드를 드래그(drag)하여 달걀의 빈 부분을 채우는 게임이다

(그림 2c). NumberTrain에서 학습자는 무작위로 생성된 다섯 개의 숫자카드를 올

바른 순서대로 기차의 빈칸에 드래그해서 넣어 문항을 해결한다(그림 2d).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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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네 가지 게임 외에도 Kitkit School에서는 앱 내 제공되는 퀴즈인 EggQuiz를 통

해 학습자의 지식수준을 평가한다(그림 2e). EggQuiz는 총 10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서 활용한 네 가지 게임들과 달리 문제를 틀리더라도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게임 및 퀴즈의 스크린샷 

 

그림1a. BugMath 그림1b. FeedingTime

그림1c. MissingNumber 그림1d. NumberTrain

그림2e. EggQuiz

그림2a. BugMath 그림2b. FeedingTime

그림2c. MissingNumber 그림2d. NumberTrain

문항하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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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kitSchool에서 문항이란, 게임에서의 특정 레벨을 통과하기 위해 제시되

는 수학 문제의 묶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각 수학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항이

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BugMath([그림2a]), FeedingTime([그림2b]), Miss-

ingNumber([그림2c])에서는 하나의 문항 풀이를 위해 5개의 수학 문제들인 하위문

항을 모두 맞추어야 한다. NumberTrain([그림2d])에서 학습자는 2개의 하위문항들

을 모두 맞춰야 하나의 문항을 통과할 수 있다. 한편, 문항유형은 게임 종류와 레벨

로 판단한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문항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Kitkitschool에서는 

게임 레벨에 따라 상이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지만, 동일한 게임 레벨 내에서는 유사

한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BugMath의 경우 레벨 1은 ‘1+1=?’, 

‘2+1=?’ 와 같이 1씩 더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벨 2는 

‘1+2=?’, ‘1+4=?’와 같이 5 이하의 더하기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 디자인별 게임 레벨을 기준으로 문

항을 유형화하였다. 하위문항, 문항, 문항유형에 대한 분류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본 연구의 하위문항, 문항, 문항유형 구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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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풀이행동(problem-solving)으로 설정하였다. 풀

이행동이란, 학생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풀이 행동의 최소 단

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학생이 두 개의 빈칸을 채워야 한

다면, 두 개의 빈칸 중 한 개의 빈칸으로 옮기기 위해 시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네 가지 게임을 최소 한번이라도 플레이한 409명의 

유아 학습자들의 15,066 건의 문항 단위의 풀이행동 데이터이다. 

 

제 2 절 이탈행동 발생 여부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게이밍(gaming), 풀이 외 행동(off-task), 중도포기(quit)라는 

세 가지 이탈행동의 발생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게이밍(gaming) 발생 여부  게이밍이란, 학습자가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푸

는 대신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찍는 행위를 가리킨다(Baker et al., 2005). 문항 

내 특정 하위문항에서의 풀이를 게이밍으로 레이블링할지 판별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지식기반 약한 지도학습 방법(knowledge-based weak supervision ap-

proach)을 활용하였다. 지식기반 약한 지도학습 방법이란, 도메인 지식을 통해 얻은 

휴리스틱 기반 레이블링 규칙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레이블링하는 방법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핸드코딩하는 것은 실현가능(feasible)하지 않

기 때문에, 지식기반 약한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이밍 여부를 레이

블링하였다(Aleven et al., 2006; Bak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역

시 15,000건이 넘는 대규모 데이터이므로, 전체 데이터를 핸드코딩하는 것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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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레이블링 규칙을 토대로 

자동으로 게이밍 여부를 판별하였다(Baker, 2004).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게이밍 레이블링 규칙이다. 구체적으로, 게이밍은 다음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로 정

의되었다: (1) Systematic guessing(연속적인 정답 입력행위), (2) Rapid guessing(지

나치게 빠르고 많은 정답 입력행위).  

[그림 4] 게이밍 레이블링 규칙 

[그림 5]는 학생 1과 학생 2가 게임 BugMath 레벨 3의 특정 하위문항에서 풀

이한 행동의 게이밍 여부를 판별한 예시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들이 해당 하

위문항를 풀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100명의 response time(풀이를 위해 총 걸린 

시간), response(시도한 정답입력) 및 trial num(시도한 횟수)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다. 여기에서 response는 [그림 4]의 systematic guessing 여부를 레이블링

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이며, trial num과 response time은 rapid guessing 여부를 레

이블링 할 때 활용된다. [그림 5]에서 student 1은 2,3,4,5라는 세 개 이상의 인접한 

숫자를 시도했기 때문에 systematic guessing에 근거하여 게이밍을 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하위문항 풀이를 위해 시도한 횟수가 많은 상위 25%의 시도 횟

수가 5번, 소요시간이 빠른 하위 25%의 소요시간은 128초라 생각해볼 때, student 

Systematic guessing
인접한숫자를연속
3번이상시도했는가?

no

yes

Rapid guessing
플레이횟수상위 25%초과
&걸린시간하위 25%미만

yes

no

Gaming

Non-Gaming

G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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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하위문항 풀이를 위해 6번 시도하고 총 소요시간은 89초라는 점에서 rapid 

guessing에 속하며 따라서 게이밍을 했다고 레이블링할 수 있다.  

 

 [그림 5] 본 연구의 로그 데이터를 통한 게이밍 판별 예시 

 

풀이 외 행동(off-task) 발생 횟수  본 연구에서 풀이 외 행동은 학습자가 스

크린 상에서 정답입력 시도 외 행동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활동과 무관

한 주제로 대화하기, 멍 때리기와 같이 학습과 상관없는 행동을 풀이 외 행동으로 

정의해왔다(Gobert et al., 2015). 그러나 기존에 풀이 외 행동으로 정의해온 행동들

은 대체로 시스템 상에 남아있는 로그 데이터로는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찰이나 설

문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인 학습자가 스크린 상에서 문제풀이와 

상관없는 조작을 할 경우만을 풀이 외 행동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스크린 상에

게이밍 판별에
사용된 로그 예시 1

correct_answer=5, game=BugMath3, 
student=1, response_time=520s, response=[2,3,4,5], trial_num=4

로그 예시 1
해석

정답이 5인 BugMath3의 특정 단계에서, 
학생 1은 520초 동안의 2,3,4,5 순서로 4번의 정답입력 시도

게이밍 판별에
사용된 로그 예시 2

correct_answer=5, game=BugMath3, 
student=2, response_time=89s, response=[0,1,8,9,4,5], trial_num=6

로그 예시 2
해석

정답이 5인 BugMath3의 특정 단계에서, 
학생 2는 89초 동안의 0,1,8,9,4,5 순서로 6번의 정답입력 시도

인접한 숫자를 연속 3번 이상 시도 è systematic guessing

상위 25% 시도 횟수(5번)보다 많은 시도 횟수 &  하위 25% 소요 시간(128s)보다 빠른 소요 시간
è rapid gu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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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 외의 부분에 탭/드래그 하거나 확대/축소하는 것과 같이 문항 풀이와 관련

없는 모든 조작들은 풀이 외 행동으로 레이블링된다.  

Kitkit School에서는 문항을 맞출 때까지 학생이 시도한 모든 터치 좌표(x,y)

가 0.01초 간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터치별 좌표 데이터를 통해 학생이 풀이 외 

행동을 보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터치 데이터는 특정 터치의 시작점부터 끝점까

지의 터치 좌표로 구성된 여러 리스트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그림 6]은 게임 

BugMath의 특정 하위문항에서 특정 학생이 풀이 외 행동을 한 횟수에 대한 예시로, 

학생은 BugMath 레벨 3의 한 하위문항에서 총 4번의 터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터

치별 좌표값 안에는 총 4개의 터치 좌표 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때, 터치별 좌표값 안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의 리스트([그림 6] 빨간색 사각형 참조)는 문제풀이와 상

관없는 조작이기 때문에 세 개의 리스트는 풀이 외 행동으로 판별되며, 네 번째 리

스트는 정답입력을 시도한 터치 좌표 리스트이므로 풀이 외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

는다. 따라서, [그림 6]에서 학생이 보인 풀이 외 행동은 총 3번이다.   

 

[그림 6] 본 연구의 로그 데이터를 통한 풀이 외 행동 판별 예시 

1 2 3 4

터치 순서별 풀이 외 행동 여부
(True=풀이 외 행동 / False=풀이 외 행동 X)

1
2

3 4

터치별 좌표값=[

[(x=51, y=62),…,(x=108, y=130)],

[(x=203, y=73),…,(x=248, y=79)],

[(x=50, y=164),…,(x=100, y=120)],

[(x=218, y=170),…,(x=160, y=128)]

]

1

2

3

4

True True True False

풀이 외 행동 발생 횟수=3

풀이 외 행동 판별에
사용된 로그 예시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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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quit) 발생 여부  중도포기는 학습 개념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채 풀

이 도중에 학습을 포기하는 행동을 일컫는다(Mills et al., 2014). 구체적으로, 학습자

가 풀이를 그만두고 다른 문항을 플레이하거나 KitKitSchool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중단한 경우 중도포기로 레이블링하였다. [그림 7]은 학생 1이 게임 BugMath3에서 

중도포기를 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 예시이다. [그림 7]에서 BugMath3 내 특정 하위

문항의 정답이 5라고 가정해보자. 학생 1은 해당 하위문항에서 0,1,8,9,4(response)

의 오답만 입력하고 정답인 5를 넣지 못한 채, 다른 문항의 하위문항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해당 하위문항에서 중도포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 2는 BugMath 

3의 특정 하위문항에서 정답을 맞추었기 때문에, 해당 하위문항에서 중도포기를 하

지 않았다고 판별할 수 있다.   

 

[그림 7] 본 연구의 로그 데이터를 통한 중도포기 판별 예시 

 

중도포기 판별에
사용된 로그 예시 1

correct_answer=5, game=BugMath3, 
student=1, response_time=150s, response=[0,1,8,9,4], trial_num=5

로그 예시 1
해석

정답이 5인 BugMath3의 특정 단계에서, 
학생 1은 150초 동안의 0,1,8,9,4 순서로 5번의 정답입력 시도

중도포기 판별에
사용된 로그 예시 2

로그 예시 2
해석

5번 시도했으나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문항의 단계 시도 è 중도포기

3번째 시도에서 정답을 맞춤 è 중도포기 X

correct_answer=5, game=BugMath3, 
student=2, response_time=64s, response=[0,1,5], trial_num=3

정답이 5인 BugMath3의 특정 단계에서,
학생 2는 64초 동안의 0,1,5 순서로 3번의 정답입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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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문항유형/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 측정 방법 

 

문항유형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하,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와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하, 학생 관점의 분

석단위)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각 이탈행동의 레

이블링 방법을 토대로 세 가지 이탈행동인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의 발생

비율을 계산하였다. 둘째, 이탈행동비율을 문항유형/학생 별로 집계하여 문항유형/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를 구하였다.  

이탈행동비율 이탈행동비율은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 걸쳐 보인 이탈

행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각의 이탈행동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게이

밍 비율은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푼 전체 하위문항의 수에서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게이밍을 한 하위문항 수의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풀이 외 행동 

비율의 경우에는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시도한 전체 정답입력 횟수와 풀

이 외 행동 수의 합에서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보인 풀이 외 행동 수의 백

분율로 산출하였다. 중도포기 비율은 특정 학생이 전체 시도한 문항유형에서 중도

포기한 문항유형의 백분율을 계산하여 구했다. [수식 1]은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

도포기의 발생 비율을 도출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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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이탈행동 별 이탈행동비율 산출 수식 

게이밍	비율=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보인	게이밍	발생	수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푼	전체	하위문항의	수
 

 

풀이	외	행동	비율=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보인	풀이	외	행동의	수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시도한	
전체	정답입력	횟수와	풀이	외	행동	수의	합

 

 

중도포기	비율=	
특정	학생이	특정	문항유형에서	보인	중도포기	발생	수

특정	학생이	전체	시도한	문항유형의	수
 

 

문항유형/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이탈행동비율을 구한 후, 이탈행동비율을 

문항유형으로 집계한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를 도출하

였다. 먼저,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는 특정 문항유형에서 전체 학생들에 의해 발

생한 평균 이탈행동 발생률로, 이탈행동비율([수식 1])을 문항유형에 따라 집계하

여 구했다. [수식 2]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이다. 

[수식 2]에서 i는 i번째 학생을 의미하며, N은 전체 학생 수이며, Ki는 학생 i의 특정 

문항유형에서의 풀이시도 수, Pi는 학생 i의 특정 문항유형에서의 평균 이탈행동비

율, 그리고 c는 전체 학생에 의해 특정 문항유형에서 발생한 이탈행동 발생 문항유

형의 수이다.  

 

[수식 2]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 산출 수식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	#
𝑘!𝑝!
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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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는 특정 학생이 전체 문항유형에서 보인 평균 이

탈행동의 비율로, 이탈행동비율([수식 1])을 학생에 따라 집계하는 방식으로 산출

하였다. [수식 3]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이다. [수식 3]

에서 i는 i번째 문항유형을, M은 전체 문항유형의 수를 의미하며, Ki는 특정 학생이 

문항유형 i에서 풀이를 시도한 수를, Si는 특정 학생이 문항유형 i에서 보인 평균 이

탈행동비율을, 그리고 c는 특정 학생이 전체 문항유형에서 보인 이탈행동 발생 수

를 가리킨다. 

                      [수식 3]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산출 수식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
𝑘!𝑠!
𝑐

!"%

!"$

 

[그림 8] 은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를 도출한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8]에서 이탈행동비율은 학생 Kim과 Lee가 게임 MissingNumber에 

속한 첫 번째 문항유형(MN1)과 BugMath에서의 첫 번째 문항유형(BM1)을 풀었을 

때 발생한 이탈행동의 비율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는 [수

식 2]를 토대로 학생들이 MN1과 BM1에서 보인 이탈행동비율을 집계함으로써 구

할 수 있다.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는 [수식 3]을 활용하여 학생 Kim과 Lee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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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유형들에서 보인 이탈행동의 비율로 산출할 수 있다.  

 

제 4 절 문항유형 피처 및 학생 피처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탈행동 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유형 피처와 

7개의 학생 피처를 추출하였다. 문항유형 피처란, 문항의 난이도, 특정 문항에서 평

균 소요된 시간과 같이 이탈행동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문항의 

특성에 관한 피처이다. 학생 피처는 학생의 지식수준, 총 풀이시간과 같이 이탈행동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피처를 가리킨다. 아래 [표 3]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4개의 문항유형 피처와 7개의 학생 피처에 대한 표이다.  

 

  

[그림 8] 문항유형/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도출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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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항유형/학생 피처 

문항유형 피처 

n Problem_trial_count: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이 정답입력을 시도한 수의 총계 

n sub_Problem_count: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이 풀이를 시도한 하위문항 수의 총계  

n Problem_avg_trial_time: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정답입력 시도 간 평균 소요된 시간 

n Problem_avg_solved_time: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평균 풀이 시간 

학생 피처 

n Student_trial_count: 학생의 정답입력 시도 수의 총계  

n Student_sub_problem_count: 학생이 풀이를 시도한 하위문항 수의 총계 

n Student_avg_trial_time: 학생의 정답입력 시도 간 평균 소요된 시간 

n Student_final_level: 학생이 도달한 최종 게임 레벨 

n Student_total_time_spent: 학생이 KitkitSchool에서 총 학습한 시간 

n Student_avg_time_correct: 학생이 정답을 맞추는 데 평균 소요된 시간 

n Student_performance: 학생이 총괄평가 퀴즈인 EggQuiz에서 획득한 평균 점수  

문항유형 피처는 학생들의 특정 문항유형에서의 풀이 횟수와 관련된 피처들

(Problem_trial_count, sub_Problem_count)과 풀이 시간과 관련된 피처들

(Problem_avg_trial_time, Problem_avg_solved_time)로 구성된다. 먼저, 풀이횟수와 

관련된 두 개의 피처인 Problem_trial_count와 sub_Problem_count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Problem_trial_count는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이 정답입력을 시도한 수

의 총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BugMath Level1이 ‘1 + 1 = ?’, ‘2 + 1 = ?’, 

‘3 + 1 = ?’, ‘4 + 1 = ?’, ‘5 + 1 = ? ‘의 5개의 하위문항(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BugMath Level1에서 2명의 학생이 각 하위문항 풀이를 

위해‘5번+5번+2번+3번+1번(총 14번)’, ‘3번+2번+1번+1번+1번(총 8번)’ 

정답입력을 시도했다면, BugMath Level1의 Problem_trial_count는 22번(14+8)이

다. sub_Problem_count는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이 풀이를 시도한 하위문항 수

의 총계이다. 특정 문항유형에서 어떠한 학생도 중도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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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_Problem_count는 문항유형 내 제공되는 하위문항 수의 합과 같다. 그러나 만약 

학생이 문항 풀이 도중 중도포기를 한다면, sub_Problem_count는 문항유형 내 제공

되는 하위문항 수와 중도포기를 한 하위문항의 수의 합으로 계산된다. 앞선 Bug-

Math Level1 예시에서 학생1은 2번의 중도포기 후 문항풀이를 완료했고, 학생2는 

중도포기 없이 문항풀이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보자. BugMath Level1은 다섯 개의 

하위문항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1이 풀이를 시도한 하위문항의 수는 7개이고 

학생2가 풀이를 시도한 하위문항의 수는 5개이다. 따라서, sub_Problem_count는 12

개(7+5)가 된다.  

Problem_avg_trial_time, Problem_avg_solved_time은 풀이시간과 관련된 문

항유형 피처들이다. Problem_avg_trial_time이란,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정답

입력 시도 간 평균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Problem_avg_trial_time 계산을 위해 특

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정답입력 시도 간 시간의 총합에서 정답입력 시도 간격

의 수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BugMath Level1의 5개의 하위문항에서 학생 2명이 

각 하위문항을 ‘10초+30초+20초+40초(총 100초, 시도 간격 4회)’, ‘5초+3초

+10초+72초(총 90초, 시도 간격 4회) ’의 간격으로 다음 하위문항을 시도했다면 

Problem_avg_trial_time은 23.75초(100+90/4+4)이다. Problem_avg_solved_time

은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평균 풀이 시간을 의미한다. Prob-

lem_avg_solved_time은 특정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의 정답입력 시도 시간의 총합에

서 풀이한 학생의 수를 나누어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BugMath Level1 풀이를 위

해 학생1은 30분, 학생2는 18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BugMath Level1의 Prob-

lem_avg_solved_time은 24분(30+18/2)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문항유형과 관련된 두 가지 피처인 학습내용과 게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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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에 대한 피처는 추출하지 않았다. 비록 두 가지 피처는 학습 시스템을 분석하여 

추출할 수도 있지만, 본 데이터에서 학습내용은 게임 종류와 같기 때문에(BugMath: 

연산, FeedingTime: 대소비교, NumberTrain/MissingNumber: 등차수열) 많은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연구에서 활용한 네 가지 게임에서 제공되는 게임 레벨

은 동일한	게임	레벨을	가지더라도	게임에	따라	제공하는	숫자의	범위와	학습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BugMath의 게임레벨 9는 9 이하의 연산에 대한 문항들을 제공하는 반면, Number-

Train의 게임레벨 9에서는 10 이상 20 이하의 숫자범위 내 등차수열에 관한 문항들

을 제공한다([부록	1]	참조). 또한, 게임 별 게임 레벨에 따른 정답률을 확인해보더라

도([그림	9]), 게임 종류에 따라 동일한 게임레벨에서 정답률의 차이가 나며 같은 게

임 내에서도 게임 레벨이 높아질수록 항상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KitKit School에서	게임	레벨이	게임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림 9] 게임 별 게임 레벨에 따른 정답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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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피처는 학생의 풀이횟수에 대한 피처(Student_trial_count, Stu-

dent_sub_problem_count), 풀이시간에 대한 피처(Student_avg_trial_time, Stu-

dent_final_level, Student_total_time_spent, Student_avg_time_correct)와 지식수준

에 대한 피처(Student_performance)로 구성된다. 먼저, 학생의 풀이횟수에 대한 두 

개의 피처인 Student_trial_count, Student_sub_problem_count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Student_trial_count는 학생의 정답입력 시도 수의 총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BugMath Level1, FeedingTime Level1이라는 문항유형들을 풀었다고 가

정해보자. 여기에서, 학생이 각 문항유형 풀이를 위한 정답입력 시도 수가 40번, 60

번이라면, Student_trial_count는 50번(40+60/2)이 된다. Student_sub_prob-

lem_count는 학생이 풀이를 시도한 하위문항 수의 총계를 의미한다. 앞선 예에서 

BugMath Level1이 5개의 하위문항(1개의 문항), FeedingTime Level1이 10개의 하

위문항(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학생이 BugMath Level1, FeedingTime 

Level1의 하위문항을 모두 풀었다면, Student_sub_problem_count는 15개(5+10)이

다. 이때, 만약 학생이 BugMath Level1에서 2번 중도포기를 했다면 Stu-

dent_sub_problem_count는 17개(5+10+2)가 된다.  

풀이시간과 관련된 학생 피처는 Student_avg_trial_time, Student_final_level, 

Student_total_time_spent, Student_avg_time_correct이다. Student_avg_trial_time은 

학생의 정답입력 시도 간 평균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Student_avg_trial_time 계

산을 위해 학생의 정답입력 시도 간 시간의 총합에서 학생의 정답입력 시도 간격의 

수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BugMath Level1의 5개의 하위문항에서 각 하위문항을

‘10초+30초+20초+40초(총 100초, 시도간격 4회)’, FeedingTime Level1의 10

개의 하위문항에서 각 하위문항을 ‘15초+13초+10초+72초+8초+2초+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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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초+23초(총 180초, 시도간격 9회)’의 간격으로 다음 하위문항을 시도했다면, 

Student_avg_trial_time은 21.54초(100+18/4+9)이다. Student_final_level은 학생이 

도달한 최종 게임 레벨로, 학생이 플레이한 게임들 중 가장 높은 게임 레벨로 구하

였다. Student_total_time_spent는 학생이 KitkitSchool에서 총 학습한 시간을 가리킨

다. Student_avg_time_correct은 학생이 정답을 맞출 때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에 대

한 피처이다. Student_avg_time_correct 계산을 위해 학생의 문항 풀이 시간의 총합

에서 시도한 문항의 수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BugMath 

Level1 풀이에 30분,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FeedingTime Level1 풀이에 18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학생의 Student_avg_time_correct는 16분(30+18/1+2)이다. 

학생의 지식수준을 나타내는 학생 피처로는 Student_performance를 살펴보

았다. Student_performance는 학생이 어플 내 총괄평가 퀴즈인 EggQuiz([그림 2e] 

참조)에서 획득한 평균점수이다. EggQuiz는 게임 레벨 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

한 퀴즈이기 때문에, 각 게임 레벨 별로 EggQuiz가 제공된다. 만약 학생이 EggQuiz 

Level1에서 8점, EggQuiz Level2에서 9점, EggQuiz Level3에서 4점을 받았다면, 

Student_performance는 7점(8+9+4/3)이다.  

 

제 5 절 분석방법 

3.5.1. 분석단위 간 설명력 비교 분석방법 

 

연구문제 1에서는 문항유형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때 세 가

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Muldner 등(2011)이 사용한 

네 가지 분석방법인 선형회귀분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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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단일한	방법만을 사용하여 문항유형과 학

생 중 이탈행동에 대해 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Gong et al., 2010; 

Hawkins et al., 2013; Peters et al., 2018). 그러나 단일한 방법만을 사용해 분석을 수

행한다면,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Muldner 등(2011)은 

상이한 접근법을 가진 네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일반화를 도모하였다. 구체적

으로, 선형회귀분석과 자기상관분석은 선형모수모델(linear parametric model)을 토

대로 하며, 히스토그램은 시각분석(visual analysis)을 기초로 하고, 베이지안 네트워

크는 확률론적 그래픽 모델(probabilistic graphical model)이다. 본 연구 역시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 Mulder 등(2011)의 세 가지 접근법을 가진 네 가지 분석방

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한편, 네 가지 분석은 이탈행동인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

포기 각각에 대해 수행되었다.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선형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분석기법이다. 선형회귀분석에서 회

귀계수의 값이 큰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

행연구에서는 문항유형/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이하,, 문

항유형/학생 관점의 분석단위)을 독립변수로, 문항유형과 학생 별 이탈행동비율(이

하, 이탈행동비율)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선형회귀모델을 구축하고, 구축한 모델에

서 문항유형/학생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더 중

요한 관점을 탐구해왔다(Ruiperez-Valiente et al, 2017; Muldner et al., 2011; Haw-

kins et al., 2013; Peters et al., 2018).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다음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선형회귀분석에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중 

무엇이 이탈행동비율을 더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두 관점에서의 분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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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

(standardization)하였다. 둘째, 종속변수로 각 이탈행동의 발생비율([수식	1])을, 독

립변수로는 각 이탈행동 유형에 대한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수식	2])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수식	3])를 넣고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모델의 R2와 

유의확률	값을 통해 모델의 타당도가 확보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 

만약 문항유형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이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보다 크다면, 문항유형 관점으로 볼 때 이탈행동을 더 잘 설

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이 

문항유형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보다 크다면,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관점은 학생 관점이라 주장할 수 있다.  

자기상관분석(self-correlation analysis) 자기상관분석은 특정 데이터를 무

작위로 분할하고 분할한 데이터 집단(이하,, bucket)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

법이다. 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하면, 특정 데이터 내에서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지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

점에서 살펴볼 때 이탈행동이 더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Muldner 

등(2011)이 수행한 자기상관분석의 절차를 따랐다. 먼저,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

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자기상관계수 값을 구하였다. 문항유형 관점에서 도출

한 분석단위의 자기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1) 전체 학생들이 특정 문항유형에

서 푼 데이터를 두 개의 bucket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2) [수식 2]를 사용하여 두 개

의 bucket 각각에 대한 평균 이탈행동비율을 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 관점에

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자기상관계수는 (1) 특정 학생이 푼 문항유형 단위의 풀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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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두 개의 bucket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2) [수식 3]을 사용하여 두 개의 

bucket 각각에 대한 평균 이탈행동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이후, 문

항유형과 학생 관점 각각에서 도출된 두 bucket 간 평균 이탈행동비율의 상관계수 

값을 구하고, 두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상관계수 값이 더 큰지 비교하였다. 여기에

서, 상관계수가 클수록 데이터가 일관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상관계수 값이 더 큰 관점이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관점이다.  

히스토그램(histogram)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가 퍼져있는 정도를 시

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분포가 퍼져있는 데이터는 관측치 간의 차이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변수이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들 간에 이탈행동 

발생률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면 학생 데이터 분포는 평균으로부터 퍼져있을 것이

다. 반면 학생 간 차이보다는 어떤 문항에서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 이탈행동의 비율

이 결정된다면, 학생 데이터 분포는 평균에 수렴하는 형태를 띨 것이다. 따라서, 이

탈행동에 대한 일부 연구들(Ruiperez-Valiente et al, 2017; Muldner et al., 2011)에

서는 문항유형/학생 관점 히스토그램 중 어떤 관점의 데이터가 더 퍼져있는지를 확

인함으로써 두 관점 중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데이터가 적

은 경우와는 달리, 대규모 데이터에서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을	수행할	경우	정

규성에서	매우	작은	차이로	벗어난	관측치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게	된다(Tsagris, & 

Pandis, 2021).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시각적으

로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더	권장된다.	Ruiperez-Valiente 등(2017)의 연구 역시 오직 

문항유형/학생 관점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시각적으로만 비교하고, 정규성 검정은 

따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오직 히스토그램 분포를 시각적으로 비

교함으로써 어떤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포가 더 퍼져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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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bayesian network analysis) 베이지안 네트워크란 

기존의 관측치를 분석하여 관측치가 향후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베이

지안 네트워크에서 예측변수의 발생 확률이 타겟변수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일수록 타겟변수를 잘 설명하는 좋은 예측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Ruiperez-Valiente 등(2017)과 Muldner 등(2011)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관점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에서와 동일한 분석절차를 따라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림 10]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해 각각의 문항유형과 학생

이 이탈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나타낸 그림이다. 네트워크의 각 노드인 문항유

형 관점 class, 학생 관점 class와 이탈행동 class는 모두 이진 데이터(binary data)로, 

각 노드의 class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수식 2]),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수

식 3]), 이탈행동비율([수식 1]) 수식을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탈행동이 많이 발생한 집단(이하,, H)과 이탈행동이 적게 발생한 집단(이하,, L)으

로 분류되었다. 이후, Directed Acyclic Graphs(이하,, DAG)의 구조로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도출하였다([그림 10]).  

 

[그림 10]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 

문항유형
CLASS

(High/Low)

학생 CLASS
(High/Low)

이탈행동
CLAS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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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피처 간 예측 정확도 비교 분석방법 

 

연구문제 2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중 어떤 관점의 피

처가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다음 네 가

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데이터를 정규화(normalization)한 후, 수집한 데이터에

서 4개의 문항유형 피처와 7개의 학생 피처를 도출하였다. 둘째, 각 이탈행동 발생 

비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탈행동이 많이 발생한 집단(이하,, high class)과 이탈

행동이 적게 발생한 집단(이하,, low class)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래디언 부스트(Gradient Boost)라는 네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문항유형/학생 기반 이탈행동 예측 분류기(classifier)를 구축하였다. 이 때, 구축한 

분류기의 목표는 각 이탈행동의 발생빈도가 높은 class인 high class를 예측하는 것

이다. 넷째, 10-fold cross validation을 거친 AUC-ROC 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예

측 성능을 보이는 모델의 피처 중요도(feature importance)를 확인하여 이탈행동을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피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측 모

델의 성능 비교가 아닌 피처 중요도 분석을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이퍼파라미터 튜닝(hyper-parameter tuning) 과정을 통한 성능 개선 과

정은 거치지 않았다. 또한, 비록 예측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precision, re-

call, accuracy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성능지표에 따라 최고성능의 예

측모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직 AUC-ROC만을 사용하여 이

탈행동 유형 별 최고성능 모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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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분석단위 간 설명력 비교 분석 결과 및 논의  

4.1.1. 연구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 

따라 분석단위를 계산할 때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

다. [표 4]는 세 가지 이탈행동인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 각각에 대한 네 가

지 방법론에서 더 큰 설명력을 가진 관점의 분석단위를 요약한 표이다. 분석 결과, 

게이밍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문항유형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율

(이하,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이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이탈행동비

율(이하,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게이밍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

이 외 행동에서는 자기상관분석과 히스토그램에서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형회귀분석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중도포기에서는 선형회귀분석, 자

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에서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

보다 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표 4] 연구문제 1 분석결과 요약 

이탈행동 선형회귀분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게이밍 문항유형 관점 문항유형 관점 문항유형 관점 문항유형 관점 

풀이외행동 차이 없음 문항유형 관점 문항유형 관점 차이 없음 

중도포기 문항유형 관점 문항유형 관점 문항유형 관점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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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회귀분석 결과  게이밍과 중도포기에 대해서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

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풀

이 외 행동에서는 두 분석단위의 설명력 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는 세 가지 이

탈행동의 회귀방정식과 모델의 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5] 이탈행동 별 회귀방정식 모델 및 모델의 통계량 

회귀방정식 모델 모델 통계량 

게이밍=0.1714*문항유형+0.0544*학생+const R2=0.424, F=5547*** 

풀이외행동=0.0553*문항유형+0.0752*학생+const R2=0.197, F=1843*** 

중도포기= 0.1232*문항유형+0.0495*학생+const R2=0.210, F=1999*** 

p* < 0.05, p** < 0.01, p*** < 0.001. 

각 이탈행동 모델에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에의	분석단위의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기에 앞서, 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게이

밍의 설명력은 42.4%(R2=0.424), 풀이 외 행동의 설명력은 19.7%(R2=0.197), 중도

포기 설명력은 21%(R2=0.210)였으며, 세 가지 이탈행동 모두에서 회귀방정식 모델

이 유의미하였다(게이밍: F=5547***, 풀이 외 행동: F=1843***, 중도포기: F=1999***). 

모델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확인한 후, 각 이탈행동의 회귀방정식 모델에서	문항유

형 관점과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여 게이

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에서	문항유형/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의 분석단위가 이

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게이밍과 중도포기에서는 문항유

형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표준화 회귀계수(게이밍: 0.1714, 중도포기:  0.1232)가 

학생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표준화 회귀계수(게이밍: 0.0544, 중도포기: 0.0495)

보다 컸다. 반면, 풀이 외 행동에서는	문항유형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표준화 회귀

계수(0.0553)와		학생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표준화 회귀계수(0.0752)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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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관분석 결과  세 가지 이탈행동 모두에 대해서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

단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11]은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 각각에 대한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의 자기상관계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으로, [그림 11]에

서 x축과 y축은 무작위로 할당한 각각의 bucket에서의 이탈행동 데이터를 가리킨

다. 모든 이탈행동 유형에서, 문항유형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자기상관계수(게이

밍: r=0.945***, 풀이 외 행동: r=0.782***, 중도포기: r=0.906***)가 학생 관점에서의 분

석단위의 자기상관계수(게이밍: r=0.379***, 풀이 외 행동: r=0.379***, 중도포기: 

r=0.413***)보다 컸다. 

[그림 11] 이탈행동 별 자기상관계수 그래프 

이탈행동 학생 관점에서의 이탈행동 문항유형 관점에서의 이탈행동 

 

 

게이밍 

     r = 0.379***    r = 0.945*** 

 

 

풀이외행동 

 
     r = 0.379*** 

 
     r = 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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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 

 
     r = 0.413*** 

 
     r = 0.906*** 

p* < 0.05, p** < 0.01, p*** < 0.001.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세 가지 이탈행동 모두에서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

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이탈행동에 대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

이터 분석 시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히스토그램의 시각적 비교를 통해 이탈행동에 대해 설명력이 더 높은 

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학생 관점과 문항유형 관점의 이탈행

동 데이터 분포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가

지 이탈행동 모두에서 문항유형 관점의 데이터 분포가 학생 관점의 데이터 분포보

다 더 퍼져있었다. 또한, 게이밍과 중도포기에 대한 학생 데이터 분포는 정규분포처

럼 보이며 단봉형 분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문항유형 데이터의 분포는 비교적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는 쌍봉형 분포를 보였다.  

[그림 12] 이탈행동 별 히스토그램 

이탈행동 학생 관점의 히스토그램 문항유형 관점의 히스토그램 

 

게이밍 

  



 

 47 

 

풀이외행동 

  
 

중도포기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 결과  게이밍에서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게이밍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풀이 외 

행동과 중도포기에서는 두 관점의 분석단위 간 차이가 없었다([표 6]). 세 가지 이

탈행동에서 더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 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이

탈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가진 설명력과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가 가진 설명력을 구했다.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가진 

설명력은 학생 관점에서 이탈행동 발생이 적은 경우(학생=L)에 대해, 문항유형 관

점에서 이탈행동이 적게 발생한 경우(학생=L, 문항유형=L)와 많이 발생한 경우(학

생=L, 문항유형=H)에서의 이탈행동이 많이 발생할 확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했

다.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가 가진 설명력은 문항유형 관점에서 이탈행동 발생이 적

은 경우(문항유형=L)에 대해, 학생 관점에서 이탈행동이 적게 발생한 경우(학생=L, 

문항유형=L)와 많이 발생한 경우(학생=H, 문항유형=L)의 이탈행동이 많이 발생할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구했다. 세 가지 이탈행동 각각에 대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

석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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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탈행동 별 베이지안 네트워크 결과 

이탈행동 컨디션 발생확률 

게이밍 

p(게이밍=H | 학생=L, 문항유형=L) .1150 

p(게이밍=H | 학생=L, 문항유형=H) .7090 

p(게이밍=H | 학생=H, 문항유형=L) .2640 

p(게이밍=H | 학생=H, 문항유형=H) .8170 

풀이외행동 

p(풀이외행동=H | 학생=L, 문항유형=L) .2440 

p(풀이외행동=H | 학생=L, 문항유형=H) .4060 

p(풀이외행동=H | 학생=H, 문항유형=L) .4610 

p(풀이외행동=H | 학생=H, 문항유형=H) .7040 

중도포기 

p(중도포기=H | 학생=L, 문항유형=L) .1131 

p(중도포기=H | 학생=L, 문항유형=H) .2950 

p(중도포기=H | 학생=H, 문항유형=L) .2530 

p(중도포기=H | 학생=H, 문항유형=H) .5270 

게이밍에 대해서는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유형 관점의 분석단위가 가진 설명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관점에서 게이밍이 적게 발생한 경우(학생=L), 문항유형 관

점에서 게이밍이 적게 발생한 경우(학생=L, 문항유형=L: 11.5%)에 비해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이 많이 발생한 경우(학생=L, 문항유형=H: 70.9%) 게이밍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59.4%p 높아졌다. 그러나 학생 관점의 분석단위가 가진 설명력을 살

펴보면,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이 적게 발생한 경우(문항유형=L)에 대해 학생 

관점에서 게이밍이 적게 발생한 경우(학생=L, 문항유형=L: 11.5%)와 학생 관점에

서 게이밍이 많이 발생한 경우(학생=H, 문항유형=L: 26.4%) 게이밍 발생확률의 차

이는 14.9%p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이 많이 발

생했는지의 여부가 학생 관점에서의 게이밍이 많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보다 게이밍

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관점에서 게이밍 발생확률이 높은

지 또는 낮은지와 무관하게(학생=L/H),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 발생확률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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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학생=L,문항유형=L: 11.5%; 학생=H,문항유형=L: 26.4%)에는 게이밍이 많

이 발생할 확률이 30% 미만인 반면,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 발생확률이 높은 경

우(학생=L,문항유형=H: 70.9%; 학생=H,문항유형=H: 81.7%)에서는 게이밍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70%를 넘었다. 이는 학생 관점에서 게이밍이 많이 발생했는지와 관

련없이, 문항유형 관점에서 게이밍 발생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게이밍의 발생비율

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풀이 외 행동에 대해서는 문항유형과 학생의 분석단위 간에 큰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게이밍과 마찬가지로, 풀이 외 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관점을 살펴보

기 위해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설명력을 구하였다. 문항유

형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관점에서의 풀이 

외 행동의 발생비율이 낮을 경우(학생=L), 문항유형 관점에서 풀이 외 행동의 비율

이 낮을 때(학생=L, 문항유형=L: 24.4%)와 문항유형 관점에서 풀이 외 행동의 비율

이 높을 때(학생=L, 문항유형=H: 40.6%) 풀이 외 행동이 많이 발생할 비율에서 

16.2%p 차이가 났다. 반면, 학생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유형 관점에서의 풀이 외 행동 비율이 낮을 때에는(문항유형=L), 학생 관

점에서 풀이 외 행동 비율이 낮을 때(학생=L, 문항유형=L: 24.4%)와 학생 관점에서 

풀이 외 행동 비율이 높을 때(학생=H, 문항유형=L: 46.1%) 풀이 외 행동이 많이 발

생할 비율에서 21.6%p 차이가 있었다.  

중도포기에 대해서도 문항유형과 학생의 분석단위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문항유형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학생 관점에서의 중

도포기 발생비율이 낮을 때(학생=L), 문항유형 관점에서 중도포기 비율이 낮을 때

(학생=L, 문항유형=L: 11.31%)와 문항유형 관점에서 중도포기 비율이 높을 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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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L, 문항유형=H: 29.5%)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할 비율에서 18.19%p 차이가 발

견되었다. 반면, 학생 관점에서의 분석단위의 설명력에 대해서는, 문항유형 관점에

서의 중도포기 비율이 낮은 경우(문항유형=L)에 대해, 학생 관점에서 중도포기 비

율이 낮을 때(학생=L, 문항유형=L: 11.31%)와 학생 관점에서 중도포기 비율이 높을 

때(학생=H, 문항유형=L: 25.3%)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할 비율에서 13.99%p 차이

가 나타났다. 

추가분석 결과  문항유형 관점이 학생 관점보다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한다

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유형에서 이탈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KitKit School에서 문항유형 디자인은 게임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추가분석에서는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수행하여	게임	종류에	따른	이탈행동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

였다.		게임 종류 별 세 가지 이탈행동비율에 대한 그림과 통계분석 결과는 각각 [그

림 13]과 [표 7]에 나타나있다. [그림 13]과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행동

의 유형에 따라 이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항유형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었

다.	

 

[그림 13] 게임에 따른 이탈행동비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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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게임에 따른 이탈행동비율의 통계분석 결과 

이탈행동 구분 

게임※ 

BM 

(N=2,324) 

FT 

(N=4,900) 

MN 

(N=4,322) 

NT 

(N=3,520) 

게이밍 

Mean 

(SD) 

0.087 

(0.152) 

0.165 

(0.170) 

0.373 

(0.347) 

0.484 

(0.184) 

Stat. F = 4724.411*** 

풀이 외 행동 

Mean 

(SD) 

0.376 

(0.221) 

0.342 

(0.202) 

0.288 

(0.220) 

0.240 

(0.190) 

Stat. F = 847.932*** 

중도포기 

Mean 

(SD) 

0.050 

(0.177) 

0.163 

(0.292) 

0.228 

(0.371) 

0.077 

(0.206) 

Stat. F = 746.025*** 
※BM: BugMath, FT: FeedingTime, MN: MissingNumber, NT: NumberTrain 

p* < 0.05, p** < 0.01, p*** < 0.001 

게이밍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항 디자인에 따른 게이밍 비율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F = 4724.411***), 게임 NT(M = 0.484, SD = 0.184), MN(M = 0.373, 

SD = 0.347), FT(M = 0.165, SD = 0.170), BM(M = 0.087, SD = 0.152) 순으로 게이

밍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문항유형 디자인 간 게이밍 비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unn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 디자인 쌍에서 게이밍 비율에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NT > MN(평균차이: 0.112***), NT > FT(평균차이: 0.319***), 

NT > BM(평균차이: 0.397***), MN > FT(평균차이: 0.207***), MN > BM(평균차이: 

0.285***), FT > BM(평균차이: 0.078***).  

풀이 외 행동에서도 문항유형 디자인에 따른 풀이 외 행동 비율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F = 847.932***). 그러나, 풀이 외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게임 종류의 

순서는 게이밍이 많이 발생하는 게임 종류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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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행동에 대해서는 게임 BM(M = 0.376, SD = 0.221), FT(M = 0.342, SD = 0.202), 

MN(M = 0.288, SD = 0.220), NT(M = 0.240, SD = 0.190) 순으로 풀이 외 행동이 많

이 나타났다. 또한, Dunn test를 수행한 결과, 풀이 외 행동에서도 모든 네 가지 게임 

쌍 간 풀이 외 행동의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BM > FT(평균차이: 

0.038***), BM > MN(평균차이: 0.121***), BM > NT(평균차이: 0.164***), FT > MN(평

균차이: 0.083***), FT > NT(평균차이: 0.126***), MN > NT(평균차이: 0.043***).  

중도포기에서도 문항유형 디자인에 따른 중도포기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F = 746.025***). 중도포기의 경우, 게임 MN(M = 0.228, SD = 0.371), FT(M = 

0.163, SD = 0.292), NT(M = 0.077, SD = 0.206), BM(M = 0.050, SD = 0.177) 순으

로 중도포기 비율이 높았다. 또한 Dunn test를 통해 네 가지 게임 쌍 별로 중도포기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결과, 게임 MN-FT를 제외한 모든 게임쌍에서는 

중도포기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MN > FT(평균차이: 0.207, p=0.089), MN 

> NT(평균차이: 0.112***), MN > BM(평균차이: 0.285***), FT > NT(평균차이: 

0.319***), FT > BM(평균차이: 0.078***), NT > BM(평균차이: 0.397***). 

4.1.2. 논의 

 

연구문제 1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학생 관점에 비해 문항유형 관점에 

따라 분석단위를 계산할 때,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이탈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선형회귀분

석(Baker, 2007; Hawkins et al., 2013)이나 분산분석(Baker et al., 2009; Gong et al., 

2010)과 같은 단일한 방법을 수행해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분석단위를 도출할 때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 중,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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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네 가지 분석방법인 선형회귀분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 Muldn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학생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

위가 문항유형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위보다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상충되는 분석 결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두 연구의 대상자 

연령에 따른 운동 발달의 특성과 대상 학습 시스템 특성으로 인한 동기부여 측면에

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만 4세부터 7세의 유아인 반면, Muldner 등(2011)

의 연구 대상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운동 발달 특성에서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유아 학습자는 성인에 비해 손가락이 작고 팔 힘이 약하며 운동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Anthony et al., 2012), 성인에게는 쉽고 단순한 햅틱 제스

처(haptic gesture)도 어린이 학습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햅틱 

제스처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드래그 앤 드랍(drag&drop)은 탭(tap)에 비해 

유아 학습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햅틱 제스처이지만(Joiner et al., 1998; Inkpen, 

2001; Chang, 2008), 만 7세 이상부터는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조작

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Aziz, 2013). 따라서 문항유형에서 사용하는 햅틱 제스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유아 학습자의 경우에는 풀이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

면, Muldner 등(2011)의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덜 받았을 수 있다. 실제

로, 이는 우리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 대상 드래그

(NumberTrain, MissingNumber)와 탭 게임(BugMath, FeedingTime)을 비교했을 때, 

드래그 게임(M=0.376, SD=0.173)에서 탭 게임(M=0.138,SD=0.108)에 비해 게이밍

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U=60812***, Cohen’s d=0.8969). 비단 햅틱 제스처 뿐만 아

니라, 문항유형 내 제시되는 아이템의 크기나 아이템들 간의 간격과 같은 다양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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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요소들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유아 학습자들의 운동발달 특성 상 유아 학습자

에게 이탈행동 발생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ng, 2008). 

둘째, ITS를 대상으로 하는 Muldner 등(2011)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학습

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은 교육게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uldner 등(2011)에서 사용된 두 개의 ITS①와 달리,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교

육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지도나 평가가 부족한 low stake 상황이기 때문

에 학습자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할 동기가 적다. 또한 교육게임은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게임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에 학습에

서의 흥미도는 높지만, 학습자들은 시스템 상의 학습을 덜 중요하게 지각하며 성취

동기가 떨어진다(Long, & Aleven, 2017).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

족한 교육게임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의 지식수준이나 끈기와 같은 학생 특성보

다는 문항유형이 얼마나 흥미롭게 제시되는 지와 같은 문항유형 특성이 더 중요해

질 수 있다. 반면, Muldner 외(2011)의 ITS는 학교 환경에서 과제나 시험 준비를 위

해 사용되는 시스템이었다.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는 학습자

의 학습동기가 크기 때문에, 학생의 지식수준과 같은 학생 특성이 게이밍 발생 여부

에 더 중요할 수 있다(Akyol et al., 2021 참조). 

본 연구에서 문항유형 관점이 학생 관점보다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관

점이라는 분석 결과는, 이탈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항유형의 특성에 집중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석 결과를 통해 두 가지 문

항유형 중심의 대응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째, 문항유형 디자인을 고려한 

 
① Muldner et al.(2011)에서는 Andes ITS와 Cognitive Tutor라는 두 개의 ITS를 활용하였다. 

Andes ITS와 Cognitive Tutor에 대한 정보는 각각 http://www.andestutor.org/와 Corbett et 

al.(200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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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행동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행동의 유형에 

따라 이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항유형 디자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게이밍과 풀이 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항유형의 정답률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9], [그림 13] 참조).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게임인 BugMath와 Feeding-

Time에서는 학습자의 게이밍 행동이 많이 관찰되고 풀이 외 행동은 적게 관찰된 반

면, 정답률이 낮은 게임인 MissingNumber와 NumberTrain에서는 학습자의 적은 게

이밍 행동과 많은 풀이 외 행동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문항유형의 정답률에 따

라 게이밍과 풀이 외 행동의 대응전략을 상이하게 수립해야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

며, 이 때 대응전략에 따른 이탈행동 발생에서의 trade-off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중

도포기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높은 게임(MissingNumber)과 낮은 게임(FeedingTime)

에서 중도포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데이터 상에서 중도포기는 

정답률과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도포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답률이 아닌 

다른 변수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피처 간 예측 정확도 비교 분석 결과 및 논의 

4.2.1.	연구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과 학생 중 어떤 관점의 피

처가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연구문제 2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를 활용해 

4개의 머신러닝 분류기를 구축한 결과, 모든 분류기에서 베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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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stratified) 모델②에 비해 높은 AUC-ROC 수치가 나타났다. 그 중, 그래디

언트 부스트 알고리즘으로 훈련된 분류기의 성능이 가장 높았으며, 게이밍(M = 

0.864, SD = 0.008), 중도포기(M = 0.730, SD = 0.010), 풀이 외 행동(M = 0.682, SD 

= 0.015) 순서로 높은 예측성능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래디언트 부스트로 훈

련시킨 게이밍 분류기는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0.314의 성능 향상이, 중도포기는 

0.233의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풀이 외 행동에서는 0.182만큼 성능이 향상되었다. 

[표 8] 문항유형/학생 피처 기반 이탈행동 분류기의 성능 및 표준편차 

이탈행동 Baseline LR DT RF GB 

게이밍 0.550±0.010 0.788±0.008 0.727±0.009 0.859±0.007 0.864±0.008 

풀이외행동 0.500±0.008 0.610±0.009 0.575±0.011 0.677±0.017 0.682±0.015 

중도포기 0.497±0.011 0.616±0.010 0.580±0.018 0.709±0.017 0.730±0.010 

※표의 값은 10 folds에서 AUC-ROC의 mean(SD) 

* LR: Linear Regression, DT: Decision Tree, RF: Random Forest, GB: Gradient Boost 

이후, 각 이탈행동에서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인 분류기인 그래디언트 부

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기의 피처 중요도를 통해 세 가지 이탈행동에서 중요

한 피처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이탈행동 예측에서 중요한 피처의 순서는 이탈행동

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9]는 세 가지 이탈행동 각각에 대해 피처 중

요도가 높은 순으로 피처를 제시하였다.   

[표 9] 이탈행동 별 최고 성능 분류기의 피처 중요도 

Gaming   

Feature Name Score Importance Rank 

Problem_avg_trial_time 0.29000 1 

sub_Problem_count 0.25200 2 

Problem_trial_count 0.25200 2 

Problem_avg_solved_time 0.12500 4 

 
②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불균형(imbalanced)하기 때문에, baseline model은 stratified 

방법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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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_performance 0.02400 5 

Student_avg_time_correct 0.02000 6 

Student_avg_trial_time 0.01900 7 

Student_final_level 0.00700 8 

Student_trial_count 0.00500 9 

Student_sub_problem_count 0.00400 10 

Student_total_time_spent 0.00300 11 

Off-task   

Feature Name Score Importance Rank 

sub_Problem_count 0.15300 1 

Problem_avg_trial_time 0.13200 2 

Problem_trial_count 0.11600 3 

Student_performance 0.10900 4 

Student_avg_trial_time 0.10700 5 

Student_avg_time_correct 0.10500 6 

Student_sub_problem_count 0.08500 7 

Student_trial_count 0.07000 8 

Student_total_time_spent 0.04600 9 

Student_final_level 0.04000 10 

Problem_avg_solved_time 0.03700 11 

Quit    

Feature Name Score Importance Rank 

sub_Problem_count 0.25700 1 

Problem_avg_trial_time 0.18500 2 

Problem_avg_solved_time 0.11800 3 

Problem_trial_count 0.11700 4 

Student_avg_trial_time 0.06700 5 

Student_avg_time_correct 0.06100 6 

Student_trial_count 0.06000 7 

Student_performance 0.05500 8 

Student_sub_problem_count 0.05000 9 

Student_total_time_spent 0.02100 10 

Student_final_level 0.00900 11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게이밍 예측에서 문항유형 관점의 피처가 학생 

관점의 피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게이밍에 대해 중요한 상



 

 58 

위 4개의 피처는 Problem_avg_trial_time, sub_Problem_count, Problem_trial_count, 

Problem_avg_solved_time 순이었다. 상위 중요한 네 가지 피처는 모두 문항유형과 

관련된 피처들이기 때문에, 문항유형 피처가 학생 피처보다 게이밍 예측에 더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뒤이어, 학생과 관련된 다음 7개의 피처가 게이밍 예측에 중요하

였다:Student_performance,Student_avg_time_correct,Student_avg_trial_time, Stu-

dent_final_level, Student_trial_count, Student_sub_problem_count, Student_to-

tal_time_spent.  

풀이 외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항유형 관점의 피처가 학생 관점의 피처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문항유형과 관련된 세 개의 피처가 풀이 

외 행동 예측에 중요한 상위 3개의 피처로 나타났다: sub_Problem_count, Prob-

lem_avg_trial_time, Problem_trial_count. 뒤이어, 학생과 관련된 7개의 피처인 Stu-

dent_performance,Student_avg_trial_time,Student_avg_time_correct,Stu-

dent_sub_problem_count, Student_trial_count, Student_total_time_spent, Student_fi-

nal_level이 풀이 외 행동 예측에 중요한 피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게이밍에서와 

달리, 문항유형 피처인 Problem_avg_solved_time은 풀이 외 행동을 예측하는 데 가

장 중요하지 않은 피처로 나타났다.  

다른 두 개의 이탈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도포기의 경우에서도 문항유형 

관점의 피처가 학생 관점의 피처보다 중요한 피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중도

포기 예측에 중요한 상위 4개의 피처는 sub_Problem_count, Problem_avg_trial_time, 

Problem_avg_solved_time, Problem_trial_count 였다. 중도포기에 대해 상위 중요한 

4개의 피처가 모두 문항유형 피처라는 사실은, 다른 이탈행동과 마찬가지로 중도포

기에 대해서도 문항유형 피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뒤이어, 7개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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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가 다음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Student_avg_trial_time,Stu-

dent_avg_time_correct,Student_trial_count,Student_performance, Stu-

dent_sub_problem_count, Student_total_time_spent, Student_final_level. 특히 게이

밍에서와 같이, 중도포기에서도 학생 피처는 문항유형 피처들에 비해 피처 중요도 

점수가 낮았다.  

추가분석 결과 연구문제 2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이탈행동 유형 모두에서 문

항유형 관점의 피처가 학생 관점의 피처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탈행동에서 피처 중요도 기준 중요한 상위 3개의 피처는 모두 문항유형 

피처였으며, 그 중 상위 2개의 피처는 이탈행동의 유형과 상관없이 sub_Prob-

lem_count와 Problem_avg_trial_time으로 동일하였다. 이에, 공통된 상위 두 개의 피

처인 sub_Problem_count와 Problem_avg_trial_time이 세 가지 이탈행동에 따라 어

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가지 피처를 피처 별 발생 빈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

앙값보다 낮은 경우 low class로, 중앙값 이상인 경우 high class로 구분하였다. 구체

적으로, 피처 sub_Problem_count의 경우 중앙값은 5,589번(최솟값=113, 최댓값

=23,100)이므로 sub_Problem_count에 대해서는 5,589번을 기준으로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low class로, 5,589 이상인 경우에는 high class로 분류되었다. 또한, 피처 

Problem_avg_trial_time의 중앙값은 451초(최솟값=10, 최댓값=2763)였기 때문에 

sub_Problem_count에 대해서는 발생빈도가 451초 이하인 경우는 low class, 그 이

상인 경우에는 high class로 구분하였다. 이후, 이탈행동 유형 및 피처 별 low/high 

class에서의 평균 이탈행동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탈행동에 따라 두 개의 피

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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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탈행동 별 상위 두 개의 피처 간 이탈행동비율 그림  

 
 

[표 10]은 이탈행동 별 low/high class에서 sub_Problem_count와 Prob-

lem_avg_trial_time의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서 

low/high class의 평균 이탈행동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ub_Problem_count는 게이밍과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풀이 외 행동과 중도포기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Problem_avg_trial_time은 게이밍, 중도포기와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풀이 외 행동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표 10] 이탈행동 별 상위 두 개의 피처 간 이탈행동비율 분석결과 

Gaming 

Feature 
Mean(SD) of 

Low Class (N) 

Mean(SD) of 

High Class (N) 
Stat. 

sub_Problem_count 
0.426(0.495) 

(N=7,411) 

0.443(0.497) 

(N=7,655) 
U=28832347.500*  

Problem_avg_trial_time 
0.482(0.500) 

(N=7,399) 

0.389(0.487) 

(N=7,667) 
U=25702981.500*** 

Off-task 

Feature 
Mean(SD) of 

Low Class (N) 

Mean(SD) of 

High Class (N) 
Stat. 

sub_Problem_count 
0.466(0.499) 

(N=7,411) 

0.449(0.497) 

(N=7,655) 
U=27869982.500* 

sub_Problem_
count

Problem_avg_
trial_time

Problem_avg_
trial_time

Problem_avg_
trial_time

sub_Problem_
count

sub_Problem_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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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_avg_trial_time 
0.441(0.497) 

(N=7,399) 

0.473(0.499) 

(N=7,667) 
U=29265909.500*** 

Quit 

Feature 
Mean(SD) of 

Low Class (N) 

Mean(SD) of 

High Class (N) 
Stat. 

sub_Problem_count 
0.283(0.451) 

(N=7,411) 

0.196(0.397) 

(N=7,655) 
U=25893635.500*** 

Problem_avg_trial_time 
0.281(0.450) 

(N=7,399) 

0.198(0.399) 

(N=7,667) 
U=25998560.500*** 

p* < 0.05, p** < 0.01, p*** < 0.001 

게이밍의 경우, 학생들이 시도한 하위문항의 수가 많으면서

(sub_Problem_count) 시도들 간의 소요시간이 짧은 문항유형

(Problem_avg_trial_time)에서 게이밍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게이밍

이 덜 발생한 집단(low class; sub_Problem_count<5589.0)과 게이밍이 많이 발생한 

집단(high class; sub_Problem_count≥5589.0)에서 피처 sub_Problem_count의 차이

가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맨 휘트니 유 검정(Mann-Whitney U-test)을 수행한 결

과, high class(M = 0.443, SD = 0.497)에서 low class(M = 0.426, SD = 0.495) 보다 

sub_Problem_count가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U=28832347.500*, p=0.042). 또한, 피처 Problem_avg_trial_time의 차이가 low 

class(Problem_avg_trial_time<451.0)와 high class(Problem_avg_trial_time≥451.0)

에 따라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high class(M = 0.389, SD = 0.487)에서 low class(M 

= 0.482, SD = 0.500)보다 Problem_avg_trial_time의 소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적었다(U= 25702981.500***).  

풀이 외 행동의 경우, 학생들이 시도한 하위문항의 수가 적으며

(sub_Problem_count) 시도들 간의 소요시간이 긴 문항유형(Problem_avg_trial_time)

에서 풀이 외 행동이 많이 발생하였다. 풀이 외 행동이 덜 발생한 집단(low clas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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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외 행동이 많이 발생한 집단(high class)에서 피처 sub_Problem_count의 차이

가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high class(M = 0.449, SD = 0.497)에서 low class(M = 

0.466, SD = 0.499)보다 피처 sub_Problem_count가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적었다(U=27869982.500*, p=0.031). 또한, low class와 high class에 따라 

피처 Problem_avg_trial_time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high class(M = 0.473, 

SD = 0.499)에서 low class(M = 0.441, SD = 0.497)보다 Problem_avg_trial_time의 

소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U=29265909.500***). 

중도포기의 경우, 학생들이 시도한 하위문항의 수가 적으며

(sub_Problem_count) 시도들 간의 소요시간이 짧은 문항유형

(Problem_avg_trial_time)에서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하였다. 중도포기가 덜 발생한 

집단(low class)과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한 집단(high class)에서 피처 sub_Prob-

lem_count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high class(M = 0.196, SD = 0.397)에서 

low class(M = 0.283, SD = 0.451)보다 sub_Problem_count가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다(U= 25893635.500***). 또한, low class와 high class에 따

라 피처 Problem_avg_trial_time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high class(M = 

0.198, SD = 0.399)에서 low class(M = 0.281, SD = 0.450)보다 Prob-

lem_avg_trial_time의 소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다

(U=259985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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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논의 

 

연구문제 2에서는 구축한 문항유형/학생 피처 기반 이탈행동 분류기가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문항유형/학생 관점의 피처만으로도 이탈행동

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탈행동이 발생할 경우 학습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탈행동을 많이 보이는 학습자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이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이탈행동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액션 피처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해왔다(Baker et al., 2008; Walonoski, & Hefferman, 

2006; Baker et al., 2009; Wixon et al., 2012; Baker, 2007; Karumbaiah et al., 2018; 

Mills et al., 2014). 그러나 액션 피처를 사용한 예측 모델은 학습자가 이탈행동을 보

이는지 여부만을 밝혀줄 뿐, 설명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개입을 위한 방향 정보가 부

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직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만으로 

구성된 이탈행동 분류기를 구축하고 구축한 분류기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유형 피처와 학생 피처로 학습시킨 네 가지 분류기 모두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은 예측 성능이 나타나면서, 문항유형/학생 피처를 통해 이탈행동을 많

이 보이는 학생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문항유

형/학생 피처 기반 예측 모델은 빈번한 이탈행동 발생 경우를 잘 예측하는 동시에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세 가지 이탈행동인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에서 피처 중요가 

높은 상위 두 개의 피처(sub_Problem_count, Problem_avg_trial_time)는 모두 문항

유형 피처였다. 피처 중요도가 높은 상위 두 개의 피처가 모두 문항유형 피처라는 

사실은, 세 가지 이탈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항유형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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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네 개의 문항유

형 피처 중 세 개의 문항유형 피처(sub_Problem_count, Problem_avg_trial_time, 

Problem_trial_count)가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 모두에 대해 중요한 상위 3

개의 피처로 나왔다는 사실 또한 세 가지 이탈행동이 문항유형의 영향을 더 받는다

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처 sub_Problem_count와 Problem_avg_trial_time이 게이밍, 풀이 외 행동, 

중도포기에 대해서 모두 중요하다고 도출된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이탈행동들이 상

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세	가지	이탈행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

면,	이탈행동들	간의	발생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Baker(2011)는 실험실 상황에서 학습자가 풀이 외 행동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경험

하는 지루함을 해소하며, 따라서 풀이 외 행동을 보인 직후 게이밍 행동을 덜 보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이한	이탈행동	유형들의	관계	또는	패턴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정 이탈행동

이 다른 이탈행동으로 전이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러

한	패턴을	통해	이탈행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피처 sub_Problem_count와 피처 Problem_avg_trial_time이 이탈행동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은 세 가지 이탈행동의 메커니즘이 서로 구

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sub_Problem_count는 게이밍과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풀이 외 행동과 중도포기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Prob-

lem_avg_trial_time은 게이밍, 중도포기와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풀이 외 행동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만약 이탈행동의 유형에 따라 메커니즘이 구분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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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역시 이탈행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Baker(2007)는 풀이 외 행동이 

게이밍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인 학습자들의 컴퓨터/수학에 대한 선호

도, 수동 공격성(passive aggressiveness) 여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게이밍과 풀이 외 행동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통해 게이

밍과 풀이 외 행동은 같은 동기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이탈행동

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주

로 하나의 이탈행동만을 분석하거나(DeFalco et al., 2014 참조), 두 개 이상의 이탈

행동을 살펴본 경우(Baker, 2009)에도 액션 피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탈행동 유

형별 발생 메커니즘을 논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이탈행동 유

형을 대상으로 더 많은 문항유형/학생 피처들을 살펴보고, 문항유형/학생 피처들이 

이탈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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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아용 교육게

임에서 이탈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문항유형 중심의 대응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한

다. 연구문제 1에서는 문항유형 관점과 학생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도출한 분석단

위의 이탈행동이 세 가지 이탈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선형회귀

분석, 자기상관분석, 히스토그램,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체

로 이탈행동의 분석단위를 문항유형 관점으로 두었을 때, 세 가지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에서는 이탈행동 예측 모델을 구축하

고 모델의 피처 중요도를 확인하여 어떤 문항유형/학생 관점의 피처가 세 가지 이

탈행동을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이탈행동 

모두에서 피처 중요도가 높은 상위 두 개의 피처(sub_Problem_count, Prob-

lem_avg_trial_time)가 모두 문항유형 피처로 나타나면서, 세 가지 이탈행동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문항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따라서, 유아용 교육게임 맥락에서는 이탈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문항유형

에 집중하여 대응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항유형의 디자인, 

정답률, 표현 방식 및 커리큘럼의 복잡성과 구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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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의의 

 

본 연구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문항유형과 학생을 중심으로 이탈행동 발생

의 주요 원인을 탐구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탈행동의 영향요인에 대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중학생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ITS 기반 학습환경에

서 탐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유아용 교육게임 맥락에서 이탈

행동의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유아용 교육게임에서는 학생 관점

보다 문항유형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탈행동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학습자의 낮은 운동발달 단계와 교육용 게임의 동기부여 저

하 문제로 인해 나타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 학습자는 운동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도 유아 학습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

껴질 수 있다(Anthony et al., 2012). 따라서 교육용 게임이 유아 학습자의 운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여부가 유아 학습자의 이탈행동 발생 여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용 게임의 경우 게임 요소를 도입하며 주로 low-stake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에서의 성취동기가 낮다(Long, & Aleven, 2017). 즉 

교육용 게임의 경우, 학생 개인의 특성보다는 문항이 얼마나 흥미롭게 제시되고 중

요하게 지각되는 지와 같은 문항유형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탈행동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향

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문항유형에서 학생들이 풀이한 하위문

항의 수(sub_Problem_count)와 정답입력 간 평균 소요 시간(Problem_avg_trial_time)

은 세 가지 이탈행동 모두에서 상위 중요한 두 개의 피처였다. 이는 세 가지 이탈행



 

 68 

동이 서로 관련되어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Baker(2011)을 제외하고는 

이탈행동들 간의 관계나 패턴을 탐구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한 데이터셋에서 세 가지 이탈행동을 함께 탐구함으로써 이탈행동들 간의 관계나 

패턴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탈행동에 대한 문항유형과 학생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한 연구문제1의 다른 분석방법들과는 달리,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

에서는 문항유형과 학생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탈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 결과([표 6] 참조), 세 가지 이탈행동 모두

에서 학생과 문항유형 관점에서 이탈행동의 발생비율이 높을 때 이탈행동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문항유형과 학생 모두

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탈행동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항

유형과 학생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어떤 학생이 어떤 문항유형에서 이탈행

동을 보이는지를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이탈행동 대응을 위해 문항유형 중심의 대

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의의도 가진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sub_Prob-

lem_count와 Problem_avg_trial_time이 이탈행동 모델의 예측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탈행동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sub_Problem_count

와 Problem_avg_trial_time과 같은 문항유형 피처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다만 이탈행동 발생 정도와 두 피처의 관계는 이탈행동 유형에 따라 상

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정 피처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sub_Problem_count를 줄이는 대응전략은 게이밍을 줄일 수 

있지만, 풀이 외 행동과 중도포기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trade-off를 고려

해볼 때, 이탈행동 유형별로 발생 빈도와 학습효과 저하 정도를 비교하여 선택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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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제 3 절 한계점 

 

본 연구는 유아용 교육게임에서 발생하는 이탈행동의 주요 원인을 탐구했다

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다음 세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비록 이 연구는 자연적

인 상황(realistic setting)에서 이탈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응을 위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플레이한 로그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실험, 관찰 또는 설문

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관찰이나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하여 유아 학습자가 

어떤 문항에서 어떤 이탈행동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면밀하게 탐구해볼 것을 제안

한다.  

둘째, 학습자가 교육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로그 데이터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인적 정보(예: 성별, 성취동기, 성격유형)를 수집하지 못

했다는 문제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 피처는 오직 로그 데이터를 통해

서만 추출한 피처로, 학습과목 선호도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이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개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했다(Baker et al., 

2008). 따라서 향후 설문을 통해 학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학생 데이터를 학

생 피처로 활용하여 로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유아에 한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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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제공된 게임은 모두 수학 교육게임으로, 수학 외의 다른 

교과목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가진 학습자와 교과목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71 

참고 문헌 

 

 

Akyol, P., Krishna, K., & Wang, J. (2021). Taking PISA Seriously: How Accurate are 

Low-Stakes Exams?. Journal of Labor Research, 42, 184-243. 

Aleven, V., McLaren, B., Roll, I., & Koedinger, K. (2006). Toward meta-cognitive tu-

toring: A model of help seeking with a Cognitive Tutor. International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16(2), 101–128.  

Anthony, L., Brown, Q., Nias, J., Tate, B., & Mohan, S. (2012). Interaction and recog-

nition challenges in interpreting children’s touch and gesture input on mobile 

devices. In Proceedings of the 2012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

teractive tabletops and surfaces, 225-234. 

Aziz, N. A. A. (2013). Children’s interaction with tablet applications: Gestures and in-

terface design. Children, 2(3), 447-450. 

Baker, R. S. (2007). Is gaming the system state-or-trait? Educational data mining 

through the multi-contextual application of a validated behavioral model. In 

Complete On-Line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Data Mining for User 

Modeling at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ser Modeling, 76–80. 

Baker, R. S. (2007). Modeling and understanding students' off-task behavior in intel-

ligent tutoring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059-1068. 

Baker, R. S. (2009). Differences between Intelligent Tutor Lessons, and the Choice to 

Go Off-Task. In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Educational Data Mining, 



 

 72 

11-20. 

Baker, R. S. (2011). Gaming the system: A retrospective look. Philippine Computing 

Journal, 6(2), 9-13. 

Baker, R. S., & De Carvalho, A. (2008). Labeling student behavior faster and more 

precisely with text replays. In Educational Data Mining.  

Baker, R. S.,& Rossi, L. M. (2013). Assessing the disengaged behaviors of learners. 

Design recommendations for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1, 153-164. 

Baker, R. S., Corbett, A. T., Koedinger, K. R., & Wagner, A. Z. (2004). Off-task be-

havior in the cognitive tutor classroom: when students" game the system".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383-390. 

Baker, R. S., Roll, I., Corbett, A., & Koedinger, K. R. (2005). Do performance goals 

lead students to game the syste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57–

64. 

Baker, R. S., Corbett, A. T., Roll, I., & Koedinger, K. R. (2008). Developing a general-

izable detector of when students game the system. User Modeling and 

User-Adapted Interaction, 18(3), 287-314. 

Baker, R. S., D'Mello, S. K., Rodrigo, M. M. T., & Graesser, A. C. (2010). Better to be 

frustrated than bored: The incidence, persistence, and impact of learners’ 

cognitive–affective states during interactions with three different computer-

based learning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8(4), 223-241. 

Baker, R.S. et al., (2008). Why students engage in “gaming the system” behavior in 



 

 73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Interactive Learning Re-

search, 19(2), 185-224. 

Baker, R. S. et al.,(2009). Educational software features that encourage and discour-

age “gaming the system”. In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

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475-482. 

Baron, N. S. (2015). Words on screen: The fate of reading in a digit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USA. 

Betts, J., Mckay, J., Maruff, P., & Anderson, V. (2006). The development of sustained 

attention in children: The effect of age and task load. Child Neuropsychol-

ogy, 12(3), 205-221. 

Campbell, F. A., Ramey, C. T., Pungello, E., Sparling, J., & Miller-Johnson, S.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Young adult outcomes from the Abecedarian 

Projec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1), 42-57. 

Chae, Y. M., Park, S. G., & Park, I.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ical item 

characteristics and item response time on computer-based testing.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31(1), 1-9. 

Chang, C. K. (2008). Usability comparison of pen-based input for young children on 

mobile devices. In 200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nsor Net-

works, Ubiquitous, and Trustworthy Computing, 531-536. 

Chipchase, L. et al., (2017).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student dis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A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2), 31-42. 

Chiasson, S., & Gutwin, C. (2005). Design principles for children’s technology. 



 

 74 

interfaces, 7(28), 1-9. 

Christenson, S., Reschly, A. L., & Wylie, C. (2012).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 840.  

Cocea, M., Hershkovitz, A., & Baker, R. S. (2009). The impact of off-task and gaming 

behaviors on learning: immediate or aggregate?.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507-514. 

Cowan, N., Fristoe, N. M., Elliott, E. M., Brunner, R. P., & Saults, J. S. (2006). Scope of 

attention, control of attention, and intelligence in children and adults. 

Memory & cognition, 34(8), 1754-1768. 

DeFalco, J. A., Baker, R. S., & D’Mello, S. K. (2014). - Addressing Behavioral Disen-

gagement in Online. In Design Recommendations for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2, 49-56. 

DeStefano, D., & LeFevre, J. A. (2007). Cognitive load in hypertext reading: A re-

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3), 1616-1641. 

Dweck, C. S., & Molden, D. C. (2000). Self theorie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122-140. 

Feild, J., Lewkow, N., Burns, S., & Gebhardt, K. (2018). A generalized classifier to 

identify online learning tool disengagement at scale. In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Analytics and Knowledge, 61-70. 

Fredricks, J. A., & McColskey, W. (2012). "The measurement of student engage-

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methods and student self-report 

instruments." In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Springer, 

763-782.  



 

 75 

Geiser, C., Götz, T., Preckel, F., & Freund, P. A. (2017). States and trai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3(4), 219-223.  

Gobert, J. D., Baker, R.S., & Wixon, M. B. (2015). Operationalizing and detecting dis-

engagement within online science microworlds. Educational/Psychologist, 

50(1), 43-57. 

Godwin, K. E. et al., (2016). Off-task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arn-

ing and Instruction, 44, 128-143. 

Gong, Y., J. Heffernan, B. NE. Forbes-Summers, E. (2010). “The impact of gaming 

(?) on learning at the fine-grained level”.  In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1, 194-203. 

Graesser, A. C., & D’Mello, S. (2012). Emotions during the learning of difficult mate-

rial. In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57, 183-225. 

Hawkins, W., Heffernan, N., & Baker, R. S. (2013). Which is more responsible for 

boredom i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students (trait) or problems (state)?. 

In 2013 Humaine Association Conference on Affective Computing and In-

telligent Interaction, 618-623.  

Highfield, K., & Goodwin, K. (2013). Apps for mathematics learning: a review of 'ed-

ucational' apps from the iTunes App Store.  

Inkpen, K. M. (2001). Drag-and-drop versus point-and-click mouse interaction 

styles for children. I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TOCHI), 8(1), 1-33. 

Joiner, R., Messer, D., Light, P., & Littleton, K. (1998). It is best to point for young 

children: a comparison of children's pointing and dragging. Computers in 



 

 76 

Human Behavior, 14(3), 513-529. 

Karumbaiah, S., Baker, R. S., & Shute, V. (2018). Predicting Quitting in Students 

Playing a Learning Game. In International Educational Data Mining Society, 

167-176. 

Kiili, K. (2005). Digital game-based learning: Towards an experiential gaming model.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8(1), 13-24. 

Kim, Y.J., & Shute, V.J. (2015). "The interplay of game elements with psychometric 

qualities, learning, and enjoyment in game-based assessment." Computers 

& Education, 87, 340-356. 

Komarraju, M., Karau, S. J., Schmeck, R. R., & Avdic, A. (2011). The Big Five per-

sonality trait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4), 472-477. 

Kong, X. J., Wise, S. L., & Bhola, D. S. (2007). Setting the response time threshold 

parameter to differentiate solution behavior from rapid-guessing behav-

i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7(4), 606-619. 

Lai, E. R. (2011). Metacognition: A literature review. Always learning: Pearson re-

search report, 24, 1-40. 

Liu, O. L., Rios, J. A., & Borden, V. (2015). The effects of motivational instruction on 

college students' performance on low-stakes assessment. Educational As-

sessment, 20(2), 79-94. 

Long, Y., & Aleven, V. (2017). Educational game and intelligent tutoring system: A 

classroom study and comparative design analysis. I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TOCHI), 24(3), 1-27. 



 

 77 

Magnussen, R., & Misfeldt, M. (2004). Player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multi-

player games. Proceedings of other players. 

Martínez-Mirón, E.A., du Boulay, B., & Luckin, R. (2004). Goal achievement orienta-

tion in the design of an ILE. In Proceedings of the ITS 2004 Workshop on 

Social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Learning Environments, 72-78. 

Mills, C., Bosch, N., Graesser, A., & D’Mello, S. (2014). To quit or not to quit: predict-

ing future behavioral disengagement from reading pattern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19-28.  

Mogessie, M., Richey, J. E., McLaren, B. M., Andres-Bray, J. M. L., & Baker, R. S. 

(2020). Confrustion and gaming while learning with erroneous examples in 

a decimals gam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

ucation, 208-213.  

Muldner, K., Burleson, W., Van de Sande, B., & VanLehn, K. (2011). An analysis of 

students’ gaming behaviors in an intelligent tutoring system: Predictors and 

impacts. User modeling and user-adapted interaction, 21(1), 99-135. 

Orbach, L., Herzog, M., & Fritz, A. (2019). Relation of state-and trait-math anxiety to 

intelligence, math achievement and learning motivation. Journal of Numeri-

cal Cognition, 5(3), 371-399. 

Pardos, Z. A., Baker, R. S., San Pedro, M. O., Gowda, S. M., & Gowda, S. M. (2013). 

Affective states and state tests: Investigating how affect throughout the 

school year predicts end of year learning outcome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analytics and knowledge, 117-

124. 



 

 78 

Peters, C., Arroyo, I., Burleson, W., Woolf, B., & Muldner, K. (2018). Predictors and 

outcomes of gaming in an intelligent tutoring system. In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366-372.  

Plowman, L., Stevenson, O., Stephen, C., & McPake, J. (2012). Preschool children’s 

learning with technology at home. Computers & Education, 59(1), 30-37.  

Rodrigo, M., Baker, R., & Rossi, L. (2013). Student off-task behavior in computer-

based learning in the Philippines: comparison to prior research in the USA. 

Teachers College Record, 115(10), 1-27. 

Ruiperez-Valiente, J. A., Muñoz-Merino, P. J., Alexandron, G., & Pritchard, D. E. 

(2017). Using machine learning to detect ‘multiple-account’ cheating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student and problem features. In IEEE transactions 

on learning technologies, 12(1), 112-122. 

Sansone, C., Wiebe, D.J., & Morgan, C. (1999). Self-regulating interest: The moder-

ating role of hardiness and conscient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67(4), 

701- 733. 

Shuler, C. (2012). iLearn II: An addendum—An analysis of the games category of 

Apple’s App Store.  

Shute, Valerie J. (2011). Stealth assessment in computer-based games to support 

learning. Computer games and instruction. 55(2), 503-524.  

Tsagris, M., & Pandis, N. (2021). Normality test: Is it really necessary?.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159(4), 548-549. 

Walonoski, J., Heffernan, N.T. (2006). Detection and Analysis of Off-Task Gaming 

Behavior i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79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382-391.  

Wise, S. L., & Kong, X. (2005). Response time effort: A new measure of examinee 

motivation in computer-based tests.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18(2), 163- 183.  

Wixon, M., Baker, R. S., Gobert, J. D., Ocumpaugh, J., & Bachmann, M. (2012). WTF? 

detecting students who are conducting inquiry without thinking fastidiously.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ser Modeling, Adaptation, and Personaliza-

tion, 286-296.  

Wood, E., Mirza, A., & Shaw, L. (2018). Using technology to promote classroom in-

struction: assessing incidences of on-task and off-task multitasking and 

learning. Journal of Computing in Higher Education, 30(3), 553-571. 

Wu, R., Xu, G., Chen, E., Liu, Q., & Ng, W. (2017). Knowledge or gaming? Cognitive 

modelling based on multiple-attempt response. In Proceedings of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Companion, 321-329. 

  



 

 80 

 



 

 81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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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log data of educationa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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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ngagement in online learning leads to poorer learning perform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main cause of disengagement and establish strategies to 

prevent disengagement. However, the causes of disengagement have usually been 

studied on the 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 which mainly targets school-aged 

children, and not in educational games for preschool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

amines which dimension – problem type or student - better explains disengagement 

that occurs in educational games for preschoolers. The problem type dimension is a 

perspective that examines whether disengagement has occurred due to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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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problems. The student dimension is a view that explores whether individual 

student differences influenced the occurrence of disengagemen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wo comparativ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15,066 log data that was collected from 409 learners who played KitkitSchool, an 

educational game application for preschoolers. First, the explanatory power of prob-

lem and student dimension was compared in terms of the unit of analysis. Specifically, 

to calculate the unit of analysis of the problem or student dimension, we aggregated 

the disengagement rate by either problem or student. Then, we performed the four 

following analyses to find a more explainable dimension: linear regression, self-cor-

relation analysis, histogram, and Bayesian network. Second, to examine the features 

that can increase the prediction accuracy of disengagements, we built the prediction 

models for each disengagement and identified influencing features based on the 

model’s feature importance. In both analyses, three types of disengagement were ex-

amined: gaming, off-task, and quit. Gaming is a behavior in which learners attempt to 

solve problems by exploiting the system's properties rather than thinking deeply. Off-

task refers to when students do not engage in learning tasks and quit is a behavior that 

students give up during problem-solving. 

As a result, three types of disengagement were explained better in general, 

when the unit of analysis was calculated using the problem dimension than the student 

dimension.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disengagement, the two features re-

lated to the problem dimens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features: 

sub_Problem_count, Problem_avg_trial_time.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a problem-oriented strategy rather than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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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strategy to prevent disengagement in educational games for preschool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 it is the first study to explore the main cause of 

disengagement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games for preschoolers, and ii) revealed 

that the problem type better explains disengagement than the student through two 

analyses. 

 

Keywords : Log Data Analysis, Learning Analytics, Machine Learning, Preschoolers, 

Educational Game, Disengagement 

Student Number : 2019-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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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네 가지 게임의 게임레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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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네 가지 게임의 게임레벨 정보 

 

게임1. BugMath 

레벨	 범위	 설명		 문항	예시	

1	 10	이하	 1씩	더하기		 1+1=?	
2	 10	이하	 5	이하의	더하기		 1+2=?	
3	 10	이하	 5	이하의	빼기	 3-1=?	
4	 10	이하	 5	이하의	더하기/빼기	 2+1=?	OR	2-1=?		
5	 10	이하	 9	이하의	더하기		 4+5=?	
6	 10	이하	 7	이하의	빼기	 7-6=?	
7	 10	이하	 9	이하의	더하기/7	이하의	빼기	 4+5=?	OR	7-6=?	
8	 10	이하	 10에서	빼기	 10-1=?	
9	 10	이하	 9	이하의	더하기/빼기	 4+5=?	

	

게임2. FeedingTime 

레벨	 범위	 설명		 문항	예시	
1~4	 10	이하	 10	이하	숫자들	간	대소비교	 3	(<)	4		
5	 20	이하	 20	이하	숫자들	간	대소비교	 8	(<)	12	
6	 10	이하	 도합	10	이하	덧셈/대소비교(교환법칙)		 3+5	(=)	5+3	
7	 10	이하	 도합	10	이하	덧셈/대소비교	 3+5	(<)	5+4	
8	 10	이하	 도합	10	이하	뺄셈/대소비교	 6-3	(>)	4-3	
9	 20	이하		 도합	20	이하	덧셈/대소비교(교환법칙)	 7+8	(=)	8+7		
10	 20	이하	 도합	20	이하	덧셈	 13+4	(<)	13+6	
11	 20	이하	 도합	20	이하	뺄셈	 13-7	(>)	13-9	

12~14	 50	이하	 도합	50	이하	숫자들	간	대소비교	 24+10	(>)	24+1	
15~16	 50	이하	 도합	50	이하	덧셈/대소비교	 24+4	(<)	34+4	
17~18	 50	이하	 도합	50	이하	뺄셈/대소비교	 29-19	(<)	49-19	
19	 100	이하	 100	이하	숫자들	간	대소비교	 52	(<)	71	
20	 100	이하	 도합	100	이하	덧셈/대소비교	 64+5	(>)	64+4	
21	 100	이하	 도합	100	이하	뺄셈/대소비교	 76-15	(<)	76-14	

22~24	 1000이하	 1000	이하	숫자들	간	대소비교	 324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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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3. NumberTrain 

레벨	 범위	 설명		 문항	예시	
1~3	 10	이하	 	10	이하	연속된	숫자	나열하기	 1,2,3,4,5		
4~5	 10	이하	 10	이하	비연속	숫자	나열하기	 2,5,6,8,9	
6~7	 20	이하	 20	이하	연속된	숫자	나열하기	 10,11,12,13,14	
8~10	 20	이하	 20	이하	비연속	숫자	나열하기	 13,15,18,20,22	
11	 50	이하	 50	이하	연속된	숫자	나열하기		 20,21,22,23,24	

12~13	 50	이하	 50	이하	3/5의	배수	나열하기	 21,24,27,30,33	
14	 100	이하	 100	이하	10의	배수	나열하기		 10,20,30,40,50	
15	 50	이하	 50	이하	비연속	숫자	나열하기	 19,21,24,28,30	
16	 100	이하	 100	이하	연속된	숫자	나열하기	 60,61,62,63,64	
17	 100	이하	 100	이하	5의	배수	나열하기	 60,65,70,75,80	
18	 100	이하	 100	이하	비연속	숫자	나열하기	 61,63,64,65,70	

	

게임4. MissingNumber 

레벨	 범위	 설명		 문항	예시	
1~2	 10	이하	 1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2,3,?,5		
3~4	 10	이하	 1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8,7,?,5	
5	 10	이하	 10	이하	2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2,4,?,8	
6	 20	이하	 2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13,?,15,16	
7	 20	이하	 20	이하	2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12,14,?,18	
8	 20	이하	 2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18,17,?,15	
9	 50	이하	 5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23,24,25,?	

10~12	 50	이하	 50	이하	2/5/10	간격으로	등차수열(+)	 10,20,30,?	
13	 50	이하	 5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26,25,?,23	
14	 50	이하	 50	이하	10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50,40,30,?	
15	 100	이하	 10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62,63,64,?	

16~18	 100	이하	 2/5/10	간격으로	등차수열(+)	 40,?,60,70	
19	 100	이하	 100	이하	연속된	숫자	등차수열(-)	 60,59,?,57	
20	 100	이하	 100	이하	10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60,?,40,30	
21	 20	이하	 20	이하	3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3,6,?,12	
22	 50	이하	 50	이하	3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30,33,36,?	
23	 10	이하	 10	이하	2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8,?,4,2	
24	 20	이하	 20	이하	2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18,16,?,12	
25	 50	이하	 50	이하	2의	간격으로	등차수열(-)	 38,36,?,32	

26~27	 100	이하	 100	이하	2/5	간격으로	등차수열(-)	 76,74,?,70	
28~31	 1000이하	 1000	이하	1/5/10/100	간격으로	등차수열(+)	 400,500,600,?	
32~35	 1000이하	 1000	이하	1/5/10/100	간격으로	등차수열(-)	 140,130,120,?	
36~37	 20	이하	 20	이하	비연속	숫자	등차수열(+)	 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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