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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육용 게임과 같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반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신

시스템 환경의 특성을 이용(exploit)해서 과제를 완료하는 행동, 

특히 신속하게 무작위로 응답을 하여 우연히 문제를 맞추는 게싱

행동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싱 행동이 발생할 경우,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용 게임에서 게싱 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터치 모션 궤적을 통해

계산한 “액션 다이내믹 피쳐”를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에 해당하는 게싱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액션 다이내믹 피쳐”, 줄여서 “액션 피쳐”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사용자의 마우스 및 터치

궤적을 통해 측정한 수치로 정의된다. 액션 피쳐는 게임의 학습과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고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우리는 액션

피쳐가 게싱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싱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학습 난이도의 변화가 게싱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의 예상대로 여러 가지 게임 디자인에서 게싱 행동을 취한

경우, 게싱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액션 피쳐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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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액션 피쳐는 교육용 게임에서의 문제적

행동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액션 피쳐가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경우 문제적 행동에 해당하는 게싱이 발생한 것이므로 난이도

조정이나 게싱 행동 감지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게싱 행동을 취했을 때의 액션

피쳐와 게싱 행동을 취했을 때의 액션 피쳐 간의 차이가 더 커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습 난이도가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게싱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 난이도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우리는 교육용 게임의 액션 피쳐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 결과,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학습 난이도가 모델에 끼치는 교란

효과(confounding effect)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액션

피쳐를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터치 모션 궤적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학습 난이도가 반영된 피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Educational game, Learning analytics, Data mining, 

Machine learning, Action dynamics, HCI, Touch behavior, 

Guessing behavior, Metamemory framework, 교육용 게임, 학습

과학,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액션 다이내믹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터치 행동, 게싱 행동, 메타메모리 프레임워크

학   번 : 2018-2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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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교육용 게임이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게임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용 게임과 같은 컴퓨터 기반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신 시스템

환경의 특성을 이용(exploit)해서 과제를 완료하는 행동, 특히

신속하게 무작위로 응답을 하여 우연히 문제를 맞추는 게싱

행동(guessing behavior)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Beck, 

2004; Zushi et al.,2015; Beck & Rodrigo 2014;). 학습자가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게싱 행동을 취할 경우, 고민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게임이 진행되더라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게

한다 (Schinipke & Scrams, 2002). 학습자가 교육용 게임의

목적에 맞게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교육용

게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용 게임에서 게싱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Allen, 

2004).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인 게싱

행동(guessing behavior)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진 “액션 다이내믹 피쳐 (action dynamic

feature)”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액션 다이내믹

피쳐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사용자의 마우스 및

터치 궤적을 통해 측정한 수치로 정의하고 액션 다이내믹 피쳐를

줄여서 “액션 피쳐”로 부르고자 한다. 액션 다이내믹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작을 통해 측정한 액션 피쳐에는 동작의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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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심리적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Freeman & 

Ambady, 2010;). 액션 피쳐를 사용한다면, 교육용 게임의 학습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학습 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cognitive conflict) 및 불확실성(uncertainty)와 같은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자가 학습자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교육용 게임 환경에서는 학습자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교육용 게임 환경에서 직접 관찰하기

힘든 학습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게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 시간(response time), 학습 결과 정보 등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Baker et al., 2004; Baker et al., 2008). 하지만 이런

정보만으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정 문제 풀이에 대한

응답 시간과 학습 결과 정보 만을 가지고, 해당 학습자가 충분한

고민 끝에 답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고민 없이 답을 선택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가 설문 평가(self-report 

questionnaire)를 통해 학습자의 심리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Wise & Kong, 2005; Lindner et al., 2019) 전체 학습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게싱

행동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Wise 2012; Guo et 

al., 2016; Aleven et al. 2006; Beal et al. 2006; Gong et al 2010; 

Johns & Woolf 2006). 자가 설문 평가 방식의 경우, 학습 도중에

설문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교육용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데이터 분석 방식의 경우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Jenkins 2015) 새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한 학습자

(cold-starter)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Jen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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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에서는 액션 피쳐를 사용하여 게싱 행동을 이해 및

감지함으로써, 기존 연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액션

피쳐는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피쳐이기 때문에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학습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만약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발생한 터치 궤적으로부터 추출한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면, 전범위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도

학습자가 게싱 행동을 취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1.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인

게싱 행동(guessing behavior)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진 액션 다이내믹(action 

dynamics) 피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우리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학습 난이도

변화가 게싱 행동 및 액션 피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게임에서 발생하는 터치 궤적을 통해 계산한 액션

피쳐가 게싱 행동 및 학습 난이도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액션 피쳐 중에서 주저함 (hesitation) 정도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진 피쳐들을 통해 게싱 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Zush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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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따르면 터치 궤적의 이동 거리가 클수록, 일탈

정도(deviation)이 클수록, 그리고 뒤집힘 횟수(flips)가 클수록

주저함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Zushi et al 2015; 

Jenkins et al 2015; Cheng et al 2017). 따라서 학습 시 문제 풀이

상황에서는 피쳐의 값이 높을수록 학습자는 자신이 유력한

답(potential answer)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게싱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불확신이

반영된 액션 피쳐 값이 게싱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리는 난이도 변화에 따라

액션 피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난이도의 변화는 학습자가 문제를

풀 때 탐색 과정에 돌입할 지의 여부 및 탐색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난이도가 변화함에 따라

액션 다이나믹스 피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게싱

행동과 액션 피쳐의 관계가 난이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또한, 난이도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에 따라 게싱 행동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Nelson 1990; Jenkins 2015). 난이도 변화가 액션

다이나믹스 피쳐와 게싱 행동 모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여야 액션 다이나믹스를 통한 게싱 행동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 

이어서, 우리는 교육용 게임의 문제적 행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액션 피쳐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두번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두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우리는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션 피쳐를 사용한 게싱 행동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현한 게싱 행동 감지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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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첫번째

연구문제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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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번째로,

학습자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용 게임이 사용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번째로, 액션 피쳐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 후, 

액션 피쳐를 통해 사람의 행동 및 심리를 관찰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세번째로, 액션 피쳐를 통해 학습 과정을 이해한 기존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싱 행동 여부를 감지를

시도한 기존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한계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2. 1 교육용 게임을 이용한 학습 평가 연구

교육용 게임은 학습자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outers et al, 2013), 학습자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Killi, 2017). 교육용 게임을

통해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의 목적은 학습자가 얼마나 지식을

습득했는지 및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Allen, 2004). 

교육용 게임을 통한 학습 평가는 스텔스 평가 (stealth 

assessment)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Shute, 2011; Kim et al., 2015). 스텔스 평가란 학습과 평가 간의

구분을 명확하지 않게 하여, 스스로 평가 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Shute, 2011). 전통적인 평가

방법에 비교할 때, 스텔스 평가 방식은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긴장(test anxiety)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참여도(engagement)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시험 긴장(test anxiety)로부터 유발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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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assessment bias)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Killi, 2017). 

그런데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교육용 게임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점수, 플레이 시간 등

명시적(explicit) 정보만을 가지고는 학습자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명시적 정보를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점수와 플레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학습자가

충분한 고민 끝에 답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고민 없이 답을

선택했는지 분간하기는 힘들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참여도에

관련하여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자가 설문 평가(self-

report questionnaire)를 학습하는 도중에 수행하였다 (Wise et al., 

2005; Lindner et al., 2019). 그러나 학습자는 자신이 설문을 통해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학습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Bellotti et al., 

2013) 또한, 학습자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Fredricks & 

McColskey, 2012) 자신이 평가 받고 있다고 인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험 긴장이 평가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Shute, 2011). 따라서,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재미와 학습

목적을 방해하는 일 없이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2 액션 피쳐를 통한 사람의 행동 및 심리 관찰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액션 피쳐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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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쳐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사용자의 마우스 및

터치 궤적을 이용해 측정한 수치로,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적

인지적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Freeman & Ambady, 

2010;). 액션 피쳐는 암시적 (implicit) 행동 정보로서, 사용자

행동 결과의 이면에 있는 맥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최종적으로 제공된 명시적 (explicit)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결과를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암시적 (implicit)

맥락 정보를 알 수는 없다 (Jenkins 2015). 만약 사용자가 답을

제출할 때 풍부한 맥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정보를 제공받는

조직은 사용자에게 후속 질문을 하거나, 응답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응답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 (clarification)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enkins 2015). 

학습 분야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얼마나 주저함을 느끼는지

(hesitate), 그리고 학습자가 얼마나 갈등(conflict)을 느끼는지

등의 심리적 상태가 액션 피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Zushi(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답을 선택할 당시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주저할수록 (hesitate) 학습자는 요동치는

마우스 움직임 (fluctuating mouse movement)을 더 많이 거친

후에 답을 하기 때문에 커서 터치 모션의 이동 거리 (Distance)가

자신감이 있을 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Zushi 2015). 한편,

Jenkins(2015)의 연구에서는 SAT 문제를 풀 때 학습자가 느낀

불확실함 (uncertainty)정도가 증가함 따라 탐색 스테이지 (search 

stage)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갈등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 궤적이 최단 경로로부터 일탈한 정도(deviation)가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Jenkins 2015). 이를 통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신속하게 답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답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어려움 및 주저함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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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distance) 및 일탈 정도 (deviation)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습 분야가 아닌 다른 맥락에서도 연구자들은 모니터

상의 마우스 커서 또는 터치 스크린 상의 손가락 움직임의 궤적을

통해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Chen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면, 비용 및 보상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의사 결정 상황에서, 

불확실함(uncertainty)를 더 많이 느낄수록 움직임 궤적의 방향이

뒤집힌 횟수(flips)가 상승하였다. 또한, Pereira(2019)의

연구에서는 웹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어려움이

높을 수록, 마우스 커서 맴돎 횟수(hover), 마우스 커서의 방향이

뒤집힌 횟수(flips), 마우스 커서의 정지 시간(pause) 등의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때 움직임의 방향이 바뀐

횟수(flips)가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습 도중에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학습자의 손 움직임의 방향이 바뀐 횟수(flips) 또한 학습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선택할 때 얼마나

주저했는지 (hesitate)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진 3가지 액션 피쳐인

이동 거리 (distance), 일탈 (deviation), 뒤집힘 (flips)을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에

몰입하는지(engaging)을 이해하고자 한다.

2. 3 액션 피쳐를 이용한 학습자의 게싱 행동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액션 피쳐를 통해 학습자의 게싱 행동 여부를

파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10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액션 피쳐를 통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수행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타메모리 프레임워크(Metamemory Framework)는

학습자가 객관식 문제(multiple-choice question)에 답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해준다 (Nelson, 1990). 본 연구에서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습자가 답을 고르는 과정을

메타메모리 프레임워크(Nelson, 1990)에 근거하여 정리한다면

[그림 1]과 같다. 메타메모리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학습자는 답을

안다는 기분을 느낄 때(feeling of knowing) 탐색 스테이지(search 

stage)에 돌입하며, 답을 안다는 기분(feeling of knowing)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탐색 스테이지(search stage)에 돌입하지

않은 채 바로 답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게싱 행동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게싱 행동을 빠른 시간 내에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답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탐색

스테이지를 돌입하여 고민을 거친 후에 결국 답을 무작위로 고르는

행동은 게싱 행동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탐색 스테이지(search 

stage)에 돌입하였다면 적절한 답을 고를 때까지 탐색 스테이지는

반복된다. 탐색 스테이지를 거쳐 답을 고르는 행동은 게싱 행동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솔루션 행동(solution behavior)”이라고 할

수 있다. 솔루션 행동이란 학습자가 정답을 결정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이다 (Schnipke & Scram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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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가 답을 선택하는 과정을

메타메모리 프레임워크 (Nelson 1990)를 기반으로 구상한 도식

탐색 스테이지에 돌입한 경우에는 돌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저함이 반영된 액션 피쳐들의 값이 더 높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탐색 스테이지에 돌입한 학습자들은 인지적 갈등(cognitive 

conflict)를 느끼기 때문이다 (Jenkins 2015). 탐색 스테이지에

돌입한 순간, 학습자는 여러 개의 답 중 정답을 탐색하게 되며 이

때 여러 개의 답이 자극이 되어 반복적으로 학습자의 주의를 끈다.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자극들은 터치 모션의 움직임을 유발시킬

것이다 (Jenkins 2015; Georgopoulos 1990; Song and Nakayama 

2006; Song and Nakayama 2008). 그 결과, 터치 모션 궤적은

최단 경로로부터 더 많이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액션 피쳐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Jenkins 2015). 탐색 스테이지가 더 오래

지속될수록 피쳐의 값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게싱 행동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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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게싱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와는 달리 탐색 스테이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액션 피쳐의 값이 낮을 것이다. Shi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용 게임에서 게싱 행동이 발생한 문제

풀이와 게싱 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문제 풀이 간의 액션 피쳐의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게싱 행동이 발생한 문제 풀이에서는

주저함이 반영된 액션 피쳐의 값이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Shi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게임의 학습 난이도에

따른 교란 효과(confounding effect)를 배제하기 위해 한정된 학습

난이도의 게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난이도의 게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난이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액션 피쳐를

이용하여 게싱 행동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 난이도의 변화가 액션 피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습 난이도가 낮을 경우 탐색 스테이지에

돌입하는 학습자는 탐색을 짧게 하더라도 수월하게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피쳐의 값이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학습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액션 피쳐의 값이 높아질 것이다. 학습 난이도가

액션 피쳐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학습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여야

액션 피쳐를 통한 게싱 행동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에서 두가지 변수, 게싱 행동 여부와

학습 난이도 각각이 액션 피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을

뿐 (Shin et al 2020; Jenkins 2015)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액션 피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난이도의 변화와 게싱 행동 여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액션 피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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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게싱 행동 감지 모델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의 행동 및 심리를 액션

피쳐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액션 피쳐를 이용하여 교육용

게임의 문제적 행동인 게싱 행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게싱 행동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으나 (Paquette et al., 2019) 교육용 게임에서는 연구된

내용은 제한적이다 (Shin et al., 2020). 우리는 학습 과정 평가

방안으로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을 감지(detect)하는

기계학습 모델 (Baker et al. 2008; Baker et al 2010; Walnoski 

2006)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게싱 행동은 학습자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학습에 몰입하지 않을 때 나타나며 (Beck 2004)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ker et al. 

2004; Baker et al. 2008; Hwang & Wang, 2016). 만약 학습자가

게싱 행동을 취했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감지(detect)할 수

있다면, 학습자가 학습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몰입하고 있는지

아닌지, 학습 내용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동화된 모니터링 결과 학습자가 제대로

몰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스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의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학습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게싱 행동을 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게싱 행동을 감지하기 위한 피쳐로 응답

시간(Baker 2004; Baker 2008; Wu 2017; Wise & Kong 2005)과

행동의 결과(Baker et al., 2008)를 사용하였으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피쳐를 사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응답 시간이나 행동의



14

결과 등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피쳐들은 명시적(explicit) 정보로서

행동을 취할 때의 심리적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다. Horwitz 

(2017)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설문에서 응답자의 응답 시간

정보만을 통해 응답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번째로, 응답자

간의 응답 시간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두번째로, 

질문의 특성 또는 멀티태스킹 여부 등 어떤 변수가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Horwitz (2017)는 응답 시간 대신 액션 피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Bake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게싱 행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로 학습자의 문제 풀이 시 정답 여부 및 퀴즈

점수 등을 활용한 바 있다 (Baker et al.,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학습 성취도 점수를 학습자의 몰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받은 점수가 저조할수록 학습에

몰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학습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모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액션 피쳐는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 과정 도중에

생성된 모션 궤적을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hi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머뭇거림(hesitation)과 관련된 액션 피쳐를 사용하여 게싱 행동

여부를 판별하였다. 이 판별 모델(detector)는 한정된 게임 디자인

및 난이도에 국한된 모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게임 디자인 및

난이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게임

디자인 및 학습 난이도의 변화에 따라 게싱 행동을 취할 때의 액션

피쳐의 상관 관계가 달라진다면, 판별 모델은 기대한만큼의 성능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래그 & 드롭 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게임 디자인에서 액션 피쳐만으로 게싱 행동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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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했을 때, 감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의 교육용 게임을 게임 디자인에

따라 “선다형” 게임과 “짝찾기형” 게임으로 분류하였다. “선다형”

게임이란, 여러 개의 옵션 카드 중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카드를 빈

슬롯에 드래그하여 문제를 푸는 게임을 의미한다. “짝찾기형”

게임이란, 여러 개의 옵션 카드에 대해 각각의 카드와 맞는 짝을

찾는 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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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인

게싱 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진 액션 피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드래그 드롭 방식의 UI를 가진 네 가지 교육용 게임으로부터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였다. 첫번째로, 우리는 두가지

변수, 게싱 행동 여부와 학습 난이도가 액션 피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번째로, 우리는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 여부를 감지하는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할 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연구 문제를 통해 진행하였다.

3. 1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1: 드래그 & 드롭 교육용 게임에서 게싱 행동 여부 및

학습 난이도의 변화는 액션 피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l 연구 가설 1-1: 드래그 & 드롭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들은

솔루션 행동을 취할 때, 게싱 행동을 취할 때에 비해 답에

대한 주저함과 관련된 액션 피쳐 값이 더 높을 것이다.

l 연구 가설 1-2: 드래그 & 드롭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들은

학습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낮은 문제에서에 비해 답에

대한 주저함과 관련된 관련된 액션 피쳐값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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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구 가설 1-3: 드래그 & 드롭 교육용 게임에서 게싱 행동

했을 때의 액션 다이내믹 피쳐와 솔루션 행동 했을 때의 액션

피쳐 간의 차이는, 난이도가 낮아짐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연구 문제 1에서는 우선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게임 디자인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액션 피쳐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을

하였는지, 아니면 집중을 하지 않고 게싱 행동을 취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액션 피쳐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액션

피쳐가 상승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난이도가 액션 피쳐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학습 난이도에 따라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3. 2 연구 문제 2

연구 문제 2: 드래그 & 드롭 교육용 게임에서 액션 피쳐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까?

l 연구 가설 2: 드래그 & 드롭 교육용 게임에서 답에 대한

주저함이 반영된 액션 다이내믹 피쳐를 사용한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은 다수 분류(majority classification)모델에 비해

판별 성능이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에서는 액션 피쳐만을 사용하여 게싱 행동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네가지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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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액션 피쳐를 학습시킨 게싱 행동 여부 감지 모델이 다수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감지 성능이

우수한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제 4 장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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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인

게싱 행동(guessing behavior)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진 액션 피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에 사용할

데이터 소스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액션 피쳐의 개념을 소개하고 피쳐를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다음, 문제 풀이 데이터를

게싱 행동 여부를 기준으로 “게싱 문제 풀이” 또는 “솔루션 문제

풀이”로 레이블링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학습 난이도에

따라 문제 풀이를 “어려운 문제 풀이” 또는 “쉬운 문제 풀이”로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4. 1 데이터 소스

우리는 “Kitkit school”이라는 교육용 게임을 통해 수집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Kitkit school”은

탄자니아와 케냐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수학, 언어

스킬을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게임이다. 타겟

사용자 그룹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이다.  학생들의

gaming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Kitkit school이 제공하는

게임 중에서 4가지 게임을 사용하였다. 4가지 게임은 [그림2]에

나타나 있다: Missing Number (1a), Mango Shop (1b), Number 

Train (1c), Number Matching (1d). 4가지 게임 모두 공통적으로

UI 요소(component) “옵션”과 “슬롯”을 가지고 있다. “옵션”은

주어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여러 개의 카드로 구성된다.

“슬롯”은 옵션 카드를 옮겨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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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하나를 “슬롯” 하나에 드래그해서 옮겨 넣는 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시도(“attempt”)로 정의하며, 시도를 할 때마다 터치

모션이 발생한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Kitkit school”의 4가지 게임

4가지 게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UI 요소와

상호작용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issing Number 게임은 상단에 일정한 간격의 숫자가 기입된

달걀이 제시되는데, 그 중 빈 슬롯에 해당하는 달걀에 알맞은

옵션을 드래그해 넣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Mango Shop 

게임은 하단에 제시된 덧셈 또는 뺄셈 문제를 읽고, 중앙에 위치한

슬롯에 적절한 옵션을 드래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단에는 망고를 담고 있는 박스가 제시되는데, 여기 있는 망고를

자유롭게 드래그하여 참고할 수 있다. Number Train 게임은

(a) Missing Number (b) Mango Shop

(d) Number Train (e) Number Matching(c) Number Train (d) Numbe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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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으로 생성된 5개의 숫자 옵션을 올바른 순서대로 5개의 슬롯에

드래그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Number Matching 

게임은 스크린 상에 랜덤한 위치에 흩뿌려진 문양이나 숫자가

적혀있는 4, 5 또는 7 쌍의 카드를 드래그 드롭하여 맞는 쌍끼리

합쳐서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를 “문제 풀이(problem-solving)”로

설정하였다. 문제 풀이란 한 명의 학생이 특정 문제를 도전하기

시작하여 문제를 클리어하거나 포기하여 다른 화면으로

진보(progress)할 때까지를 지칭한다. 분석 대상 데이터는

533명의 학생들이 Missing Number 게임을 수행한 107,889 건의

문제 풀이, 413명의 학생들이 Mango Shop 게임을 수행한 100,645

건의 문제 풀이, 542명의 학생들이 “Missing Number”게임을

수행한 33,031 건의 문제 풀이, 그리고 557명의 학생들이

“Number Matching” 게임을 수행한 19,638 건의 문제 풀이에 대한

데이터이다.

4가지 게임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선다형 게임으로 Missing Number와 Mango Shop이 속한다.

두번째 유형은 짝찾기 게임으로 Number Train과 Number 

Matching이 속한다. “선다형” 게임이란, 여러 개의 옵션 카드

중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카드를 빈 슬롯에 드래그하여 문제를 푸는

게임을 의미한다. “짝찾기형” 게임이란, 여러 개의 옵션 카드에 대해

각각의 카드와 맞는 짝을 찾는 게임을 의미한다.

4. 2 액션 피쳐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문제를 플레이하는 학습자가 자신의

답에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를 반영한 3가지 액션 피쳐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동 거리(distance), 일탈(deviation), 뒤집힘

횟수(flips). 우리는 3가지 피쳐 중 하나에 속하는 8가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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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쳐를 도출하였다. 각 세부 피쳐의 정의 및 계산 방법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4.2.1 이동 거리 (Distance)

이동 거리(distance)란, 모션의 궤적이 이동한 총 거리를

나타낸다. 이동 거리는 학습자가 문제를 풀 때 자신의 답에 대해

얼마나 주저하였는지(hesitate)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Zushi 

et al., 2015). 이동 거리 피쳐에 해당하는 세부 피쳐는 이동 거리

(Dale et al., 2007; Duran et al., 2010; Koop & Johnson 2013; 

Koop 2013; Zushi 2015; Shen et al., 2015) 1개 뿐이다 [그림 3].

[그림 3] 이동 거리(Distance)을 나타내는 세부 액션 피쳐

4.2.2 일탈 (Deviation)

일탈(deviation)이란 모션의 궤적이 최단 경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측정한 피쳐이다. Jenkins (2015)에

따르면, 학습 환경에서 사용자가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끼면,

인지적 갈등(cognitive conflict)로 인해 최적의 경로로부터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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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로 인해 일탈(deviation) 피쳐 값이 상승한다.  

일탈(deviation) 피쳐에 해당하는 세부 피쳐는 3가지이다:

MAD(maximum absolute deviation) (Cheng et al.,2018; Koop & 

Johnson 2013; Koop 2013; Papesh & Goldinger 2012), 

AAD(average absolute deviation) (Cheng et al.,2018; Koop & 

Johnson 2013; Koop 2013; Papesh & Goldinger 2012), 

AUCV(area under curve) (Jenkins 2015; Dshemuchadse,2013)

[그림 4].

[그림 4] 일탈(Deviation)을 나타내는 세부 액션 피쳐

4.2.3 뒤집힘 (Flips)

뒤집힘(flips)은 모션의 궤적이 진행되는 방향이 몇번

바뀌었는지를 측정한 피쳐이다. 이 피쳐는 컴퓨터 기반의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얼마나 느꼈는지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Cheng et al., 2018). 뒤집힘 횟수(flips) 피쳐에 해당하는

세부 피쳐는 5가지이다: X-axis flips (Beal et al,2006; Cheng et 

al.,2018; Duran et al., 2010; Koop & Johnson 2013; Koop 2013;

Horwitz et al, 2017). Y-axis flips, Parallel flips, Inflection [그림

AUCV

MAD

AAD

(max)

(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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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중에서 Y-axis flips, parallel flips, inflection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X-axis flips의 기준 축을 변형시켜 새롭게 제안한

세부 피쳐이다. “게임” 콘텍스트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X-axis flip의 기준

축을 다른 축으로 바꾼 X 축 방향 외에 다른 축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Y-axis flips은 Y축 방향을 기준으로, Parallel 

flips는 parallel한 축을 기준으로 방향이 몇 번 바뀌었는지를

측정한 세부 피쳐이며, Total flips는 X, Y, 그리고 parallel 축에

대한 뒤집힘 횟수를 모두 합한 세부 피쳐이다. Inflection은 터치

모션의 궤적에서 변곡점이 발생하 횟수를 측정한 세부 피쳐이다

(Hinbarji et al., 2015).

[그림 5] 뒤집힘(Flips)을 나타내는 세부 액션 피쳐

[표 1] 8개의 세부 액션 피쳐 요약

X-flip point
Y-flip point
P-flip point
Inflec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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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피쳐
세부 액션

다이내믹 피쳐
설명

이동

거리(Distance)
Distance 터치 궤적의 전체 이동 거리

일탈

(Deviation)

Average Absolute

Deviation (AAD)

최단 경로와 실제 터치 궤적

사이의 평균 거리

Maximum Absolute

Deviation (MAD)

최단 경로와 실제 터치 궤적

사이의 최대 거리

Area Under Curve 

(AUCV)

최단 경로와 실제 터치 궤적

사이의 면적

뒤집힘 (Flips)

X-axis flips (X-

flips)

터치 궤적의 방향이 X축

기준으로 바뀐 횟수

Y-axis flips (Y-

flips)

터치 궤적의 방향이 Y축

기준으로 바뀐 횟수

Parallel flips (P-

flips)

최단 경로와 평행한 방향에

따라 터치 궤적의 방향이

바뀐 횟수

Inflections
터치 궤적에서 inflection 

포인트의 개수

세부 액션 피쳐들은 사용자가 옵션을 드래그하여 슬롯에

옮기면서 발생한 터치 모션마다 하나씩 계산되었다. 이때,

뒤집힌(filp) 횟수를 측정한 피쳐들은 터치 모션 데이터 로그의

좌표 값은 픽셀 단위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측정되었다.

각 터치 모션별 피쳐 값을 계산한 후에는, 문제를 풀면서 발생한

모든 터치 모션에 대한 피쳐 별 평균(average)을 도출하였다. [표

2]은 문제 풀이 하나에 대한 “distance” 피쳐가 계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표 2] 하나의 문제 풀이 단위에서 세부 액션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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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를 계산한 예시 (unit: pixel)

분석 단위 터치 궤적 #
궤적에 대한

distance

문제 풀이에 대한

평균 distance

문제 풀이

(problem-

sovling)

1 3

(3+4+3+5+9) / 

5 = 4.8

2 4

3 3

4 5

5 9

연구 문제 1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9가지 세부 피쳐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였다. 9가지 세부 피쳐의 분석 단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쳐는 정규화를 거쳐 z-score 값으로 변환함으로써

분석 단위를 동일하게 맞추었다. 반면, 연구 문제 2에서는 9가지

세부 피쳐를 정규화 및 통합을 하지 않은 채 기계학습 모델에

그대로 학습시켰다. 또한, 문제 풀이 단위 별로 세부 피쳐의

평균(average)만을 사용한 연구 문제 1과는 달리, 연구 문제

2에서는 문제 풀이 단위 별 세부 피쳐 값의 최대값(maximum)과

최소(minimum)값을 추가하여, 총 27개의 피쳐를 사용하였다.

4. 3 풀이 중에 게싱 행동을 취했는지의 여부를 레이

블링(Labelling)하기

4.3.1 레이블링 규칙 설정

우리는 분석 단위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problem-solving)을

“게싱 문제 풀이”와 “솔루션 문제 풀이” 중 하나로 레이블링 하였다.

“게싱 문제 풀이”란 “게싱 행동”이 3회 이상 발생한 문제 풀이로

정의하였으며 “솔루션 문제 풀이”란 게싱 문제 풀이에 해당하지

않은 문제 풀이로 정의하였다. 게싱 행동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행동 중 하나로 정의된다 (Baker 2004) : 

l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입력하는 행동

l 답을 순서대로 입력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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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습자가 게임을 플레이한 로그 데이터를 통해 추출한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게싱 문제 풀이” 또는 “솔루션 문제

풀이”로 레이블링하였다. 대용량 데이터를 손으로 분석(hand-

analyzing) 함으로써 게이밍 행동을 레이블링하는 방식 (Aleven et 

al.,2006; Baker et al.,2008)은 실현 가능(feasible)하지 않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Baker et al. (2008)와 Shi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로그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손으로 분석한 후 게이밍

행동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의 데이터 역시 200,000건이 넘는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손 분석하는 기법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로부터 각 게임 별로 300건의 문제 풀이

데이터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총 1,200건의 문제 풀이 데이터를 손

분석한 후, [그림 6]과 같은 게싱 행동 여부 레이블링(labeling)

규칙(rule)을 설정하였다.

이 규칙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 응답 시간, 옵션

및 슬롯의 정보. 첫번째 요소인 응답 시간이란, 이전 시도를 취한

시점과 그 다음 시도를 취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자가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답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번째로 고려한

요소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한 옵션 또는 슬롯의 정보이다. 이 정보는

학습자가 답을 순서대로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두가지 단계(step)로 구성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6] 문제 풀이(problem-solving)가 게싱 문제 풀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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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문제 풀이인지를 구분하여 레이블링하기 위한 규칙

4.3.2 첫번째 고려 요소: 응답 시간

게싱 행동 여부를 레이블링하기 위해 첫번째로 고려한 요소는

답을 입력하는 시도(attempt)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응답

시간(response time)이다. 응답 시간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답 입력 시도(attempt)의 경우,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른

시점과 답을 입력한 시도(attempt)를 취한 시점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두번째 이후의 답 입력 시도(attempt)의 경우, 이전 답

입력 시도(attempt)를 취한 시점과 그 다음 답 입력

시도(attempt)를 취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우리는 응답 시간이 특정한 시간 역치(time threshold)를 넘지

못하였을 경우, 지나치게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게싱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자들은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빠른 게싱 행동(Rapid guessing behavior) 여부를

분간하는 기준으로 응답 시간을 선택했으며 (Wis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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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 2017; Wu et al. 2017;) 이 기준은 교육용 게임의 문제

풀이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Shin et al., 2020).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응답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동을 취했을 때, 게싱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게싱 행동과 솔루션 행동을 구분하기 위해 시간

역치(time threshold)를 설정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문제풀이 별 응답 시간이 쌍봉형 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그 두 봉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나타나는 지점의 응답 시간을 시간 역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만약 응답 시간의 분포가 쌍봉형이 아니라면

시간 역치를 결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응답 시간의 분포와 응답

정확도(response accuracy)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간 역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Guo et al., 2016).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정답을 맞춘 답의 비율에 해당하는 응답 정확도는

솔루션 행동을 취할 때에 비해 게싱 행동을 취할 때 더 낮으며,

답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의 응답 정확도와 근접할 것이다. 예를

들어, 4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게싱 행동을 취했다면,

4개의 옵션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에

해당하는 25%에 근접할 것이므로 이 지점에서 시간 역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플레이한 한 게임 레벨별로 시간

역치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30명의 학습자가 “Missing Number”

게임을 1부터 10레벨까지 플레이하였다면, 30 X 10 = 300가지의

시간 역치 기준을 정하였다. 분석 대상인 어린이용 교육용 게임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응답 시간의 분포는 쌍봉형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Guo et al (2016)의 연구처럼, 응답 시간의

분포와 응답 정확도를 모두 고려하여 시간 역치를 설정하였다. 시간

역치의 설정은 Guo et al(2016)가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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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플레이한 게임 레벨 별로, 응답 시간이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응답의 정확도가 계산되었다: 학습자 i가 게임 레벨 j를

플레이했을 때 응답 시간 t에서 누적된 응답 정확도를

CUMPij(t)라고 한다. CUMP값은 응답 시간 t가 상승할 수록 응답

정확도는 점점 상승하여 전체 응답 시간 범위에 대한 평균 응답

정확도에 수렴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을 g라고 했을 때, 게싱 행동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적절한 시간 역치는 CUMP값이 g와 비슷해지는 지점의 t라고 할

수 있다. 이때, g 값은 게임의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게임

별로 다르게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Missing Number” 게임

따라서 학습자 i가 게임 레벨 j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게싱 행동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간 역치(time threshold) 값은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 정하였다.

4.3.3 두번째 고려 요소: 옵션 및 슬롯의 정보

게싱 행동 여부를 레이블링하기 위해 두번째로 고려한 요소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한 옵션 또는 슬롯의 정보이다. Baker et 

al(2004)에 따르면, 게싱 행동에는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입력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답을 순서대로 입력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우리는 옵션의 정보를 통해 학습자가 답을 순서대로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답을 순서대로 입력한 시도(attempt)가 3회

이상일 경우 게싱 행동으로 레이블링(labelling)하였다. 단, 이

규칙의 경우 옵션 카드 사이에 순서가 존재할 때만 적용하였다. 네

가지 게임 중 “Number Matching”의 경우, 옵션 카드가 화면에

무작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옵션 간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게싱 행동 여부를 레이블링하기 위해 두번째 규칙은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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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나머지 세 가지 게임의 옵션 카드는 모두 순서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Missing Number” 게임에서 옵션 카드

10장 중에서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옵션 카드를 “1,2,3”

순으로 선택하였다면 옵션 카드를 순서대로 입력한 행동이 3회

연속되었기 때문에 게싱 행동으로 간주된다. 모든 과정을 거쳐 게싱

행동 여부를 레이블링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게싱 행동 여부 레이블링 결과

게임
게싱

문제 풀이

솔루션

문제 풀이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비율

Missing

Number
52397 55492 107889 48.56%

Mango

Shop
22707 77951 100658 22.55%

Number

Train
17970 15077 33047 54.37%

Number 

Matching
5061 12306 17367 29.14%

4.3.4 게싱 행동 여부 레이블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문제 풀이에 대해 생성한 게싱 행동 여부

레이블은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에서 모두 활용되었다. 연구

문제 1에서는 문제 풀이의 게싱 행동 여부가 액션 피쳐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 간의 관계가 학습 난이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학습을 사용하여, 문제

풀이의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 기계학습 모델의 역할은 게싱 행동 여부 레이블링

규칙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액션 피쳐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서, 게싱 행동 여부를 레이블링하는 규칙은 학습자의

전체 학습 과정에서 도출한 통계량을 기반으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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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학습자나 게임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학습자에 대해서는 규칙을 적용하여 게싱 행동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만약, 문제 풀이에서의 액션 피쳐를 통해  동일한 레이블을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한다면, 게임을 시작하는 신규

학습자나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학습자의 문제 풀이의 게싱

행동 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4. 4 문제 풀이의 학습 난이도가 높은지 여부를 레이블

링(Labelling)하기

학습 난이도에 따른 액션 피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문제풀이를 두가지 집단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쉬운 학습

난이도에서의 문제풀이와 어려운 학습 난이도에서의 문제풀이. 

학습자가 문제에 대답할 때마다 생성된 데이터 로그는 게임 레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의 게임에 적용된

커리큘럼에 근거하여 게임 레벨을 쉬운 난이도나 어려운 난이도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Number Train 게임은 1에서

18까지의 게임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커리큘럼 상 게임

레벨이 상승함에 따라 문제에 출제되는 숫자의 크기가 증가하여

난이도는 서서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Number Train 

게임에서 게임 레벨이 10미만인 것은 쉬운 학습 난이도로, 게임

레벨이 10이상인 것은 어려운 학습 난이도로 분류하였다. 학습

난이도에 따라 문제 풀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표 4]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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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습 난이도 레이블링 기준

게임 낮은 난이도 높은 난이도

Missing

Number

숫자의 범위 좁음 (최대 50)

숫자 간격 1,2,5,10에 한정

숫자의 범위 넓음 (최대 100)

숫자 간격 3추가

Mango

Shop

숫자 범위 좁음

받아올림 없음

숫자 범위 넓음

받아올림 있음

Number

Train
숫자의 범위 좁음 (최대 20) 숫자의 범위 넓음 (최대 100)

Number 

Matching

숫자 범위 좁음

카드 쌍 4 또는 5개

숫자 범위 넓음

카드 쌍 5 또는 7개

4. 5 연구 문제 1에 대한 분석 방법

연구 문제의 연구 가설 1-1, 1-2, 1-3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의 액션 다이내믹 세부 피쳐 값은 그 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z-score값으로 변환된 다음, 문제 풀이 단위로

평균하였다. 우리는 2 (게싱 vs. 솔루션) X 2 (쉬움 vs. 어려움)

ANOVA 테스트, 즉 2-way ANOVA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우리는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 결과 게싱

행동 여부가 액션 피쳐에 대해 주효과(main effect)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습 난이도가

액션 피쳐에 대해 주효과(main effect)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싱 행동

여부와 학습 난이도가 액션 피쳐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

간의 관계에서 학습 난이도가 조절변수로 기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 난이도가 쉬울 때와 어려울 때로 조건을 구분하였을 때

게싱 행동 여부에 따른 액션 피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4. 6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 방법

연구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덟 개의 액션 피쳐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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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없이 로우(raw) 값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2가지 타입의

게싱 행동 판별기를 구현했다. 첫 번째는 다수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베이스라인 모델로, 연구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판별기와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판별기는 액션 피쳐들로

훈련된 고전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두번째 판별기에 사용된 클래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회귀 (LR), 랜덤 포레스트 (RF), 그래디언트 부스팅 의사결정 트리

(GBDT)으로, 학습 분석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판별기에 대한 성능은 교차 검증(k=10)을 거친

평균 AUC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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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5. 1 연구 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

5.1.1 액션 피쳐에 대한 게싱 행동 여부의 주효과(Main 
effect)

우리는 2 (guessing vs. solution) X 2 (easy vs. hard)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가지 게임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모두에 대해 게싱 행동

여부는 액션 피쳐에 대해 유의미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issing Number (F=446.21, P=0.00), Mango Shop (F=1326.84, 

P=0.00), Number Train (F=8.07, P=0.00), Number Matching 

(F=396.23, P=0.00). [표 5]를 보면, 게싱 행동 여부에 따른 액션

피쳐 값의 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4가지 게임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모두에서 게싱

행동일 때의 액션피쳐가 솔루션 행동일 때보다 작아, 연구 가설 1과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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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게싱 행동 여부에 따른 액션 피쳐의 통계량

5.1.2 액션 피쳐에 대한 학습 난이도의 주효과(Main 
effect)

우리는 2-way ANOVA 분석을 통해 액션 피쳐에 대한 학습

난이도의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4가지 게임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모두에서 학습

난이도는 액션 피쳐에 대해 유의미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issing Number (F=6.24, P=0.01), Mango Shop 

(F=1062.16, P=0.00), Number Train (F=76.31, P=0.00), 

Number Matching (F=2183.77, P=0.00). [표 6]을 보면, 2가지

게임, Mango Shop와 Number Matching에서는 학습 난이도가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해 액션 피쳐 값이 높아져 연구 가설 1-2와

부합하였다. 그러나 2가지 게임, Missing Number와 Number 

Train에서는 학습 난이도가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해 액션 피쳐의

값이 오히려 낮아져 가설 1-2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Game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Guessing

Mean (Std)
-0.05(0.57) -0.15(0.56) -0.01(0.75) -0.10(0.38)

Solution

Mean(Std)
0.05(0.84) 0.04(0.76) 0.01(0.80) 0.00(0.48)

주효과 F 446.21*** 1326.84*** 8.07*** 396.23***

가설 부합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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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게싱 행동 여부에 따른 액션 피쳐의 통계량

5.1.3 액션 피쳐에 대한 게싱 행동 여부와 학습 난이도

의 조절 효과

우리는 2 (guessing vs. solution) X 2 (easy vs. hard) ANOVA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가지 게임에서 게싱 행동 여부와 학습

난이도는 액션 피쳐에 대해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Missing Number (F=94.02, P=0.00), Mango Shop (F=19.32, 

P=0.00), Number Train (F=75.24, P=0.00), Number Matching 

(F=243.81, P=0.00). [표 7]에서는 2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조건(condition)에 따라 액션 피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래프에서 x축은 학습

난이도를 의미하며, y축은 주저함이 반영된 액션 피쳐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한 두 라인은 각각 게싱 행동을 한

문제 풀이와 솔루션 행동을 한 문제 풀이를 의미한다. 모든 게임에

대해서, 가설 1-3과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모든 게임에서,

난이도가 어려울 때 솔루션 컨디션의 액션 피쳐가 게싱

Game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쉬움

Mean (Std)
0.01(0.75) -0.06(0.79) 0.03(0.80) -0.13(0.38)

어려움

Mean(Std)
-0.02(0.68) 0.08(0.64) -0.05(0.73) 0.12(0.50)

주효과 F 6.24** 1062.16*** 76.31*** 2183.77***

가설 부합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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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에서보다 컸다. 그 중에서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Matching게임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솔루션과 게싱

간 액션 피쳐의 차이가 늘어났다. Number Train 게임에서는

난이도가 쉬울 때는 솔루션 문제 풀이의 액션 피쳐가 게싱 문제

풀이의 액션 피쳐보다 작지만,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때 그 관계가

역전되어 솔루션 문제 풀이의 액션 피쳐가 게싱 문제 풀이의 액션

피쳐보다 커졌으며 그 차이도 늘어났다.

[표 7] 2가지 변수에 따른 액션 피쳐의 분포 및 상호작용 효과

게임 2가지 변수에 따른 액션 피쳐의 분포

Missing 

Number

상호작용 효과 F=94.02***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39

Mango 

Shop

상호작용 효과 F=19.32***

Number 

Train

상호작용 효과 F=75.24***

Number 

Matching

상호작용 효과 F=243.81***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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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 결과

5.2.1 게싱 행동 판별기의 성능

연구 가설 2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액션 피쳐를 통해 학습시킨 모델은 다수 분류 모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AUC 수치를 보였다. 모든 게임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 (rf) 알고리즘이 나머지 알고리즘에 비해 가장 좋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 Missing Number에서 AUC는 0.88, Mango 

Shop에서는 AUC는 0.89, Number Train에서는 0.69, 그리고

Number Matching에서는 0.67을 나타냈다.

[표 8] 게싱 행동 판별기의 성능

Guessing detection 

models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AUC AUC AUC AUC

Majority 

Classification
0.50 0.50 0.50 0.50

Logistic Reg 0.82 0.82 0.63 0.65

Gradient Bosting 

Dt
0.87 0.88 0.69 0.67

Random Forest 0.88 0.89 0.69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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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학습자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액션 피쳐를 통하여 교육용 게임을 플레이한 학습자의 게싱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게임 디자인에서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을 취하는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게싱 행동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 난이도가 게싱 행동 및 액션 피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으로 액션 피쳐를

적용한 게싱 행동 여부 감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난이도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6. 1 액션  피쳐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게싱 행동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피쳐로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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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쳐가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우리가 설정한 가설은 4가지 게임 디자인에서 모두

가설에 부합하였다: 게싱 행동을 취한 문제 풀이에서 게싱 행동을

취하지 않은 문제 풀이에 비해 피쳐의 값이 더 컸다. 이를 통해,

Shin et al (2020)의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가 게임의 종류를 늘리고

학습 난이도를 확장하였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낮은 수치의 액션 피쳐에는 게싱 행동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학습 평가 방식은 직접 관찰한 결과나 자가 설문

평가 결과 등 명시적(explicit) 행동 정보를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학습 과정에서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모션 터치 궤적을

사용해서 계산한 액션 피쳐는 암시적(implicit) 행동 정보로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개입할 필요없이 수집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 시의 내면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게임 디자인의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의 행동 이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액션

피쳐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게싱 행동 여부를 이해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6. 2 게싱 행동 감지의 중요성

우리는 게싱 행동을 감지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학습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학습자는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낌에 따라

액션 피쳐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Missing 

Number와 Number Train 에서는 연구 가설 1-2와는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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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났다. 이 현상을 설명하고자, 우리는 게싱 행동을 취한

문제 풀이와 게싱 행동을 취하지 않은 문제 풀이로 게싱 행동을

취했을 때와 솔루션 행동을 취했을 때로 나누었을 때, 학습

난이도와 액션 피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7]을 보면, 4가지 게임 모두에서 솔루션 문제 풀이는 연구 가설 1-

2와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4가지 게임 중에서 Missing 

Number와 Number Train 게임에서 게싱 문제 풀이는 연구 가설

1-2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학습 난이도가 높을 때, 피쳐의

값이 더 낮았다. 따라서 이 두 게임의 경우, 게싱 문제 풀이에서의

결과의 영향을 받아, 전체 문제 풀이에서 연구 가설 1-2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솔루션 문제 풀이의 경우,

학습자가 문제 풀이에 제대로 참여(engaging)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학습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탐색(search) 과정의 길이 및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액션 피쳐는 상승할 것이다. 반면, 게싱

문제 풀이의 경우, 학습자가 문제 풀이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채

조기에 포기하는 것이다.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강도 높은 탐색을 하는 솔루션 행동과는 달리, 게싱

행동을 취하는 학습자는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두가지의

전략 선택이 가능하다: 첫번째 전략은 답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답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전략이고, 두번째

전략은 답을 탐색하는 과정을 시도한 끝에 답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전략이다. 전자의 전략에 기울어질 경우,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게싱 문제 풀이의 피쳐 값은 감소할 것이며 후자의 전략에

기울어질 경우, 게싱 문제 풀이의 피쳐 값은 솔루션 문제 풀이의

피쳐 값처럼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할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게임이 목적에 맞게

플레이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게임의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액션 피쳐가 상승하는지의



44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학습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액션

피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될 경우, 게임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의도대로라면, 학습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탐색의 강도가 증가하여 피쳐가 증가하여야

한다. 피쳐가 감소했다면 탐색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싱

행동이 발생하여 피쳐의 값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게임이 게임의 목적에 맞지 않게 플레이되고 있으므로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플레이에 개입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 3 학습 난이도의 고려 필요성

    우리는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 가설 2을 분석한 결과,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의 성능은 짝찾기

게임일 때(Number Train, Number Matching), 선다형 게임일

때(Missing Number, Mango Shop)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판별

성능이 저조하였다. [표 10]을 보면 선다형 게임(Missing Number, 

Mango Shop)의 경우, 난이도 변화에 따라 솔루션 문제 풀이의

피쳐와 게싱 문제 풀이의 피쳐의 차이가 변하기는 하지만 두

피쳐간의 관계가 큰 변동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표 10]의 점선이

표시하는 것처럼, 솔루션 문제풀이의 피쳐와 게싱 문제 풀이의

피쳐는 중첩되는 부분 없이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반면, 짝찾기

게임(Number Train, Number Matching)의 경우, 난이도 변화에

따라 솔루션 문제 풀이의 피쳐와 게싱 문제 풀이의 피쳐의 차이가

크게 변동하거나(Number Matching) 교차한다(Number Train). [표

10]에서 짝찾기 게임(Number Train, Number Matching)의 경우

X축과 평행한 점선에 의해 솔루션 문제 풀이의 피쳐와 게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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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의 피쳐를 분리해낼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쳐를

기계학습 모델에 학습시켰을 때 게싱 행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별하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Number Train의 경우 높은 학습

난이도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게싱 행동 판별 모델은 낮은 학습

난이도에서는 게싱을 솔루션으로, 솔루션을 게싱으로 예측하는

오류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액션 피쳐를 통해 게싱 행동을

효과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게싱 문제

풀이의 피쳐와 솔루션 문제 풀이의 피쳐가 잘 분리되도록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9] 2가지 변수에 따른 액션 피쳐의 분포

그래프

Missing 

Number

Mango 

Shop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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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Train

Number 

Matching

6. 4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게싱 행동 판별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게임에서 게싱

행동 판별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 첫번째로, 액션

피쳐를 추출할 때 사용한 터치 모션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하였다.

이 방법은 문제풀이의 터치 모션 중 피쳐 값이 가장 작은 5개의

모션의 액션 피쳐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솔루션 행동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게싱 행동의 존재 여부가 두가지 유형의 문제 풀이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솔루션 행동보다는 게싱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판별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표 11]을 보면, [표 10]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Number Train과 Number Matching 두

게임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한 후에 솔루션 문제 풀이와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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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싱 문제 풀이 피쳐가 효과적으로 분리되는 분포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싱 행동의 액션 피쳐는 솔루션 행동보다 작은

수치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터치 모션 중

피쳐 값이 작은 모션만을 선별하여 사용할 경우, 선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게싱 행동 판별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것이다.

[표 10] 사용한 데이터 범위 조정 후 액션 피쳐의 분포

그래프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두번째  방안은 학습 난이도를 반영한 피쳐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습 난이도에 따라 게싱의 피쳐와 솔루션의 피쳐 간의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습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피쳐를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학습 난이도

평
균
액
션
피
쳐

솔루션 문제 풀이

게싱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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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후,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 범위에서 게임

레벨별 평균 정답률, 게임 레벨 정보.

실험 결과는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연구 가설 2-2에서는

연구 가설 2의 결과 가장 판별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인

그래디언트 부스팅 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성능 개선

방안을 적용했을 때,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판별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Missing Number 게임은 최대 AUC 값이

0.88에서 최대 0.90으로 향상되었으며, Mango Shop 게임은 최대

0.89로 높은 수치의 판별 성능이 유지되었다. 반면, Number Train 

게임은 0.69에서 0.74로, Number Matching 게임은 0.67에서

0.70으로 판별 성능이 개선되었다.  

[표 11] 성능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게싱 행동 판별기의 성능

Guessing 

detection models

(gbdt 사용)

Missing

Number

Mango

Shop

Number 

Train

Number 

Matching

AUC AUC AUC AUC

성능 개선 이전 (X) 0.88 0.89 0.69 0.67

성능 개선 이후

(O)
0.90 0.89 0.74 0.70

6.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의 문제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액션 피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액션 피쳐들은 교육용 게임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인터렉션을 활용하는 게임이 아니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는 게임이 아니라 탭(tap)하는 게임에서는

터치 모션 궤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액션 피쳐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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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게임을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얻은 액션 피쳐에 대한

인사이트는 마우스 커서 움직임이나 아이 트래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교육용 게임에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한계점은 현재 구현된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은 학습된

것과 동일한 게임 디자인에 대한 예측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게임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 좀 더 일반화 가능한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게임 디자인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 모델은 좀 더

일반화 가능한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디자인의 차이가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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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터치 모션 궤적을 통해 계산한 액션 피쳐를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에 해당하는 게싱 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학습

난이도의 변화가 게싱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의 예상대로 여러 가지 게임 디자인에서

게싱 행동을 취한 경우, 게싱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액션

피쳐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액션 피쳐는 교육용

게임에서의 문제적 행동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우리는 난이도 변화에 따라

액션 피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액션 피쳐가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경우 문제적 행동에 해당하는 게싱이 발생한 것이므로 난이도

조정이나 게싱 행동 감지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난이도 변화에 따라 게싱 행동과 액션 피쳐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학습 난이도가 게싱 행동 여부와

액션 피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게싱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 난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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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우리는 교육용 게임의 액션 피쳐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게싱 행동 감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학습 난이도가 모델에 끼치는

교란 효과(confounding effect)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액션

피쳐를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터치 모션 궤적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학습 난이도가 반영된 피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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