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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호작용적으로 학습의 도움을 주는 교육용 게임에서 변화하는 학습자의 지식과 학습목표를 파
악하여 처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분석적 평가와 학습계획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게 되는

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
하여 수집되는 정보를 적응적으로 분석하여 학습계획을 실시간으로 수립할 수 있는 베이지안 학습

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전자게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

칠 정도로 그 다양한 장르와 분배형식으로 파급되어, 

누구나 소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육용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교육적인 효과를 기

대하며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게임장르에서 교육

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2][3]. 이러한 배경에는 학습자 개개인

의 학습행동 차이를 게임환경에 반영시키는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4]. 학습자의 소유지식상태, 학습능력 

차이에 따라 게임에 임하는 행동패턴도 다르게 나타

나며, 학습자는 게임이 의도하는 교육 도메인의 습득

에 상관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낼 수

도 있고, 게임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을 학습적 관점에

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는 점에 있다

[2]. 그러나 게임속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

요한 핵심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

어 학습자 개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교육용 소프트웨

어에 반영하고자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용 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자모델의 프로토타입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간단한 휴리스틱스와 확률적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한 

Bayesian 모델로 게임세션중에 발생하는 학습자 행동

을 추적하고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 지식

의 진화과정을 인지하는 처리에 있어 활용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모델은 다른 관련 모델들[1][7]

과는 달리 게임전략과 학습문제해결 행위를 하나의 

학습자 모델에 결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

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먼저 게임과 학습 환

경을 기술하고, 이를 기초로 한 학습자 모델과 구성 

변수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2. 게임 환경 

 

여기서는 윷놀이를 수학의 사칙연산 학습에 

적용하는 학습적 게임환경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사칙연산의 난이도는 피연산자의 개수로 게임의 

난이도는 윷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의 수로 

정하고자 한다. 실제 상황과는 달리 윷을 던져 

나오는 결과를, 주어진 숫자로 표현식을 만든 후, 

그 결과값으로 대신하여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칙연산를 학습하게 한다. 또한 말의 

개수와 피연산자의 개수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게임의 레벨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표현식의 경우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3 개의 

피연산자를 반드시 한번만 사용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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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은 1 에서 5 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의 난이도에 따라 피연산자의 수를 4 개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게임전략은 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 개의 말만 주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말을 죽이는 

전략(bump), 지름길을 택하는 전략(shortcut), 

그리고 홈을 향하여 적과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하는 

전략(max_distance)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용한 말이 

2 개 이상인 경우는 좀더 복잡하여, 우군의 말에 

업히는 전략(riding)과 목적지에서 빠져나가는 

전략(clearing), 후퇴하는 전략(retreat)등이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윷판과 윷의 구조를 변경하여 더욱 

복잡한 전략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림 1. 게임보드. 원과 사각형으로 표식된 곳 은 우

군과 적군의 말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1 에서 사각형으로 표식된 위치가 학습자의위치

이며, 원으로 표식된 곳이 적군으로 가정하고, 임의

적으로 주어진 수를 (2,2,2)라고 하자. 만약 2+2/2

라는 표현식을 선택하면, 결과치가 3 이 되어 학습자

의 위치는 적군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어 최적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잡

고자 한다면 2-(2/2)라는 표현식을 써서 1 이 나오게 

하면 적의 말을 잡을 수 있어,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게임과

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게임과 수치연산 학습을 동시

에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논문

에서 가장 단순한 상황을 고려하여 말의 개수는 1 개

로 하고 피연산자는 3 개로 제한한다. 사용할 수 있

는 연산자는 기본적인 사칙연산자와 괄호로 제한한다.  

 

3. 학습자 모델 

  

학습자 모델은 학습자가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학습자

의 도메인 지식과 게임전략의 숙지 등을 분석하기 위

해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학습자에게 직접 질

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질문의 양이 

많아질 수 있으며, 학습자의 행동이 특정 지식이나 

게임전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 학습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고도의 불확

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1][7], 직접적인 상호작용

의 현상보다는 학습자 모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

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다.   

 

여기서 학습자모델은 Bayesian Network(BN)를 기반으

로 하여 학습자의 행동과 지식을 표현한다. BN 은 

directed acyclic graphs(dag)로 각 노드는 랜덤변수

를, arcs 는 이 변수간의 확률적 의존도를 나타낸다

[4]. 이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노드가 존재

한다.    

  

표현노드 Ex: 이 노드는 수치적 표현식의 습득 정도

를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사칙연산의 조합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노드는 두 상태 states(Mastered 와 

Unmastered)로 규정된다. 여기에 괄호 연산자를 포

함한다. 즉, Ex ∈ [MM, MD, MA, MS, DD, DA, DS, AA, 

AS, SS]로, where M, D, A, S 는 곱셈, 나눗셈, 덧

셈, 뺄셈을 각각 나타낸다. 예를 들면, MM 노드는 

수치표현식을 구성함에 있어 두 개의 곱셈 연산자만

을 사용하여 얻어진 학습자의 숙지정도를 확률값으

로 표현하게 된다.  

 

괄호 노드 Paren: 이 노드는 학습자들의 괄호숙지 

정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변수로 Mastered 와

Unmastered, 두 상태를 갖는다.  

 

최적 움직임 노드 OptMove: 이 노드는 게임에 있어 

최적의 말위치를 선택한 경우 활성화되는 노드로서 

이 모델에서 최상위 노드가 된다.  

 

전략노드 Bump, Shortcut, MaxDist: 이 노드는게임

을 이기기 위한 전략의 숙지정도를 나타내는 노드로

서 표현노드의 상위노드가 된다.  

클릭노드 Click: 이 노드는 Correct 와 Wrong 상태를 

가지며, 학습자가 선택한 말의 위치 혹은 표현식 결

과값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지원노드  Hint, Help : 이 노드는 학습자의 자발적

인 도움요청이나 시스템의 선행동적 힌트와 관련되

는 변수로서, Yes 와 No 의 변수값을 갖는다. 일반적

으로 도움을 받은 학습자는 관련 수식표현식에 지식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노드의 조건확률값

이 변경된다.  

 

 
그림 2. 학습자 모델 

 

이러한 노드를 가진 학습자모델은 그림 2 에서 보이

는 그래프 구조를 갖게 된다.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

는 노드간의 아크는 확률적 의존성을 표시하고 있다. 

주어진 피연산자로 표현식을 만들어 최적의 게임상

황을 이끌어간다면, 특정 표현식에 대한 숙련정도가 

게임의 전략적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게임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숙달함 정도는 표

현식의 이해정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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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 게임 규칙의 숙지정도가 수치표현식의 

숙지정도를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각 노드의 조건확률테이블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CPT)은 위와 같은 가정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

었다. 한 노드가 여러 부모 노드를 가지는 경우는 다

음과 같은 식에 의해 자식노드의 테이블 엔티티를 정

의한다[7].  

 

P(X=Mastered)= p-{(p-(1-p)/n}*m 
 

여기서 n 은 부모노드의 개수이며, m 은 부모노드가 

Unmastered 상태인 부모노드의 개수가 된다. 이 식에

서 p 값은 노드가 Mastered 상태에서의 최고 확률값

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 학습자 모델은 게임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

자의 지식구조의 변화, 게임과 표현식의 난이도가 높

짐에 따라 전체적이 구조가 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는 Dynamic Bayesian Networks (DBN)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모델의 장점은 간접적 추론의 대상이 변

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선험적 지식을 반영하

기 용이하며, 다차원의 입출력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다는 점에 있다[5]. DBN 은 변수들을 시간축으로 추

적함으로써 각 시간조각별로 변수를 복사하여 저장한

다[6]. 그러나 모든 시간대별로 관련 변수를 dag 로 

유지하는 것은 게임과 같은 실시간 환경하에서는 실

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를 표상하는 두 

개의 시간조각에 속한 변수만을 저장하여 활용하게 

된다. 

 
그림 3: DBN 의 사례.  

 

다시 말하면, 시간 t 에서 각 루트 노드의  prior 

probability 는 t+1 에서 posterior probability 로 

설정된다. 학습자의 지식을 나타내는 일반노드 C 와 

관련된 true 상태의 행위가 발생하고, 이 행위가 노

드 M 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노드 M 의 CBT 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  

 

P(M=T|C=T, O1=F, O2=F) = P(O1=F, O2=F| M=T) +d, 
P(M=T|C=T, O1=F, O2=T) = P(O1=F, O2=T| M=T) +d, 
P(M=T|C=T, O1=T, O2=F) = P(O1=T, O2=F| M=T) +d, 
P(M=T|C=T, O1=T, O2=T) = P(O1=T, O2=T| M=T) +d 
  

여기서 d 는 C 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로 행위

상태에 따라 양수 혹은 음수값이 될 수 있다. M 이 

수치표현식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노드 Ex 라면 증

가가중치 dm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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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m 은 노드 M 의 확률값이고, pi 는 i 는 표현

식에 사용된 연산자 조합 M 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

치로의 발생확률값이 된다. 다른 노드의 가중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이 가중치는 실험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식노드 M 은 활성화되지 않는

다면 서서히 망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

서는 S-shaped membership 함수를 활용하여 망각 가

중치를 결정한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α 는 이 함수의 기울기 정도를 결정하며, x 

값의 범위는 0 에서 s 까지 스케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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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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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케일링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sFMPf =⋅=β , 

 

여기서 s 는 scale factor 가 된다. 결과적으로 노드 

M 은 다음과 같이 망각된다고 볼 수 있다.  

 

If  P(M=F|OM=T) > θ ,  

then P(·|M=F) = P(·|M=F) + β d, 

 
θ  는 주어진 임계치로 망각이 일어나는 시점을 결

정하며, 또한 도움말을 제공하는 시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4. 지원노드 

 

힌트와 도움과 같은 지원노드가 활성되었다면, 관련 

노드의 CBT 는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도움

의 경우 학습자가 특정 전략이나 연산지식을 활용하

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로써, 도움을 받은 후 적절한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 지식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드 M 의 CBT 는 다음과 같이 변

경된다.  

 

P(M|Mastered=T, Help)= P(M|Mastered=T)+ e, 

 

여기서 e 는 도움말 학습가중치로 Help 의 결과에 따

라 양수나 음수가 될 수 있다.  

 

힌트는 시스템에서 선행동적으로 발생시키는 도움창

으로 학습자의 학습패턴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야 하

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힌트 이벤트를 활

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최적의 

말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루트노드와의 조

건확률의 변화를 추적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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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힌트 제시를 위한 잠재적 위치  

 

그림 4 는 아래에서 언급할 시뮬레이션 동안 

P(OptimalMove=T)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힌트 노

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를 간접적으로 표시한다.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나 여기서는 힌트발생 시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게임세션 t 동안에 P(OptimalMove=T) < g 가 될 때, 

가장 최근에 활성화된 빈도수가 가장 크고, 

posterior 확률값이 가장 낮은 노드와 관련된 지식이 

힌트의 내용이 된다. 여기서 임계치 g 는 t 동안에 

발생한 P(OptimalMove=T)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간섭이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확률값을 낮게 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뮬레이션 

 

이 학습자모델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가지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이 모델이 

변수의 확률값이 변화함에 따라 전체적 추론값이 일

관성있게 유지되느냐를 목표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200 세션을 실시하여 게임환경을 임의적으로 설정하

였다. 게임과 관련된 랜덤변수값은 학습자가 점진적

으로 학습이 향상된다는 방향으로 고정하였다. 그 외

에 변수 업데이트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d=0.01, 

θ =0.05, α =1.0, s=20 으로 설정한 결과 그림 5 와 

그림 6 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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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PTs, P(Paren=T|OM=T), P(Bump=T|OM=T), 

P(MD=T|OM=T)의 변화   

 

이 결과는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중의 하나이므로 전

체적인 실험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으나 변수와 파라미

터의 설정에 따라 학습자모델이 논리성을 갖고 작동

함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최적의 말의 움직임을 숙지한다면, 그에 따라 관련 

연산자를 활용하는 지식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앞으로의 과제 

 

이 논문에서 보여준 학습자모델은 프로토타입에 불

과하며 보완할 내용이 많다. 먼저, DBN 에 있어 게임

의 난이도와 학습내용의 난이도에 따른 모델의 변화

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랜덤변수의 설정도 대단히 인위적이어서 전반적인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망각모델에 있어, 활성화된 노드만을 고려한 것

은  제한적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

제적으로 구현하여 실제 플레이어를 통한 시스템의 

성능분석이 빠져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연구논문

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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