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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펜데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비대면 수업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강좌는 대면 강좌와는 다르게 강의자가 수강자의 수업 상태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강좌 수강 

태도에 대하여 수강자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실

시간 화상 강의 수강자의 참여도 추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화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장

비를 이용하여 수강자의 얼굴, 동공 및 사용자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이를 강의자에게 여러 카테고리 

형태로 수업 참여도 측정값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강의자가 수업 시 수강자들의 수업 참여 여부와 수업 평

가 및 향후 수업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비대면(Untact), 실시간(Real-Time), 온라인수업(Onlin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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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펜데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교육부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팬데믹 이전

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대면 강좌 수는 598,813개, 비대면 강좌 

수는 5,606개로 전체 수업 중 약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e-대학저널 조사에 의하면 국내대학 전면 비대면 강좌 현황은 

43.4%, 블렌디드 강좌 현황은 20.8%로 전체 강좌의 약 64.2%가 

비대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강좌의 

경우 수업방법으로는 실시간 화상 강의가 31.5%, 사전 녹화 동영상 

강의가 44.8%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비대면 강좌는 방역 효과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수강자들의 

학습정보 및 수업 내용 등의 이력을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어 수업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1]. 하지만 비대면 수업 시 

문제점으로 고려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수자가 학생들의 

실시간 수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강의를 듣는 

수강자들의 수업 중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 

특성상 대면 수업에 비하여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수강자들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2]에서는 교육분야에서 비대면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VR, AR, 

MR을 통해 교육 및 학습 효과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이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며 VR-Sickness와 같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대면 강의에서의 수강자가 

강의에 집중하고 듣고 있을 때 교수자를 응시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계하였다. 즉, 비대면 실시간 강의에서도 수강자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 카메라와 모니터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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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전제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집중력 측정 

시스템의 전체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Fig. 1. Conceptual Diagram

측정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얼굴 방향을 측정하는 기능, 

동공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분류된다. 얼굴 방향을 측정하는 

기능은 Teachable Machine을 사용,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 

좌측, 우측, 위, 아래 총 5가지의 방향 모션 이미지를 통해 얼굴 

방향 측정 모델을 만든다. 이후 완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 대상자가 

현재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을 수행하며 

각 방향에 대한 수치를 0 ~ 1.0의 값으로 측정한다. 동공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은 오픈소스인 Jeeliz를 사용, 실시간으로 동공의 위치를 

추적해 x, y 좌표축으로 전달받는다. 전달받은 x, y 좌표축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값을 좌측(0 ~ 0.33), 정면(0.34 ~ 0.66), 우측(0.67 

~ 1.0) 3가지 기준으로 방향을 정의한다.

설명한 2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3]을 참고하여 

표 1.에 4가지 사항을 가정,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측정 항목과 표 

2.의 측정 값 기준을 정의한다.

유형 조건

a1 얼굴과 동공의 화면 응시 방향이 다른 경우

a2 얼굴이 화면 밑을 응시하는 경우

a3 눈이 감겨 있는 경우

a4 측정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

Table 1. 측정 유형

유형 Face Pupil Sec

a1

(좌측) 0 ~ 0.6 0.34 ~1.0

1(정면) 0 ~ 0.6
0 ~ 0.33, 

0.67 ~ 1.0

(우측) 0 ~ 0.6 0 ~ 0.66

a2 (밑) 0.6 ~ 1.0 0 1

a3 . 0 ~ 0.1 3

a4 0 0 3

Table 2. 측정 유형 값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측정되는 경우 이를 강의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전달을 수행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집중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수업에서 강의자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학생의 수업 참여 확인, 강의 태도 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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