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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학업에서 중요한 행동이며 높은 학업 참여는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업 참여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구분된다. 행동적 

참여는 학생들이 실제 학습활동과 과제 수행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로 정의한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영상 분석을 이용한 양방향 Convolutional LSTM 모델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 상에서 학습활동 중 

하나인 손들기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으로 학습활동 중 하나인 손들기 행동의 인식 

정확도는 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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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학업에서 중요한 행동이다. 이러한 

학업 참여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학습활동과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즉, 높은 학업 

참여는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1].

학업 참여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크게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동적 참여는 학생들이 실제 

학습활동과 과제 수행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2].

그러나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의 행동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 학생의 행동적 참여를 분석한 연구로 행동로

그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행동을 예측하

는 연구와 사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시간대별 시선 응시 여부와 

응시 시간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몰입도를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한 

연구 등이 있다[3, 4].

딥러닝을 기반으로 행동을 인식하여 행동적 참여를 분석하는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LSTM 모델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 상에서 학습활동 행동 중 하나인 ‘손들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LSTM-Based Raising Hand Detection Method

1. Recognition Model based on LSTM

Fig. 1.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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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파이썬 Pytorch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세트로는 NTU RGB+D 데이터세

트에서 손들기 행동과 유사한 A38 경례 클래스의 103개 동영상과 

손을 들지 않은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A8 앉기, A9 일어서기 클래스 

등에서 손을 들지 않는 동영상 118개를 선정하였다. 총 221개의 

동영상을 훈련데이터 80%, 검증데이터 20%로 비율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 동영상을 프레임(Frame) 단위로 나누어 시간의 순서대로 

만들었다. 손들기는 ‘1’, 들지 않은 행동은 ‘2’로 별도의 텍스트 파일을 

통해 분류했다.

학습 모델은 LSTM 모델에 합성곱 연산을 포함시킨 Convolutional 

LSTM 모델로 3차원 텐서(Tensor)를 학습하여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단방향 LSTM 대신 시간의 

순방향과 역방향을 학습할 수 있는 양방향 LSTM을 적용하였다[5]. 

활성화 함수로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산이 쉽고 훈련이 빠른 

ReLu 함수를 사용하였다.

2. Prediction Result

Fig. 2. Learning Curve

훈련 횟수는 60회로 지정하였고 해당 방법으로 손들기 행동을 

88% 정확도로 인식하였다.

III.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LSTM 모델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 상에서 학습활

동 중 하나인 ‘손들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양방향 

Convolutional LSTM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손들기 행동을 88% 

정확도로 인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반의 학습활동 인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온라인 수업 속 학습활동을 

인식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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