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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학습 환경이 점차 확대되

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선 교수자가 학습 중에 학습

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어 학습자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모

바일 디바이스용 학습 보조 애플리케이션이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집중력을 객

관적인 척도로 측정해주는 기능은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형태로 구현된 바 없다. 대부분의 학습 보조 애

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학습하는 동안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의 알림을 해제하고 사용 못하도록 잠그

거나, 학습 계획을 관리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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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습 성취도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외에는 사용자의 집중 정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없어 집중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진다.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침습적 방법

과 비침습적 방법이 있다. 침습적인 방법은 수술을 

필요로 하여, 일반적으로 환자나 동물 실험에서 사용

하며 두개골 속에서 뇌의 신호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으로 신호 대 잡음 비율(Signal-to-Noise Ratio; SNR)

이 높은 신호측정이 가능하다. 반면 비침습적인 방법

은 수술을 하지 않고 머리 밖에서 뇌의 신호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편리하고 위험성이 적어[3] 일

상 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적

절하다. 기존의 집중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

표로는 비침습적인 뇌 활동 및 기능 측정 방식인 뇌

파(Electroencephalogram; EEG)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이 대표적이다 [4-5]. 또한 최근에는 휴대성을 높이

고 뇌 활동을 혈류 내 산소 포화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fNIRS)이 각광을 받고 있

다[6]. fNIRS는 EEG에 비해 비교적 장비의 시간 해

상도가 떨어지고, fMRI에 비해 공간 해상도가 낮다

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개발된 무선 헤드셋 타입의 

경우 휴대성이 매우 높아 일상에서의 뇌 기능을 확인

하기 위한 인지 실험에 활용 여지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7].

fNIR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집중 정도를 판별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으나, 유사하게 인지 부하 

정도를 fNIRS를 이용하여 분류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8]. 이 연구에서는 인지 부하 실험으로 n-back

task를 수행하는 동안 fNIRS로 측정한 산소화된 헤

모글로빈 농도에 대해 간단한 선형 판별 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을 하였는데, task 시작 

10초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휴식 상태와 작업 

상태를 81%의 성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연

구는 3가지 난이도에 대해서 인지 부하 정도의 분류

를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의 집중 정도를 fNIRS를 

통해 정량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근본적인 목적

에서부터 차별점이 있다. 또 다른 유사 연구로 fNIRS

와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제안된 바 있다[9]. 이 연구에서는 곱셈의 난이도에 

따른 휴식 상태와 작업 상태 분류를 fNIRS로 시도하

였는데, 낮은 난이도에서는 53%로 휴식 상태와 문제

를 푸는 상태의 구별이 힘들지만, 높은 난이도에서는 

69%로, 비교적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음을 밝혀냈

다. 따라서, 연산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휴식 상태

와 작업 상태 간 사용자의 인지 부하 정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이를 fNIRS로 측정하여 분류가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사용자의 집중 

정도를 정량화하지는 않았으므로 본 연구와는 차이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인지 태스크를 

제시하고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한 fNIRS 신

호를 통하여 집중력이 발휘되는 동안의 뇌 전전두엽 

혈류 내 산소포화도를 관찰하고, 사용자의 집중 정도

를 정량화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집중력이 높을수록 이후에 진행되는 시각 자극

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각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측정된 fNIRS 신호로 집중력 정도를 정량화하고, 응

답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 문제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자는 정량화된 집중 점수를 통해 본인의 

학습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개개인에

게 맞는 학습법을 제안하는 등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실험 방법

을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 

설계 방법과 취득된 데이터의 전처리 및 분석 기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 실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집중

력 측정을 위한 정량화 규칙을 제안하고 검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집중력 측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들을 서술하고, 사용성 

평가 결과를 서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집중을 요구하는 인지 태

스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각적 질의응답(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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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swering, VQA)[10]은 시각 자료를 일

정 시간 동안 제시한 후, 그 시각 자료와 관련된 질문

을 제시하는 태스크이다. VQA는 직전에 본 이미지

를 기억해내며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하므로 

집중력과 관련된 인지 실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질문 없이 이미지를 응시하

는 session1과, 이미지를 응시한 후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session2로 구성되었다. ses-

sion1과 session2에 사용된 질문은 VQA의 demo 이

미지와 질문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동일한 순서

로 유사한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피험자들은 먼저 실

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baseline 측정을 

위해 검정 화면에 안내 문구가 적힌 화면을 33초 동

안 응시 하였고, 이후 5초 동안 15개의 이미지를 응시

하는 session1을 수행한 후 30초의 rest를 수행하였

다. 마지막으로 15장의 이미지를 5초간 응시하고 5초

간 해당 이미지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푸는 session2

를 수행하면, 30초의 rest 이후 실험이 끝나게 된다.

실험에는 총 15명의 건강한 피실험자가 참여하였

는데 4명의 연구대상자가 실험 중 과도한 움직임으

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험자는 

20~25세의 여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 전 

피실험자들에게 실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전달하

였고 임상 시험 사전 동의서를 통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험자

들은 실험 중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시 바로 

연구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받았으며 모든 실험 절

차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SMWU-1910-HR-097-02).

2.2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먼저 사용자의 fNIRS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장

비로서 OBELAB사의 Portable fNIRS Device인 

NIRSIT (OBELAB,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NIRSIT은 765 nm와 865 nm의 두 파장을 사용하여 

HbO와 HbR의 농도 변화를 출력한다. Detector와 

source의 거리는 3 cm이며, 신호는 8.138Hz로 샘플

링되었다. 데이터는 11명의 피험자로부터 실험의 

session2 전체 150초 구간 동안 fNIRS 신호를 측정하

여 얻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는 Fig. 1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전두엽 영역의 활성화 

정도를 대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호 취득이 용이

한 영역으로 Fig. 2에서와 같이 48개의 채널 중 전전

두엽의 가운데 영역인 17∼32번 채널을 선택하었다.

16개의 채널은 인접한 4개의 채널끼리 서브 영역으

로 묶어 총 4개의 영역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Fig. 2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채널 17, 18, 21, 22를 

R1, 19, 20, 23, 24를 R2, 25, 26, 29, 30을 R3, 27, 28,

31, 32를 R4로 명명하였다.

fNIRS로 취득된 두 파장에 따른 빛의 흡광도에 

MBLL(Modified Beer-Lambert Law)을 적용하여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로 변환

하였다[12]. 저역 통과 필터(tau=0.1)를 사용하여 데

이터 측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였다

[13]. 이후 moving average(window size=10)를 통해 

한 번 더 잡음을 제거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네 

개의 채널들의 농도값으로 평균을 구하여 각 영역의 

대푯값으로 삼았다.

또한 fNIRS 신호가 측정된 session2의 전체 150초 

구간 중 초반의 25초 구간만을 분류에 사용하였다.

이는 정답률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농도 변화를 

시각화해보았을 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session2

시작 직후 25초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류에 사용하는 fNIRS 신호는 구간 전체를 사용하

기 보다는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 구

간을 찾아내기 위하여 25초 전체의 데이터를 10초 

구간으로 나누었다[14]. 그 결과, 각 피험자의 데이터

에서 10초 구간의 데이터가 4개씩 생성되었다(i.e.,

[0,10], [5,15], [10,20], [15,25]). 10초 window의 농도

값의 변화 데이터에서 신호 기울기(slope), 신호 평균

(mean), 신호 분산(var), 피크의 합(pk_sum), 피크의 

수(pk_num), 피크의 평균(pk_mean), 신호 첨도(skew),

신호 편포도(kurtosis) 등 여덟 가지 시간 영역 특성

을 추출하여 분류에 사용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slope, peak(pk_sum, pk_num, pk_mean),

skew, kurtosis는 python scipy의 curve_fit, find_

Fig. 1. Pre-process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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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s, skew, kurtosis 함수를 사용하였고, mean과 

variance는 python numpy의 mean과 var 함수를 사

용하여 계산되었다.

추출된 특징 값들은 아래의 수식(1)을 통해 0-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 되었다.

′ max  min
  min

(1)

여기서 는 각 특징의 값이고, ′는 0과 1 사이로 

스케일된 값들이다. max는 가장 큰 값, min는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한다.

3. 데이터 분석

3.1 사용자 그룹 분류

본 연구에서는 session2의 정답률과 집중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 11명의 평균 정답률은 0.88로, 평균 

정답률보다 정답률이 높은 6명과 평균 정답률보다 

정답률이 낮은 5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두 그룹을 연구 가설에 따라 fNIRS 신호 특징으

로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Fig. 3의 x축은 시간(초)을 나타내고, y축은 

농도를 나타낸다. 파란색 선은 정답률이 높은 그룹의 

평균 농도를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정답률이 낮은 

그룹의 평균 농도를 나타낸다. 하이라이트 된 첫 구

간은 실험에서 session1을, 두 번째 구간은 session2

를 나타낸다. 정답률이 높은 그룹은 문제 풀이가 없

는 session1에서부터 시각 자극에 대한 옥시헤모글

로빈 농도 변화가 정답률이 낮은 그룹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ession2가 진행되면서 두 

그룹간 농도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개의 시간 구간마다 여덟 개의 시간 영역 특징

을 추출하였고, 각 구간마다 특징 조합을 늘려가면서 

분류성능을 비교해보았다. 분류기는 fNIRS-BCI 연

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인 LDA를 사

용하였다. 많은 fNIRS 연구에서 BCI에 대한 LDA의 

사용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분류 정확도에서

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SVM이나 ANN에 비해 

계산 비용이 낮다[13]. 따라서 4-fold 교차검증을 통

해 얻은 평균 성능을 Table 2에 시간 구간과 특징 

개수에 따른 LDA 분류 정확도를 정리하였다. 각 시

간 구간별로 특징 1개부터 4개까지의 조합 중 상위 

Fig. 2. NIRSIT channels.

Table 1. Extracted signal features and calculation tools.

Feature Calculation tools (method)

slope scipy (curve_fit)

mean numpy (mean)

var numpy (var)

pk_sum scipy (find_peaks)

pk_num scipy (find_peaks)

pk_mean scipy (find_peaks)

skew scipy (skew)

kurtosis scipy (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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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에 해당하는 조합 5가지를 보여준다. Ses-

sion2의 5∼15초 구간([5,15])에서 var, pk_mean,

skew의 특징 조합과 var, pk_sum, skew의 조합, var,

pk_mean, pk_sum, skew의 조합이 93.75%의 정확도

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15∼25초 구간에서는 

mean, pk_mean, pk_sum, skew의 조합은 91.67%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2를 통해 4가지 구간

(i.e., [0,10], [5,15], [10,20], [15,25]) 중 [5,15]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 대체로 높은 정확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2 정량화 규칙 설계

3.1의 결과를 토대로 의미있는 혈류 내  농도 

변화를 [5,15] 구간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고, 이 구간동안 측정된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중력 정량화 규칙을 설

계하였다. 기 선택한 전전두엽 중앙 부분의 4개의 영

역에 대한 특징들의 조합으로 정답률과의 상관관계

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화 규칙을 설계하기 위해 lin-

ear regress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linear re-

gression은 python sklearn의 Linear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4개의 영역과 8개의 특징, 총 32개의 속

성에 대하여 선형 모델을 피팅하여 타겟에 해당하는 

정답율과 선형 근사에 의해 예측된 값과의 잔차 제곱

합을 최소화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것

을 감안하여 계산 효율을 위하여 상관계수가 높은 

속성들만을 남기고 최종 정량화 수식 (2)을 세웠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속성인 은 R3의 kurt, 는 R2

의 skew, 은 R4의 skew를 의미한다. 의 가중치

는 0.1357, 의 가중치는 -0.1755, 의 가중치 값은 

-0.3079, 절편은 1.0367로 나타났다.

     

      
 and   

(2)

Fig. 3. Concentration graphs for each region, R1, R2, R3, and R4 from the top to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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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4.1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도는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어온 raw data를 MBLL,

LPF, Moving Average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처리

한다. 이후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신호를 추출하여 주

기마다 5∼15초 구간의 Skewness와 kurtosis를 계

산하여 정량화 수식에 적용한다. 각 특징값을 사용한 

정량화된 집중 점수는 최종적으로 안드로이드 애플

리케이션에서 레포트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 NIRSIT과 통

신하여 전전두엽의 혈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학

습을 시작하기 전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타이머를 눌

러 학습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실시간 뇌 혈류 

변화 데이터를 측정한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통해 

사용자는 집중 점수를 몇 분마다 산출할지를 의미하

는 집중 점수 측정 주기를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

Table 2. Summary of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ver time window and feature combinations.

Time
Window　

1-feature 2-feature combination 3-feature combination 4-feature combination

feature mean feature mean feature mean feature mean

[0,10]

mean 75.00 mean,skew 87.50 mean,pk_mean,kurt 87.50
mean,pk_mean,pk_

sum,kurt
87.50

kurt 68.75 mean,kurt 87.50 mean,pk_sum,kurt 87.50 mean,pk_sum,skew,kurt 87.50

pk_mean 66.67 pk_mean,kurt 87.50 mean,skew,kurt 87.50
pk_mean,pk_sum,
skew,kurt

87.50

var 56.25 pk_sum,kurt 81.25
pk_mean,pk_
sum,kurt

87.50
pk_num,pk_sum,
skew,kurt

79.17

slope 54.17 pk_mean,skew 79.17
pk_mean,skew,

kurt
87.50 mean,var,pk_mean,kurt 75.00

[5,15]

pk_mean 87.50 pk_mean,skew 85.42
var,pk_mean,
skew

93.75
var,pk_mean,pk_
sum,skew

93.75

skew 81.25 pk_num,pk_sum 79.17 var,pk_sum,skew 93.75 mean,var,pk_mean,skew 81.25

pk_num 77.08 skew,kurt 75.00 mean,var,skew 81.25 mean,var,pk_sum,skew 81.25

mean 60.42 pk_mean,pk_num 68.75 var,pk_num,skew 75.00 mean,var,pk_num,skew 77.08

var 56.25 slope,skew 66.67 slope,mean,pk_sum 68.75 var,pk_mean,pk_num,skew 77.08

[10,20]

pk_num 60.42 var,kurt 75.00 mean,var,kurt 75.00 slope,mean,var,skew 62.50

pk_sum 60.42 pk_num,pk_sum 70.83 var,pk_mean,kurt 75.00 slope,mean,var,kurt 62.50

mean 54.17 mean,pk_sum 68.75 var,skew,kurt 75.00
slope,mean,pk_mean,

pk_sum
54.17

skew 52.08 slope,kurt 66.67 slope,var,skew 62.50 slope,mean,pk_num,skew 47.92

pk_mean 47.92 pk_mean,kurt 66.67 slope,var,kurt 62.50 slope,mean,pk_mean,skew 45.83

[15,25]

skew 79.17 pk_mean,kurt 87.50
pk_mean,pk_
sum,kurt

87.50
mean,pk_mean,pk_
sum,skew

91.67

pk_mean 75.00 pk_sum,kurt 87.50
mean,pk_mean,

skew
85.42

mean,pk_mean,pk_
sum,kurt

75.00

mean 62.50 mean,skew 79.17 slope,skew,kurt 79.17 slope,mean,var,pk_num 72.92

pk_sum 62.50 pk_num,skew 79.17 mean,var,pk_num 79.17 slope,var,pk_mean,pk_num 72.92

pk_num 60.42
pk_mean,
pk_sum

66.67
var,pk_mean,pk_

num
79.17 slope,var,pk_num,pk_sum 72.92

Fig. 4.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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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때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를 바탕으로 정량화 

규칙에 따른 집중 점수가 계산된다.

4.2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학습이 끝난 후, 결과 화면에서 Fig. 5(a)

에서 보이는 것처럼 뇌 혈류 변화 기반의 집중 레포

트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레포트별로 타이머로 측정

된 전체 학습 시간, 사용자가 지정했던 집중 측정 주

기, 집중 점수 정보가 제공된다. Fig. 5(b)에서 나타나

는 세부 레포트 페이지에서는 해당 학습에 대한 전체 

학습 시간, 최고 집중 구간, 최저 집중 구간 및 시간에 

따른 집중 점수 그래프 등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세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집중 점

수 그래프는 집중 측정 주기를 바탕으로 전체 구간을 

나누어 각 부분별로 계산된 집중 점수 변화를 나타내

는데 점수가 가장 높았던 구간이 최고 집중 구간이

고, 점수가 가장 높았던 구간이 최저 집중 구간이 된

다. 집중 점수는 모든 구간에서의 집중 점수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본인의 집중 정

도 및 학습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4.2 사용성 평가

본 실험이 끝난 후 모든 피실험자에게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사용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조사는 

공통 문항과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학습성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에

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성 평가에 사용되는 문항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15-17]. 사용자는 문항마다 1

부터 5까지의 점수로 응답하였으며, *표시는 점수가 

(a) (b)

Fig. 5. Application user interface: (a) report summary 

screen and (b) detailed report screen.

Table 3. Usability evaluation questionnaire.

Question Score

Common question

1 I think I will use this app often.. 3.57

2* I think this app unnecessarily complicated. 1.71

3 I think this app is easy to use. 4.07

4 I think I need help (explanation) in order to use this application. 3.86

5 I think various functions are well integrated into this application. 3.21

6 I think many people will easily learn how to use this app. 4.21

7* I think handling this app is complicated and cumbersome. 1.64

8 I think this app is reliable. 3.86

Usefulness
1 Is the process of measuring concentration convenient? 3.71

2 Has this application helped me in many ways? 3.64

Usability

1 Is the overall screen composition comfortable to see? 4.57

2 Are the functions well divided between screens? 4.00

3 Can you quickly and easily check reports on learning? 4.00

Attractiveness
1 Do you like the visual feel of this application? 4.36

2 Is this application’s design attractive? 4.14

Learnability

1 Is it easy to learn how to learn this app? 4.14

2* Did it take a lot of time to learn how to use this app? 1.71

3 Can you easily use it without help when using it again?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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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사용성이 높은 문항임을 의미한다.

사용성 조사의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사용

성 1번 문항인 ‘Is the overall screen composition

comfortable to see?’와 사용성 3번 문항인 ‘Can you

quickly and easily check reports on learning?’ 문항

에서 피험자들이 대부분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면서 

각각 4.57과 4.0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피험자들은 fNIRS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대학

생들로 구성되어 어떻게 fNIRS 장비를 착용하는지,

어떻게 집중 점수가 산출되는지에 대해 익힐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성 1번 문항인 ‘Is it easy to learn

how to learn this app?’과 3번 문항인 ‘Can you easi-

ly use it without help when using it again?’의 점수

는 각각 4.14와 4.50으로 피험자 대부분이 ‘매우 그렇

다’를 선택했다. 또한, 공통 문항 3번 문항인 ‘I think

this app is easy to use.’와 6번 문항인 ‘I think many

people will easily learn how to use this app.’을 통해 

일반인이 애플리케이션의 원리와 사용 방법을 배우

기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

추해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학습을 하면서 집중 정도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학습 보조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기존 학습보조 애플리케이

션은 학습 중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도록 돕거나 공부 

계획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은 갖추었지만,

사용자의 집중력을 측정하여 학습에 얼마나 집중하

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순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집중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학습자가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비침습적인 뇌 신호 측정 방법인 

fNIRS를 이용하여 뇌 전두엽 영역의 산소 포화도를 

관찰 및 분석하였다. 11명을 대상으로 인지 실험인 

VQA를 수행한 후 정답률과 집중 정도 간에 상관관

계가 있다는 가정에 따라 뇌 혈류 변화 데이터에서 

정답률을 기반으로 정답률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으로 LDA기반의 분류를 수행한 결과, task 시작 직

후 [5,15]초 구간에서 두 그룹이 가장 잘 분류됨을 

알아냈다. 해당 구간에서 4개의 영역의 신호 특징들

의 조합을 이용하여 집중 정도를 산출해낼 수 있는 

linear regression기반의 정량화 규칙을 만들어 집중 

정도를 점수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레

포트 형식으로 전체 학습 시간, 사용자가 직접 지정

한 집중 측정 주기, 집중 점수 등의 정보와 최고 집중 

구간, 최저 집중 구간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

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총 11명의 피험자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

만 후속 연구에서 실험 인원을 보강하여 집중도 모니

터링의 결과를 확인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개선시키

고자 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본인의 학습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학

습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교육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될 경우, 수업 방향 조정 

등의 대중적인 활용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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