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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러닝 (e-learning) 산업은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사항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교육 활동을 의

미하는데, 미국은 2010년 국가교육기술계획(Natio-

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NETP)을 통해 도

입되어 실리콘 밸리 뿐 아니라 LA, 뉴욕 등지에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영국에서는 BECTA

(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

nology Agency)를 중심으로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민간 산업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해체되어 현

재는 민간과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러닝을 지원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2015년 기준 약 25조원 시

장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국내 이러

닝 시장은 매해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 기준 3조 

5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1].

최근 이러닝은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인 에듀 테크

로 불리기도 하는데, 단순한 온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증강현

실 (Augmented Reality, AR), 및 미디어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학습자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

키고 있다. 이와 같은 에듀테크 산업의 영향으로 인

해 최근 개인 맞춤화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를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야 한다. 하지만 국내 교육시장에서는 이러닝 등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 보다는 학습지, 시험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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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아날로그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아날로그 학습을 유지

하면서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학습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2,

3].

문제 출제 및 답안 인식이 모두 스마트폰 앱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적용하기에 시기상조이다. 반면에 OMR 카드 리더

기를 통한 답안 인식은 인식 정확도가 높고 가장 많

이 보급되고 방법이지만 고가의 전용 OMR 리더기

가 개인에게 보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태블릿 혹은 PC를 활용한 

문제 풀이 보다는 답안지에 마킹하는 것이 보편적이

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가 마킹한 OMR (optical mark reader) 카드를 자동

으로 인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장치가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 본인이 작성한 OMR

카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자동으

로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제안한 

OMR 자동 인식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OMR 카드의 

QR (quick response)코드를 인식하여 답안 영역을 

인식하고, 왜곡되게 촬영되었을 수 있는 영상을 보정

하기 위하여 투영 변환 (perspective transform)을 활

용하여 답안 영상을 획득한다[4,5]. 본 논문은 2장에

서 QR 코드 기반의 답안 인식 알고리즘, 3장에서 QR

코드 인식 및 투영 변환을 활용한 제안한 답안 인식 

알고리즘, 4장에서 실험 결과 및 고찰, 5장에서 결론

을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QR 코드 기반의 답안 인식 알고리즘 

카메라 촬영을 통해 답안지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는 답안지가 휘거나 구겨지는 등의 이유로 인식 영역

이 변형되어 촬영될 수 있고, 촬영 당시 렌즈 및 조명 

상태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왜곡된 영상이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답안지의 카메라 인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답안지 양식이 필요한데, 여러 문항을 한꺼번

에 인식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문항

의 수를 최소화하고 별도의 인식 용지 없이 문항 하

단에 마킹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배치함으로써 

학습과 인식을 통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와 같이 단문항 인식 방법에서는 인식 속도 문

제가 야기되어 답안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마커의 

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Fig. 1에서 같은 

QR 코드를 마커로 이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즉 

QR 코드를 영역의 좌측에 배치하여 이를 통해 전체 

영역을 계산할 수 있고, 마커의 우측에 답안을 마킹

할 수 있는 영역을 두어 이 영역에 마킹된 정보를 

인식한다. 각 문항의 아래 부분에 이와 같은 답안 형

식을 배치함으로써 학습자는 문제를 풀면서 답안을 

바로 마킹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자동 인

식하게 된다.

QR 코드는 1994년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

타에서 물류용으로 처음 고안된 이후 텍스트, 음악,

이미지, 소프트웨어, 연락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인

코딩하는 용도로 확장되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

라를 통한 인식으로 인해 대중화되었다. 바코드는 숫

자만 입력 가능했지만, QR 코드에서는 숫자 뿐 아니

라 문자까지 입력되는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QR 코드에 입력할 수 있다. 또한 QR 코드 내부의 

패턴 및 중복 데이터를 통해 최대 30%의 패턴이 손

상되어도 인식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인식이 가

능하다[5].

QR 코드 내부의 패턴은 스캐너가 인식할 수 있도

록 정사각형인데, Table 1에서와 같은 다양한 패턴을 

갖는다. 이와 같은 QR code를 인식하는 기술은 대중

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한

다[6,7].

3. QR 코드 인식 및 투영 변환을 이용한 제안한 

답안 인식 알고리즘 

개인 맞춤 학습에서 학습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OMR 리더기를 통해 학습자 정

보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나, 이는 비용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따라서 OMR

리더기를 통한 중앙 집중식의 데이터 수집 방법보다

Fig. 1. The format of answer sheet using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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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 개개인이 직접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를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제안한 QR 코드 인식 및 투영 변환을 

이용한 답안 인식 알고리즘에서는 Fig. 2에서와 같

이, 먼저 QR 코드의 위치를 인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답안 영역을 추출하고, 인식된 영상의 이진화, 마킹 

인식, 및 마킹 데이터 추출 및 저장한다.

3.1 QR 코드 검출

QR 코드는 Fig. 1에서와 같이 정사각형 형태이지

만 답안 영역은 직사각형 형태이다. 하지만 촬영 시 

카메라 각도에 의해 답안 영역이 Fig. 3에서와 같이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각각의 

마커와 답안 영역의 좌표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최종 

좌표를 측정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먼저 QR 코드 인식 라이브러

리인 ZXing을 이용하여 QR Code 마커의 위치를 획

득한 후, Fig. 4에서와 같이 QR 코드 마커의 좌측 

Table 1. QR code patterns

Code

Name Location Alignment
Timing

pattern
Version Format

Error correction

key
Blank space

Fig. 2. Flow 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Fig. 3. Examples of the photographed answe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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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좌측 상단, 및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마커를 

각각 A, B, 및 C로 설정한다. 이때 A 및 B 간의 거리

와 B 및 C 간의 거리를 기준인 1로 설정하고, 답안 

영역의 네 모서리를 마커간 거리의 비율로 계산하여 

영상에서 답안 영역 좌표 D, E, F, 및 G의 비율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비율에 A, B, C의 좌표

를 대입하여 실제 영상에서 답안 영역의 좌표를 계산

하여 Fig. 5에서와 같이 표현한다.

3.2 영역 추출

인간 시각 시스템에서 멀리 있는 물체는 가까이 

있는 물체보다 작게 인식되는 것과 같이,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렌즈와 답안지의 접사 각도에 의해 왜곡된 

영상을 평면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제

안한 방법에서는 원본 영상의 네 점을 결과 영상에 

매핑하는 투영 변환을 이용한다.

즉 QR 코드 마커의 좌표 A, B, 및 C를 기준으로 

얻은 네 개의 점 D, E, F, 및 G가 투영 변환에서 사용

되는 원본 영상의 네 점이 되며 이를 답안영역의 원

본 크기에 맞게 매핑하여 Fig. 6에서와 같이 답안 영

역을 추출할 수 있다.

3.3 컬러 변환

투영 변환을 통해 변형된 영상을 교정한 후 영상 

이진화를 위한 과정으로 획득된 영역의 컬러 영상을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한다. 제안한 답안 인식 알고리

즘에서는 ITU-R BT.601에서 규정하고 있는 

       (1)

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된 영

상은 이진화를 통해 답안 마킹 영역을 획득할 수 있

게 된다.

3.4 적응적 문턱값을 이용한 이진화 

일반적으로 Otsu 등[8]이 제안한 이진화 방법은 

하나의 픽셀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절대적인 문턱값

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응적 문턱값 

(adaptive threshold)을 이용하는 이진화 방법에서는 

해당 화소에 대한 문턱값을 설정할 때 그 주변 화소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턱값을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적응적 문턱값을 통해 블록의 크기

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용된 블록 크기 및 문

턱값에 따른 인식 결과는 Fig. 7에서와 같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답안 인식 개발환경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Java 언어

로 개발되고, QR code 인식 라이브러리는 .Net 기반

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형태

의 개발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Xamarin Android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에서 기

존 Java 코드 호출하고 자동 바인딩 생성기를 사용하

여 Xamarin 앱에서 기존 Java 코드, 프레임 워크 및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 Net 환경에서 

개발된 ZXing 라이브러리 또한 Xamarin Android에

Fig. 4. The area of QR Code marker and marking answer. 

Fig. 5. Acquisition result of QR code and marking area.

Fig. 6. The result of Perspective Transform for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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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

한다. Xamarin Android 크로스 플랫폼의 동작 과정

은 Fig. 8에서와 같다[9].

4.2 답안 인식 실험 

본 과정에서는 적응적 문턱값의 최적치를 찾기 위

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 시험으로는 

블록 크기는 고정하고 문턱값을 조정하여 가장 인식

률이 높은 값의 확인하였다. 이때 블록 크기는 해당 

픽셀을 제외한 연산에 참여하는 가로 및 세로 픽셀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블록 크기를 25

로 유지하고 문턱값을 조정하면서 각각 10회 테스트

하였다. 즉 해당 픽셀을 기준으로 가로로 좌우 12픽

셀, 세로로 상하 12픽셀이 각각 연산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먼저 최적화된 문턱값을 설정한 후 블록 

크기를 조정하여 최종 결과물을 얻는다. 본 과정은 

Fig. 9에서와 같이 테스트 답안지에 제안한 알고리즘

이 반영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문턱값과 블록 

크기를 조정했을 때 정답 여부가 인식되는지를 눈으

로 확인하여 진행하였다.

문턱값을 조절하여 인식률을 시험한 결과를 Table

2에서는 나타내었는데, 각 문턱값에 대하여 10회 시

험을 실시한 후 평가한 인식률이다. 본 시험으로부터 

문턱값이 57일 때 가장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최적의 문턱값을 57로 선정하여 고정한 후 블록 

크기를 결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

(a) (b) (c)

Fig. 7. Image binarization based on block number and adaptive threshold; (a) original image and binary image by 

(b) varying block size and (c) adaptive threshold.

Fig. 8. Operation process of Cross platform in Xamarin Android.

Fig. 9. Answer area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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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각 10회씩 진행하였다. 블록 크기를 결정하는 

테스트의 결과는 Table 3에서와 같고,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수치로 최종 실험을 진행

하고자 한다.

본 실험 결과로부터 블록 크기 31 및 33에서 인식

률 90%를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턱값을 57 및 블록 크기를 31 혹은 33으

로 고정하여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테스트는 

수집한 샘플을 대상으로 외부 조명 및 카메라 내장 

플래시 등을 이용하여 여러 환경을 준비하고 인식 

방식 또한 다양한 각도로 인식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환경과 유사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

해 실시된 답안 인식 실험에서 100개의 문항 중 99개

의 문항에 대하여 인식을 성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식 성공의 경우 정상적인 마킹 뿐 아니라, Fig.

10에서와 같이 답안 영역을 변형하거나 여러 개를 

마킹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인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패 경우는 Fig.

11에서와 같이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 시도했을 경우 

인식 실패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이러닝 교육이 도입된 이후 교육의 장소가 오프라

인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그 폭이 확대되

고 있다.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닝 시장은 꾸

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

는 에듀 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 교

육 시장에서는 기존의 미리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수

업하게 되는 환경에서 기존 학습 정보를 데이터화하

여 패턴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

태에 맞춰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는 개인 맞춤 학습에 관심을 갖고 다

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프

Table 2.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threshold

Threshold 45 50 53 55 56 57 58 59 60 62

Recognition rate [%] 0 30 40 50 60 70 50 50 40 20

Table 3.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block size

Block size 25 27 29 31 33 35

Recognition rate [%] 70 80 80 90 90 80

Fig. 10. Success cases for abnormal images. 

Fig. 11. Fail case for low ligh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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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교육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개인 맞춤 학습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QR 코드 및 

투영 변환을 이용한 답안지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99

%의 답안 마킹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토

대로 제안한 답안 인식 알고리즘은 실제 교육 환경에

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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