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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온라인 퀴즈 시스템에서 핵심인 문제은행 구축 자동화를 한 Deep Quiz Cropping 기법을 제시

했다. 이것은 문제지를 스캔한 그림 일에서 개별문제에 한 질의 역과 선다 역을 딥러닝 기반 검출기를 

통해 검출하는 것과, 문제생성을 해 질의 역과 선다 역을 짝지우고 역오류를 수정하는 Box Coupling으

로 이루어졌다. 문제지  시험지를 스캔한 상 일에 Deep Quiz Coupling 기법을 용한 다수의 실험에서  

질의 역과 선다 역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성공 인 결과를 도출했다. 

ABSTRACT

We presented a method of deep quiz cropping  for automatic construction of quiz pool in online quiz systems. The 

method detects question boxes and sunda boxes in images captured from test papers by a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or, and makes pairs of question box and sunda box by the box coupling. We applied the deep quiz cropping to 

images captured from test papers and achieved  successfu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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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언택트 시 에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교육 훈련

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온라인 퀴즈 시스템의 구

축[1,2,3]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퀴즈 시

스템의 최  장 은 다양한 종류와 수 의 문제로 시

험지를 구성하고 채  결과를 통계화하는 것이다. 그 

통계에 기반하여 개인별 맞춤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오 라인 학습에서는 강사가 리하는 학생이 많으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실시 하기가 힘들다. 반면 온라인 

퀴즈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악

할수 있으며 이를 통계화하여 개인 인 취약 을 악

할 수 있다. 강사는 개인별 취약 을 심으로 재학습 

과정을 설계하여 학습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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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ool

① Image scanning of test papers

② Quiz cropping from the image

③ Storing the quiz into the item pool

Test 

Paper

① Setting test attributes

② Generating a digital test paper

Grading & 

Stats

① Onlie test and its stats

② Advies based on the stats

  온라인 퀴즈 시스템은 일반 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수집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는 단계, 문제은행

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선택하여 시험지를 구성하는 단

계, 채   통계화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제은행은 

오 라인에 존재하는 책이나 시험지를 스캔하여 그림 

일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일에서 문제 

역을 취하고, 정답, 난이도, 분야 등의 문제 속성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것으로 문제은행을 구

축한다. 그러나, 개별문제를 취하고 장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

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문제은행 구축의 

자동화는 온라인 퀴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이다.

문제은행의 다수를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객 식 

문제들이다. 객 식 문제를 선다형 문제라 하는데 문제

역은 질의 역(Question Area)과 네다섯 항목을 가

진 선다 역(Sunda 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OMR 

(Optical Mark Reading)을 사용하여 채 의 자동화가 

가능하여, 성  처리가 효율 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식이다. 

한편, 문제 역을 하나의 그림 일로 장하기 때문

에 한 문제가 여러번 출제될 경우 동일한 선다 배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정답 유출의 가능성을 높인다. 만

약 한 학생에게 동일한 문제가 재출제 될 경우, 문제풀

이를 한 행 를 하지 않고 정답이나 오지선다 배치

를 기억하여 정답을 제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그

리고 학생들간의 정답 공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같은 문제이지만 선다의 배치를 바꾸기 해 선

다를 항목별로 구분 검출할 필요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필요성에 처하기 

해 Deep Quiz Cropping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술요소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딥러닝 기반

의 RetinaNet Network Model[4,5]을 활용하여 스캔된 

그림 일에서 각 문제의 질의 역과 선다 역을 Box 

형태로 검출[6]하는 것이다. 둘째는 Box Coupling 기술

로서 각각 독립 으로 검출된 질의 역과 선다 역을 

짝지우고 각 역의 치  크기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선다 역 내의 각 선다 항목을 분리하

는 것으로 상 이진화 과정, 상확장, 상 라벨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Deep Quiz Cropping 기술은 오 라인의 문제집이나 

시험지로부터 자동으로 문제를 분리 검출하는 것으로 

과거에 수행된 유사한 가 없다. 이를 통해 문제 역

의 취작업을 자동화 하여 온라인 퀴스 시스템의 문

제은행 구축에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약할 

수 있다. 특히, 선다 역에서 항목별 구분 검출은, 한 

문제에 해 선다 항목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해 정답 

유출의 험성을 낮출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온라인 

퀴즈 시스템의 구성과 구축 방법을 설명하고, 객 식 

문제의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RetinaNet의 학습과 Box Coupling으로 구성되는 Deep 

Quiz Cropping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상처리 기

법을 활용한 선다 역의 항목 분리에 해 다룬다. 그

리고 Deep Quiz Cropping을 용한 실험결과를 Ⅳ장

에서 보여주고 Ⅴ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한다.

Ⅱ. 온라인 퀴즈 시스템

2.1 온라인 퀴즈 시스템의 구성

온라인 퀴즈 시스템은 일반 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

제를 수집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는 단계, 문제은행으

로부터 시험문제를 선택하여 시험지를 생성하는 단계, 

채   통계화의 단계로 이루어진다(표 1). 

시험지 생성과 채   통계화가 단순 소 트웨어 

작업인데 반해, 문제은행 구축은 온라인 퀴즈 시스템

의 구성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다. 그것은 수작업에 의해 개별 문제의 취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제은행 구축의 자동화는 

온라인 퀴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이다.

표 1.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 구성

Table 1. The flow of online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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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객 식 문제의 구조

온라인 퀴즈 시스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

인 문제의 형태는 선다형과 단답형이다. 선다형은 질

의 역과 선다 역으로 이루어지고(그림 1), 단답형은 

질의 역으로만 이루어진다(그림 2). 다음의 각 그림

에서 질의 역은 록색, 선다 역은 주황색으로 표시

되어 있다. 

질의 역과 선다 역은 서로 다른 텍스쳐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 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문제를 생성하기 해서 이 두 역의 

짝짓기 작업이 추가 으로 요청된다. 이것은 3-2의 

Box Coupling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림 1. 선다형 문제

Fig. 1 Selection type

그림 2. 단답형 문제

Fig. 2 Short answer type

Ⅲ. Deep Quiz Cropping

3.1 RetinaNet 모델

RetinaNet은 최근에 개발된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기[7,8]로서 속도  정확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

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Backbone 네트워

크와 두 개의 Task-Specific Subnet로 구성된 통합된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Backbone 네트워크는 입력된 

체 이미지에 해서 Convolution Feature Map을 

생성한다(그림 3(a)). Feature Map으로부터 Feature 

Pyramid Net을 구성하는데(그림 3(b)), 이것은 

Classification을 수행하는 Subnet(그림 3-c)과 

Bounding Box를 추정하는 Subnet(그림 3-d)으로 이

루어진다.  

   (a) backbone  (b) feature pyramid (c) class (d) box

그림 3. RetinaNet 구성도

Fig. 3 RetinaNet network

딥러닝 기반 물체검출기에서 학습 데이터의 크기는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학습 

데이터에서 상의 경과 배경의 양  불균형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에 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

고 있지만[5], 그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상으

로 하고 있는 문제지 상에서의 질의 역과 선다

역은 이러한 문제 에서 비교  자유롭다. 그것은 문

제지 상의 텍스쳐 패턴이 제한 이기 때문이다.

3.2 Box Coupling

선다형의 한 문제는 하나의 질의 역과 하나의 선

다 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의 역과 선다 역

의 짝짓기(Coupling)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에는 단답형이 질의 역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각 역의 검출은 RetinaNet 기반 검출기의 

본질  문제로 인해 오류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짝짓

기 과정에서도 문제 을 드러낸다(표 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ox Coupling은 선다형 문

제와 단답형 문제의 분류, 두 역의 짝짓기, 각 역

의 오류 수정을 수행한다. 이를 한 여섯 가지의 

Box Coupling Opera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https://hoya012.github.io/blog/Tutorials-of-Object-Detection-Using-Deep-Learning-how-to-measure- performance-of-object-detection 

/performanc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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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Examples

Deviation of the SA
*
 from a QA

*

Multiple SAs in a QA

an errorneous QA in a QA

Overlap between Two QAs

(a) 4x4 커  사용

(b) 5x5 커  사용

(c) 6x6 커  사용

그림 4. 이진화 상에서 상확장

Fig. 4 Image dialation of binary image

① A⊕ A  orA이면 Min  삭 제

②  ,  ,∃∃ 에 서  ⊕≠∧⊣ 이 면 ,

 [r ig h t] =   [le ft] =  Average( [r ig h t],  [le ft])

③ ⊕ ∅∃∀ 이 면 ,  
④ ⊕≠∅∃∃  에 서  

⊥ ∧⊕≻ 이 면 , 

  
⑤  ∃∀ 에 서  argMax⊥  삭 제

⑥  ∃∃ 에 서  ⊕≠  이 면 ,

 [b o ttom ] =   [b o ttom ]

단 ,  는  질 의 영 역 의  Box와  선 다 영 역 의  Box를 , 

 는  단 답 형  문 제 와  선 다 형  문 제 를  나 타 낸 다 . 그 리 고  

⊕는  두  영 역 의  겹 침  영 역 을  구 하 는  연 산 자 이 고 , ⊥⊣
는  첫 째  인 자 가  둘 째  인 자 보 다  위 에  있 는 지 , 왼 쪽 에  있 는
지 를  각 각  나 타 낸 다 . A ( )와  A ve rage ( )는  면 적 과  평 균 을  
뜻 한 다 . [le ft], [r ig h t], [bo ttom ]은  해 당  박 스 의  왼 쪽  끝 , 오
른 쪽  끝 , 아 래  끝  위 치 를  말 한 다 . a rgM ax⊥ ( )는  가 장  

위 쪽 에  있 는  선 다 영 역 의  색 인 을  나 타 낸 다 .

표 2. 역 검출결과의 문제

Table 2. Problems of box detection

 
* QA: Question Area, SA: Sunda Area

  Box Coupling은 여섯 가지의 Box Coupling 

Operations를 순차 으로 용함으로써 수행된다. 즉, 

문제지 상에서 RetinaNet을 이용한 학습된 두 개 

검출기로부터 복수의 질의 역과 선다 역을 얻었을 

때, 한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다음의 과정을 용한다

는 것이다. 특히, ⑤의 과정은 질의 역과 결합하는 

선다 역이 하나가 될 때까지 반복 수행된다.

3.3 선다 항목 분리

선다 역은 네다섯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지지만, 

Box Coupling은 하나의 역정보만 제공하고 각 항목

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문제은행 DB로부터 문제를 선

택하여 시험지를 생성할 때, 한 문제가 공통 으로 출

제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선다 배치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답 유출의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한 학생에게 동일한 문제가 재출제 될 경우, 문제

풀이를 한 행 를 하지 않고 정답이나 오지선다 배

치를 기억하여 정답을 제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본 에서는 선다 역에서 각 선다항목의 구분 정보

를 생성하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 우선 선다 역에서 텍스트 부분을 경으로 하는 

Ostu의 상 이진화를 용하고[10] 상 확장(Image 

dilation)을 하여 픽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그림 4). 그

리고 여기에 상 라벨링[11]을 용하면 선다 역의 

각 항목별로 색인부분과 내용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색인부분과 내용부분이 좌우로 연속해서 나오고, 각 항

목은 세로로 나 어지거나 가로로는 충분한 간격을 두

고 나 어진다는 사실을 용하면, 그림 5와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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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x4 커  사용

(b) 5x5 커  사용

(c) 6x6 커  사용

그림 5. 선다항목 구분

Fig. 5 Separation of sunda items

Ⅳ. 실험결과

4.1 RetinaNet 검출기 학습 결과

질의 역  선다 역을 검출하기 한 RetinaNet

은 MS COCO dataset* 으로 선 학습된 모델**를 활

용했다. 230개의 상에서 데이터 증산으로 963개의 

Traning Dataset와 104개의 Validation Dataset을 만

들었다. 각 역별 AP(Average Pression)는 80개의 

Test Dataset으로 계산되었다.

RetinaNet의 학습과정에서의 Train Loss 그래 와 

Validation Loss 그래 는 각각 그림 6, 그림 7과 같

다. 선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기부터 

Cost Function의 Train Loss와 Validation Loss가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최 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질의 역과 선다 역의 검출 성능지표인 

AP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 결과를 보면 질의

역에 한 AP는 97%가 최고치인데 반해 선다 역

은 9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답형, 선다형의 

문제의 종류를 막론하고 질의 역은 존재하지만 선다

역은 선다형 문제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Train 

Dataset가 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학습 손실

Fig. 6 Train loss

   

그림7. Validation Loss

Fig. 7 Validation loss

* https://cocodataset.org/#home

** https://github.com/fizyr/keras-reti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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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그림 9. RetinaNet 기반 검출 결과

Fig. 9 RetinaNet-based Detection results

  

그림 8. 평균 정확도

Fig. 8 Average precision

4.2 문제 역의 검출결과 

RetinaNet을 용한 선다 역과 질의 역의 검출결

과는 그림 9과 같다. 그러나 3.2 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역 검출의 오류는 피해갈 수 없으며 이

것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4.3 Box Coupling 용 결과  

Box Coupling은 3.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선다형 

문제에서 질의 역과 선다 역을 짝지우고, 단답형 문

제에서는 질의 역 만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4.2에 시된 것과 같은 검출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그림 11은 Box Coupling을 용하여 검출

오류가 수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a) 질의 역의 겹침

(b) 선다 역이 문제 역을 다 포함하지 못함

(c) 선다 역이 질의 역을 벗어남

그림 10. 문제 역의 검출 오류

Fig. 10 Detection errors

Ⅴ. 결론

본 논문은 온라인 퀴즈 시스템 구축 시 가장 핵심

인 문제은행 구축 자동화를 한 Deep Quiz 

Coupling 기법을 제시했다. 이것은 문제지의 스캔된 

그림 일에서 개별문제에 한 질문 역과 선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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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후

그림 11. Box Coupling 용 결과

Fig. 11 Box coupling results

을 딥러닝 기반 검출기를 통해 검출하는 것과, 문제생

성을 해 질문 역과 선다 역을 짝지우고 역오류

를 수정하는 Box Coupling으로 이루어졌다. 

문제지  시험지를 스캔한 상 일에 Deep Quiz 

Coupling 기법을 용한 다수의 실험을 실시했다. 질

의 역과 선다 역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질의 역에 비해 선다 역의 

Average Precision이 낮게 나온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선다 역의 항목별 분리는 요

한 요소이나, 본 연구에서 용한 고 인 상처리 

기법은 그 결과를 볼 때 한계를 가진다. 즉, Box 

Coupling과 선다 항목분리는 딥러닝 기반 검출기 

용후의 후처리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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