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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시험지와 별도로 제공되는 OMR 답안지와는 달리 시험지의 각 문항에 직  OMR 답안 마킹 양식을 제

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마킹된 답을 자동 인식하고 해설 기능까지 제공하면 자율학습 

 스마트러닝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지 문항별로 제공되는 OMR 

답안 항목에 마킹된 답을 스마트폰으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어 리 이션 구  방법을 제안하 다. OMR 

답안 문항마다 QR코드를 배치하여 암호화된 답안 정보를 제공하고 답안의 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시험지의 각 문항별 OMR 답안 역을 추출하고 마킹된 답을 인식한 다음 

정답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스마트폰에 구 한 다음 다양한 크기와 방향으로 촬

한 문항별 OMR 답안 상에 해 인식 실험을 해 본 결과 우수한 인식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 중심어 :∣OMR 시험지∣답안 인식∣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러닝∣

Abstract

The smart phone application to provide auto identification and answer explanation of multiple 

choice answer for each OMR answer item in the test paper different from ordinary OMR test 

by using smart phone is very useful in terms of a self learning and a smart learning. In this 

paper, smart phone application of OMR mark identification for each question item in test paper 

is proposed. QR code for each OMR answer is provided for the encrypted correct answer and 

the reference location of multiple choice answer rectangle location. The OMR answer region is 

extracted and the marked answer is identified in each question of test paper, in order to compare 

between the marking answer and the correct answer. Experimental result of smart phon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for the OMR answer images with various size and 

direction shows excellent recognition performance. 

■ keyword :∣OMR Test Paper∣Identify Answer∣Smart Phone Application∣Smar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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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OMR(Optical Mark Recognition)은 인쇄된 양식에 

표시된 원 는 사각형 치에 필기도구로 마킹한 데이

터를 스캐닝해서 컴퓨터로 자동 인식하는 것으로 머신 

비 (Machine Vision) 기술의 일종이다[1][2]. 따라서 

OMR은 제한된 개수의 데이터 즉, 선다형 문제, 성별, 

직업 는 종교 등의 정보를 마킹할 수 있는 양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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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어느 항목을 마킹했는지 자동으

로 단해서 정보를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OMR 시험의 경우 출제 시험지와 별도로 OMR 마킹

용 4지 선다형 답안지를 제공하고 응시자가 마킹한 답

안지를 OMR 스캐 로 읽어 미리 설정한 참조 을 이

용하여 형태를 정규화한 다음 마크된 항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채 한다[1][2]. 즉, OMR 스캐 는 

사 에 정해진 치와 규격으로 OMR 답안지의 상을 

스캐닝하기 때문에 비교  쉽게 참조 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을 기 으로 상을 직사각형 형태로 정규

화하고 체크된 항목을 인식해서 정답을 확인한다. 

OMR 시험 방식을 이용하면 량의 답안지를 고속으로 

자동 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서 단체 시험에 많

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OMR 시험 방식과는 별

도로 시험 문제지의 각 문항에 직  OMR 답안 항목을 

마킹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 문항별로 마킹된 답을 자동 채 하고 문제 해설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자율학습이나 스마트러닝에 매우 효

율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으로 아직 

비즈니스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시험지 자체

에 OMR 답안 체크 양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로 촬 해서 채 할 경우 임의의 각도  거리로 입력

되는 상으로부터 답안 역의 치를 정확하게 찾아

내서 마킹 항목을 인식하기 해 별도의 OMR 양식  

치 검출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험지 각 문항

별로 제공된 OMR 답안 역에 마킹된 항목을 자동으

로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시험지의 

각 문항별 OMR 답안 역에 QR 코드[3][4]를 배치하

여 답안 역을 찾기 한 참조 으로 활용하 으며 정

답  간단한 해설도 제공하 다. 다양한 방향  크기

로 입력되는 OMR 답안 역을 찾아 일정한 크기의 직 

사각형 형태로 정규화하기 해서 QR 코드 3개의 치 

찾기 심볼(Finder Pattern)들을 참조 으로 이용해서 

OMR 답안 사각 역을 추출하고 원근변환

(Perspective Transform)[5]을 통한 직사각 형태의 

상 정규화를 수행하 다. 정규화된 OMR 답안 상을 

이진화한 다음 OMR 답안 역에서 각 항목의 마킹 여

부를 자동으로 체크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구 하고 스마트폰으로 촬 한 368장의 OMR 답안 문

항 상 데이터베이스를 상으로 자동 답안 체크 실험

을 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 다.    

Ⅱ. OMR 마킹 답안 인식 알고리즘 개요

시험지의 OMR 답안 역에 마킹된 답안 항목을 스

마트폰으로 자동 인식하고 정답 정보를 제공하기 해

서 [그림 1]과 같이 QR 코드  선다형 OMR 답안 항목

으로 구성된 별도의 시험지 양식을 설계하 다. 

그림 1. 시험 문항에 프린트된 OMR 답안 양식의 예
  

시험 문항에 기록된 QR 코드는 해당 문제의 문제 번

호, 정답을 제공하고 OMR 답안 역을 직사각형 형태

로 정규화하기 해 답안 역을 추출할 때 필요한 참

조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3][4].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촬 한 상에서 QR 코드 내부 3개의 치 찾기 심볼

들을 찾은 다음 치 찾기 심볼들의 치  방향을 이

용하여 OMR 답안 항목들의 사각형 좌표를 추정하고 

OMR 답안 역을 미리 정의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로 정규화 한다. 정규화된 OMR 답안 항목들의 사각형 

역에서 각 답안 항목들의 치를 찾아서 어느 항목이 

마킹되었는지를 단한다. 답안 확인 결과를 QR 코드

를 해석하여 찾은 정답과 비교하여 정답 여부를 확인한

다. 스마트폰 기반의 OMR 시험지 답안 인식 알고리즘

의 흐름도를 [그림 2]에 도식화하 다.    

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지의 OMR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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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역을 촬 한다. OMR 답안 역을 촬 한 상을 

이진화하여 흑백 상으로 변환한다. 이때 스마트폰 카

메라의 특성상 바닥에 놓인 OMR 시험지의 상단에서 

촬 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으므로 그림

자 향 등으로 발생한 잡음을 제거한 흑백 상을 생

성한다.

그림 2. 스마트폰을 이용한 OMR 답안 인식 알고리즘 흐름도 

OMR 역에 표시된 QR 코드는 두 가지의 기능을 수

행한다. 즉, 문제 번호, 정답  문제 해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3개의 참조  치를 기반으로 OMR 

답안 항목의 사각 역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QR 코드에 장된 정보를 얻기 해서는 QR 코드 인

식용 라이 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R 

코드에 포함된 3개의 참조 들을 추출하여 사각형 형

태로 OMR 답안 역을 추정하 다. 스마트폰으로 촬

한 OMR 답안 역은 기울어지거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QR 코드의 치 찾기 심볼들의 치를 기반으

로 답안 역 모서리 4개의 들을 추정하고 원근변환

으로 사 에 정의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상으로 정

규화 하 다. 정규화된 OMR 답안 역에서 각 항목별

로 체크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된 답을 인식한 다음 QR 

코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답여부를 확인

하고 문제 해설  문항별 통계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 다. 최종 답안 인식 결과  설명 자료는 스마트

폰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 다. 

이상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OMR 시험지의 답안 인식 

알고리즘 각 단계별 세부 내용에 해서 제3 에 구체

으로 설명하 다.

III. OMR 답안 영역 검출 및 마킹 인식 

시험지와 별도로 OMR 답지를 제공하여 답을 마킹하

는 경우에는 스캐닝한 OMR 답안 상의 사각형 보정

을 해 답안 양식의 외곽에 참조 기호들을 배치하고 

이들을 기 으로 회   스 일링 보정 등을 수행한

다. 하지만 각 문항마다 OMR 답안 양식이 제공되는 경

우에는 각 답안별로 OMR 답안 역을 추출하고 사각

형 보정을 한 참조 기 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해 QR 코드의 치 찾기 심볼들과 답

안 역 사각형 테두리 정보를 이용하여 사각 역의 

크기  회  보정을 수행하 다. 사각 보정된 OMR 

역으로부터 마킹된 답안 항목을 인식하고 QR 코드 인

식 라이 러리로부터 얻은 정답 정보를 이용하여 정답

여부를 채 하 다.

1. OMR 답안 영역 검출
스마트폰으로 시험지 문항별 OMR 역을 촬 하면 

크기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QR 치 찾기 

심볼을 이용하여 참조 치를 찾고 답안 테두리 사각형 

정보를 기 으로 OMR 답안 역을 추출한 다음 직사

각형 형태의 일정한 크기로 정규화 하는 방식으로 

OMR 답안 역을 검출하 다.

1.1 OMR 답안 영상 이진화
시험지의 OMR 역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단에서 

근  촬 하면 조명을 등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 상 

역에 그림자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향

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OMR 답안 린트 내용과 마

킹된 부분이 선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진화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그림자를 향을 제거하고 인식 상 내용이 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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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흑백 상 생성을 한 응  이진화를 해서  

Gato가 제안한 Wiener 필터링  Souvola 응  이진

화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6]. 먼  명도 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배경 표면을 평활화 하기 해 명도 

상    에 다음과 같이 3x3 크기의 국소 역 

Wiener 필터링 을 수행하 다.

  
 

       (1)

식에서 와 는 각각 3x3 역 화소들의 국소 평균 

 분산이며 은 각 화소들의 분산 값들의 체 평균

이다. 그리고 Souvola 응  이진화 알고리즘[6]을 이

용하여 개략 인 경 상을 추출한 다음 이를 이용해

서 배경을 상을 추정하고 그림자가 제거된 최종 흑백 

상을 생성하 다. [그림 3]에 OMR 답안 상으로부

터 Wiener 필터링, 개략  흑백 상 생성 등의 과정을 

거쳐 배경 상을 추출하고 그림자를 제거한 흑백 상

을 생성한 를 보 다.

 

(a) Wiener 필터링       (b) 개략적 흑백 영상

 

(c) 추출된 배경 영상       (d) 그림자 제거된 흑백 영상

그림 3. OMR 답안 영상에서 그림자를 제거한 흑백 영상을 
생성한 예 

1.2 QR 위치 찾기 심볼 검출
사각 형태의 QR 코드에는 [그림 4 (a)]와 같이 데이

터 역과 별도로 세 모서리 부분에 치 찾기 심볼들

이 배치되어 있다[3][4]. 세 개의 치 찾기 심볼들의 

심 을 찾아서 삼각 형태의 구조를 해석하면 QR 코드

의 치와 방향  크기 등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

출할 수 있다. 따라서 QR 코드 세 개의 치 찾기 심볼

들을 참조해서 사각 형태의 OMR 답안 역의 방향  

크기를 추정하고 답안 항목들이 포함된 사각 역을 추

출하면 정해진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정규화 할 수 있다. 

(a) QR 코드 내부에 표시된 3개의 위치 찾기 심볼

(b)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흑백 화소들의 점유 비율을 갖는 위치 찾기 심볼 
 

그림 4. QR 코드 위치 찾기 심볼 위치 및 흑색 및 백색 화소
들의 점유 비율이 일정함을 보인 예

치 찾기 심볼은 [그림 4 (b)]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 

스캐닝을 하더라도 흑색  백색 화소들의 두께가 

1:1:3:1:1의 비율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치 찾기 심

볼들의 제작 규칙을 이용하면 QR 코드가 어느 방향으

로 기울어져 있어도 치 찾기 심볼들의 심 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 한 OMR 상에서 QR 

코드 3개의 치 찾기 심볼들을 검출한 를 [그림 5]에 

도시하 다. 먼  [그림 5 (a)]와 같이 OMR 역이 포

함된 명도 상을 흑백 상으로 변환하고 블롭 인덱싱

을 수행한 다음 각 블롭의 심에서 상하 좌우 방향으

로 스캐닝해서 [그림 (4)]의 규칙을 갖는지 확인하는 방

식으로 [그림 5 (b)]와 같이 3개의 치 찾기 심볼들을 

검출하 다. 검출한 3개의 치 찾기 심볼 정보를 이용

하면 QR 코드의 방향, 크기  치를 추정할 수 있으

므로 OMR 답안의 사각 형태 마킹 역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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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MR 답안 영상의 이진 영상 변환

(b) QR 코드 위치 찾기 심볼 검출

그림 5. OMR 답안지를 (a) 흑백 영상으로 변환하고 (b) 
QR 코드 3개의 위치 찾기 심볼들을 검출한 예 

1.3 OMR 답안 마킹 영역 검출 
OMR 답안 역의 QR 코드 치 찾기 심볼들을 찾아

서 외곽 방향으로 스캐닝하면 OMR 답안 역의 사각

형 테두리를 찾을 수 있다. 치 찾기 심볼들과 답안 

역 테두리 정보를 이용해서 사각형태의 OMR 답안 

역 상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위치 찾기 심볼들과 답안 영역 사각형 테두리 정보를 
이용해서 OMR 답안 영역 영상을 추출하는 흐름도 

그림 7. QR코드 3개의 위치 찾기 심볼들과 OMR 테두리 
정보를 이용한 사각형태의 답안 마킹 영역 검출 원리

[그림 7]에 QR코드 3개의 치 찾기 심볼들과 OMR 

역 테두리 사각형 정보를 이용해서 답안 마킹 역의 

외  사각형을 검출하는 원리를 도식화하 다. 그림에

서와 같이 OMR 역을 촬 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각도  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회 되거나 크기가 달라

진 상에 해서도 치 찾기 심볼의 삼각 형태 배열 

규칙을 이용한 답안 마킹 역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

면 정확하게 답안 마킹 항목들의 외  사각형 역을 

검출 할 수 있다.

 

    (a) 답안 영역 테두리 추출         (b) 답안 마킹 영역 검출

그림 8. OMR 답안지에서 답안 영역 테두리 사각형과 답안 
마킹 영역을 찾은 예

스마트폰으로 촬 한 OMR 상에서 OMR 답안 마

킹 항목들의 외  사각형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수행

한 를 [그림 8]에 도시하 다.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해 명도 상을 흑백 상으로 변환 한 다음 흑백 

상의 연결요소들을 블롭 인덱싱하고 인덱싱된 각 블롭

들을 해석하 다. [그림 8 (a)]에 치 찾기 심볼을 기

으로 외곽의 답안 역 테두리 사각형에 해당하는 블롭

을 찾아서 표시한 를 보 다. [그림 8 (b)]에 직선을 

확장해서 답안 마킹 항목의 외  사각형 역을 찾아서 

표시한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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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R 답안 마킹 영역 정규화 
OMR 답안 마킹 항목의 외  사각 역을 찾으면 크

기와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크된 항목을 찾기 해

서 [그림 9]와 같이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정

규화 해야 한다.  

그림 9. OMR 답안 마킹 항목의 외접 사각 영역을 크로핑해
서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정규화 한 예

답안 마킹 항목의 외  사각형 역 4개의 꼭지  좌

표들을 구한 다음 식 (2)  (3)을 이용하면 기하학  

변환 공식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정규

화 된 직사각형 상을 구할 수 있다[5][7].  

′         (2)

′             (3)

정규화된 마킹 상의 꼭지  A‘, B’, C‘  D’의 4개 

좌표′′ 와 이들 좌표에 응하는 OMR 답안 상

에서 구한 사각 역 꼭지  A, B, C  D의 4개 좌표 

 를 각각 수식에 입하여 생성한 8개의 방정식

을 풀면 ∼   ∼  상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8 개의 상수 값들을 이용하여 정규화 된 상의 모든 

치의 화소가 원본 OMR 상의 어느 치에 해당되

는 가를 계산할 수 있다. 

정규화된 명도 상에 응  이진화 알고리즘을 

용해서 흑백 상으로 변환한 다음 마킹 역의 어느 

항목이 체크 되었는지를 단한다.

3. OMR 답안 마킹 인식
OMR 답안 마킹 항목들의 외  사각형 역을 정규

화한 상을 [그림 10]과 같이 이진 상으로 변환한 다

음 각 항목 역의 흑색화소 도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마킹한 항목을 인식한다.

  

(a) 항목 마킹이 된 영상            (b) 항목이 마킹되지 않은 영상 

그림 10. 추출한 답안 마킹 영상을 이진화 하고 항목의 마킹 
영역을 사각 테두리로 표시한 예

답안 마킹 상의 각 항목을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역으로 구분하고 사각형 역 내의 흑색 화소 도를 

계산하여 답안 체크 여부를 확인한다. 각 항목의 사각

형 역을 유하는 흑색 화소의 도가 가장 높은 항

목을 체크 후보 항목으로 추출한다. 이 때 항목이 마킹

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체크 후보 항목의 도   와 나머지 항목들의 평균 

도   차이가 임계치   를 넘을 경우 최

종 체크 항목으로 단한다. 

  ≥         (4)

식에서 임계치   는 실험 으로 설정하 으

며 도의 차이가 식 (4)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체크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단한다.

 

IV. 실험 및 결과 고찰

제안한 시험 문항별 OMR 답안 항목 체크 자동 인식 

알고리즘을 PC에 구 하여 시뮬 이션 해본 다음 

Android Studio의 jni를 이용해서 Native C 코드 형태

의 안드로이드 라이 러리 일을 생성하고 Java 코드

로 인터페이스를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갤럭시 노트 3

에 구 하고 실험하 다. 

실험용 데이터베이스는 갤럭시 노트 3로 다양한 시험 

문제의 OMR 답안 항목을 거리  방향을 달리하면서 

촬 한 1632 x 1224 크기의 24비트 상 368장으로 구

성하 다. 시험 답안 항목이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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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상 영상               (b) 상하 반전 영상

 

 

        (c) 좌측 회전 영상               (d) 우측 회전 영상

그림 11. 다양한 형태의 OMR 시험 양식에서 답안 영역을 
검출하고 방향 및 크기를 정규화 한 예

[그림 11]에 다양한 거리  회  상들에 해서 

OMR 시험 답안 역을 검출하고 방향  크기를 정규

화한 를 보 다. 답안 역을 추출하기 해 QR코드

의 치 찾기 심볼들을 찾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회  방향이나 거리에 무 하게 정확하게 역을 검출

해서 정규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368장의 OMR 시험지 답안 상에 해서 답안 

역 추출  답안 항목 체크 자동 인식 실험 결과를 

[표 1]에 도시하 다. 

답안 역 추출 답안 항목 체크 자동 인식

성 공 366(99.5%) 366( 100%)
실 패   2(  0.5%)   0(  0.0%)
합 계 368 366

표 1. OMR 답안 항목 체크 자동 인식 실험 결과

368장의 OMR 시험 답안 상에 해서 OMR 답안 

역을 검출하고 정규화 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체 

상의 99.5%인 366장으로부터 정확하게 OMR 마킹 

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OMR 마킹 역 추출에 성공

한 366장의 상에 해서 체크된 항목을 자동으로 인

식한 결과 100% 정확하게 체크된 항목을 인식할 수 있

었다. 본 실험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 인 조명 

상태에서 안드로이드의 카메라 자동 포커싱 라이 러

리 함수를 이용하여 카메라 촬  모듈을 구 하는 방식

으로 이 정확한 상을 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

축하고 360도 모든 방향으로 시험 채 을 해 으로 

상의 내용을 독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촬 한 

상들을 상으로 수행하 다.

 

         (a) 원거리 촬영               (b) 근접 촬영

그림 12. 답안 영역 추출에 실패한 예 (a) 원거리 촬영으로 
QR코드 검출 실패, (b) 근접 촬영으로 답안 영역 
테두리 소실 

 

[그림 12]에 답안 역 추출에 실패한 2개의 상을 

도시하 다. 원거리 촬 으로 치 찾기 심볼들이 주변 

화소들과 되어 QR 코드 검출에 실패한 경우와 근

 촬 으로 답안 역 테두리가 소실되어 역 추출에 

실패한 경우를 도시하 다.

시험지에 문항별로 제공된 OMR 답안 역을 스마트

폰으로 촬 해서 체크 항목을 인식하는 연구결과  상

용화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직 인 성능 비교는 어

렵지만 본 알고리즘은 OMR 답안 항목 체크 인식용 비

즈니스 모델에 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것을 확인하 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험지 각 문항

별 OMR 답안 항목에 체크된 답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갤럭시 노트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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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 다. 회   크기에 무 하게 답안 역을 추

출하기 해 QR 코드 치 찾기 심볼 코드를 이용하

고 OMR 답안 항목을 검출해서 크기  방향을 정규화 

하 으며 각 항목들의 화소 도를 계산해서 체크된 항

목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국내외 으로 스마

트폰을 이용한 시험지 문항별 OMR 답안 체크 항목 자

동 인식 솔루션이 발표되지 않아서 직 으로 인식 성능

을 비교하기 어렵지만 본 알고리즘을 용했을 경우 

368개의 OMR 답안 상에 해 99.5% 의 체크 항목 

인식률을 보여서 비즈니스 모델에 이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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