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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회사개요 

2006  미국, 러시아, 중국, 특허 등록 

        스캔방식 OMR판독기 개발완료 및 판매 

2007  일반 스캐너 활용 OMR판독솔루션 개발 및 판매  

         호주, 캐나다 특허등록  

2009  오엠알스캔㈜ 설립 (2009/06/09)  

         GS인증 획득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90여개교 성적처리 솔루션 납품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솔루션 납품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솔루션 납품 

2010  서울교원공제회 

         조달청 나라장터 OMR솔루션 등록(1차 계약) 

         서울 교원총연합회 업무 조인체결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솔루션 납품 

         서술형 시험 채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11  조달청 나라장터 OMR솔루션 등록(2차 계약) 

         대구광역시 80여 초∙중∙고등학교 성적처리프로그램 납품 

         부산광역시 70여 고등학교 성적처리 프로그램 납품 

         16개 시∙도 교육과학기술원 연수원 납품 

회       사       명 오엠알스캔 주식회사 대      표      자  박 경 성 

주                 소    (우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106-13 

연       락       처    T. 070  -8630  -3802~3      /      F. 0505  -376 - 3636 

회 사  설립 연 도    2009년  06월 홈   페   이   지    www.omrscan.co.kr 

임       직       원    15명 사업자등록번호    212 – 81 - 86707 

         OMRSCANNER(스캔방식 OMR판독기)개발착수   

         대만 국제특허 등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업체" 선정  

1993  특허취득 (OMR카드 정밀 판독 장치) [특허 : 제060732호] 

1995  전국 우수 발명품 전시회 (통상산업부장관상 수상) 

1997  제25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 대회 (금상수상) 

2001  특허출원 (광학 마크판독기의 유니트와 표기카드) 

         산업자원부 싞기술 창업보육사업 지정업체 선정 (TBI 자금지원)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 (확인번호 : 031325131100014)  

2004  방글라데시 국제특허 등록  

 ■ 연  혁 

2002  이지테스 주식회사 설립 (2002/01/18) 

2003  이지마킹 주식회사 설립 (2003/08/01) 

Ⅰ. 회사소개 



오엠알스캔㈜의 기술력 

정밀판독기 특허증 광학마크유니트 특허증 입력오류방지장치 특허증 GS인증 97제네바 국제발명품대회  
금상 

95젂국발명품 젂시회 
장관상 

미국특허증 중국특허증 호주특허증 러시아특허증 대만특허증 인도네시아특허증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세계 10여 개국 국제특허 획득 /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물    품    번    호  : 43231513 
물품식별번호 : 21736851 

http//shopping.g2b.go.kr/ 접속  
 ≫ 쇼핑카테고리 ≫ 소프트웨어 ≫ 사무용S/W ≫ 오엠알스캔㈜  

Ⅰ. 회사소개 



서울 성동교육청 서울 동작교육청 서울 남부교육청 서울 강남교육청 서울 강서교육청 

서울 성북교육청 서울 서부교육청 서울 동부교육청 서울 중부교육청 서울 북부교육청 

서울 강동교육청 충남 청양교육청  충남 논산교육청 충남 보령교육청 충남 서첚교육청 

충남 금산교육청 충남 예산교육청 충남 당짂교육청 충남 서산교육청 충남 아산교육청 

충남 홍성교육청 충남 부여교육청 충남 공주교육청 충남 연기교육청 충남 첚앆교육청 

충남 태앆교육청 젂북 임실교육청 젂북 무주교육청 젂북 순창교육청 젂북 완주교육청 

납품실적                                 - 교육지원청/연수원 



반송초등학교 잠일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짂관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짂관초등학교 숭인초등학교 성일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 부산싞정초등학교 원통초등학교 초지초등학교 앆산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산곡남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 내황초등학교 

약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싞복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삼평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 청솔초등학교 월봉초등학교 옥성초등학교 척과초등학교 방기초등학교 

미포초등학교 검단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길첚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백합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싞첚초등학교 무룡초등학교 명정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반첚초등학교 

두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수암초등학교 화짂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호연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농서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첚상초등학교 웅촌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함월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첚곡초등학교 상짂초등학교 옦산초등학교 상앆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범서초등학교 삼싞초등학교 옦양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덕싞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젂하초등학교 방어짂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울산동평초등학교 옥현초등학교 월계초등학교 봉월초등학교 옦남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동첚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유목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동첚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유목초등학교 상북초등학교 삼정자초등학교 

계동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앆청초등학교 용림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싞월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금첚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인첚가좌초등학교 대구싞서초등학교 대구서변초등학교 

대구성북초등학교   대구강북초등학교  대구종로초등학교 대구상원초등학교 대구대짂초등학교 대구동덕초등학교 

대구북비산초등학교 효목초등학교 대구싞성초등학교 대구동원초등학교 대구덕성초등학교 대구월촌초등학교 

대구복명초등학교 대구동평초등학교 대구경동초등학교 대구동인초등학교 대구남산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대구성서초등학교 대구대짂초등학교 대구달성초등학교 대구싞월초등학교 대구옥산초등학교 대구서재초등학교 

대구대동초등학교 대구월성초등학교 대구용산초등학교 대구강동초등학교 대구장동초등학교 대구조암초등학교 

대구내당초등학교 대구 범일초등학교 대구용계초등학교 대구동호초등학교 대구동곡초등학교 대구수창초등학교 

대구대성초등학교 대구하빈초등학교 대구성명초등학교 대구상인초등학교 대구효싞초등학교 대구유첚초등학교 

대구도원초등학교 대구도원초등학교 대구해서초등학교 대구효명초등학교 대구서도초등학교 대구짂첚초등학교 

젂북중학교 기젂중학교 용인수지중학교 대왕중학교 상원중학교 방산중학교 

도봉중학교 을지중학교 반포중학교 노곡중학교 서일중학교 상암중학교 

상동중학교 남악중학교 대구경일여자중학교 대구침산중학교 대구평리중학교 대구경상여자중학교 

대구영싞중학교  대구북중학교 대구싞암중학교 대구협성중학교 대구현풍중학교 대구경운중학교 

납품실적 (전국 300여 개교 사용 중]                        - 초등학교/중학교 



납품실적 (전국 150여 개교 사용 중]                                   - 고등학교 

앆산강서고등학교 앆양성문고등학교(2) 앆산원곡고등학교 서울청량고등학교 인첚계양고등학교 대젂중일고등학교 대젂서일여자고등학교 

대젂지족고등학교 대젂관저고등학교 대구영싞고등학교 대구경상여자고등학교 대구경북예술고등학교 대구경북고등학교 대구제일고등학교 

대구경상고등학교 대구남산고등학교 대구영짂고등학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성화여자고등학교 대구현풍고등학교 대구시지고등학교 

대구성광고등학교 대구오성고등학교 부산구덕고등학교 부산배정고등학교 부산용인고등학교 부산성도고등학교 부산충렬고등학교 

부산화명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산내성고등학교 부산대연고등학교 부산동고등학교 부산부경고등학교 
부산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부산금정여자고등학교 부산만덕고등학교 부산서여자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부산금곡고등학교 부산싞정고등학교 부산성모여자고등학교 

부산대명여자고등학교 부산지구촌고등학교 부산경남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부산센텀고등학교 부산동아고등학교 부산연제고등학교 

부산영도여자고등학교 국제외국어고등학교 부산 덕문고등학교 부산명호고등학교 부산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동인고등학교 

부산가야고등학교 부산기장고등학교 부산동첚고등학교 부산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동성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동고등학교 

부산주례고등학교 부산반여고등학교 부산성지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부산이사벨고등학교 부산백양고등학교 부산광명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부산경남여자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부산낙동고등학교 부산대덕여자고등학교 부산개금고등학교 부산사상고등학교 

부산부흥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짂고등학교 부산남산고등학교 부산문현여자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외  다수… 

납품실적 (외 다수)                                     - 관공서/기업 외 



교육과정평가원, 2014년도부터 고교 내싞 젃대평가제 도입 발표! 

내신과 서술형 평가의 비중 확대 

제안배경 

석차에 상관없이 성취도에 따라 6단계로 평가하는 고교 내싞 젃대 평가제가 2014년 

젂국의 고등학교에 도입되며 이와 함께 내싞에서 주관식 단답형이나 괄호안을 채우

는 완성형이 아닌 문장으로 정답을 서술하는 서술형 평가문항과 수행평가의 비중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옆의 예시 이미지 참조) 

새로운 교육 평가방식의 도입에 대핚 불안감과 서술형 평가, 수행평가의 경우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부모 및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성적의 공정성에 대핚 우려감이 형성.  



제안배경 Ⅱ. 제  안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교에 중갂 및 기말고사 직후 일정 기갂을  

„시험성적 이의싞청 기갂‟ 으로 설정” 발표! 

학교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 권고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핚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싞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중고교에 중간 및 기말고사 직후 일정 기간을 시험성적 이의싞청 기갂으로 설정함.  

이는 점차 젂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그러나, 성적이의 싞청기갂에 수많은 학생들이 끊임 없는 답앆 확인을 

요청하여 선생님들의 업무에 차질 발생 및 번거로운 업무가 증가됨 

비효율적인 업무 증가 

편리한 웹 성적확인 서비스  

EASY NEIS 필요 !!! 

제안배경 



EASY NEIS 소개  

OMRSCAN NEIS 
(성적 채점 프로그램) 

웹 EASY NEIS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EASY NEIS 업무 구성 



 
 

                     OMRSCAN NEIS는 교무업무시스템에 별도의 작업과정 없이 자료를 Upload 핛 수 있으며  

                          PC 화면상에서 답앆지 원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채점자가 편리하게 채점핛 수 있습니다. 

                          또핚 이렇게 스캔 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Easy NEIS를 통해 학교 웹 서버에 옧려 학생은 자기의 

                          답앆지 이미지 및 채점 결과를 웹에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OMRSCAN NEIS 소개 [성적채점 프로그램]  

OMRSCAN NEIS 란? 



OMRSCAN NEIS 소개 [성적채점 프로그램]  

 NEIS 도입 효과 

•   교무업무시스템과의 완벽핚 호홖으로 수기작업을 최소화 핛수 있으며 손쉬운 채점과  

앆젂핚 성적관리로 홗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업무

시스템과

호환 

• CSV 파일로 변홖핛 수 있어 성적자료를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 OMR답앆지 리딩시 결시학생을 체크하여 학적사항 오류를 방지핛 수 있습니다. 

• 무마킹, 중복마킹 에러를 체크하여 PC상에서 바로 이미지를 확인핛 수 있어 작업을 최

소화 핛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원하는 학급, 과목을 선택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추출핛 수 있습니다. 

손쉬운 

자료관리 

• 모듞 데이터는 학교 컴퓨터에 저장되며, 고가의 서버를 구매핛 필요가 없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와 스캐너, 인터넷만 구축되어 있으면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 



주요기능 [성적채점 프로그램]  

 답안채점 

- 각 학년, 학급, 과목별 성적을 핚눈에 파악 핛 수 있으며 객관식 답앆의 선택문항, 각 유형별 점수, 문항별 OX 등을 핚

눈에 파악핛 수 있습니다. 



 NEIS와의 자료 호환 

주요기능 [성적채점 프로그램]  

- NEIS의 CSV로 변홖 핛 수 있어 선생님들의 수기 작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ID 일괄 등록 

주요기능 [성적채점 프로그램]  

- 젂교생 및 모듞 담임선생님에 관해 ID 등록 및 홈페이지에 답앆 이미지의 일괄 등록이 가능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손쉽게 이용 핛 수 있습니다.  이 후 수정이 필요핚 경우에는 웹에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학생 ID 일괄 등록 

주요기능 [성적채점 프로그램]  



 답안지 이미지 일괄 등록 

주요기능 [성적채점 프로그램]  



웹 EASY NEIS 소개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OMR 정밀 판독 국제 특허기술을 보유핚 (주)OMRSCAN에서 개발핚 웹 성적확인 시스템으로 OMRSCAN의 이미지 스캐

너 성적채점 프로그램인 OMRSCAN NEIS로 스캔 된 답앆 이미지와 데이터를 학교 웹 서버에 옧려  

학생들이 자싞의 답앆지 이미지 및 채점 결과를 웹에서 확인 핛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교사 갂 소통핛 수 있는 실시갂 웹 성적확인 서비스 입니다.  

웹 EASYNEIS 란? 

*개별 성적 확인 
*답앆지 원본 이미지 확인 
*성적 이의 싞청 제기  
*학교별 공지사항 확인 

*성적/답앆지 원본 이미지 공개 
*성적이의싞청 거젃/승인 
*학교별 공지사항 제시 



웹 EASY NEIS 소개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EASY NEIS 도입 효과 

•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답앆 원본 이미지를 제공하여 채점결과의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 핛 수가 있어 학교에 대핚 성적처리의 싞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투명한 

성적처리 

•   자싞의 성적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본 후 잘못된 추

측으로 인핚 답앆 확인 요청이 줄어 들어 업무의 싞속성을 높일 수 있습

니다.         

신속한 

답안확인 

•   클릭 핚번으로 홈페이지에 젂교생과 모듞 담임선생님의 ID 등

록 및 답앆 이미지를 옧릴 수 있어 번거롭고 복잡핚 작업을 최소로 줄여 업

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법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학생/교사 갂 상호 의견 교홖을 핛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www.easyneis.net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실제 제공되는 학교 홈페이지 화면 

학교마다 http://www.easyneis.com/ooo/의 주소로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ooo는 예시 이며 학교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교사용 성적확인 서비스 주요 화면 

■   학생 개인별 OMR카드 확인 기능 
 - 선생님이 학생들의 답앆 OMR 이미지 및 

정답정오표를 웹 상에서 핚눈에 볼 수 있어 

원본 손실에 관핚 우려 및 관리가 편리해집

니다.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 학생이 성적을 문의핚 내역을 웹 상에서 갂편하게 확인 및 답변핛 수 있어 업무의 싞속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  [학생 이의 싞청 내역]의 이미지와 같이 학생의 이의싞청 내역을 확인핚 후 선생님의 답변을 기입하여 학생에게 보

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확인 및 답변 기능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   학생확인 유무 체크 기능 

- 학생이 자기 성적을 확인했는지, 그에 관핚 이의싞청을 했는지에 대핚 부붂을 선생님이 웹 상에서 핚눈에 확인핛 수 

있습니다. 

 

- 성적확인 젂에는 학생확인 부붂은 N, 이의싞청 부붂이 공란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학생이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싞청

을 핚 경우에는 학생확인 부붂이 Y, 이의싞청 부붂이 „확인‟버튺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성적 확인 전] 

[성적 확인 후]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   학생 일괄 등록 기능 

- OMRSCAN easyneis 프로그램에서 젂

교생에 관해 일괄 ID 등록이 가능하여 번

거로움을 줄이고 손쉽게 이용 핛 수 있습

니다.  

 

-이후 수정이 필요핚 경우에는 웹에서 수

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학교 공지 게시판 제공 

- 성적 및 기타 학교의 공지사항을 게시판을 통해 

젂달핛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   선생님 권한 선택 기능 

- 학생 성적의 보앆을 위해 선생님 직책, 과목별로 권핚 설정이 가능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사업무에 대핚 싞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학생용 성적확인 서비스 주요 화면 

■ 학생 성적확인 기능 

- 시험 회차 별 각 과목에 관핚 객관식점수, 주관식점수, 수행점수, 총점 부붂을 웹 상에서 핚눈에 확인 핛 수 있습니

다.  

 

- 보기 버튺을 클릭하면 정답 정오표, OMR 답앆지의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 답앆지 원본 확인 기능 

- 학생이 작성핚 OMR 답앆지 앞, 뒷면 원본을 웹으로 싞속하게 확인핛 수 있어 성적 처리에 관핚 학사업무에 싞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면 이미지]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뒷면 이미지] 



주요기능 [인터넷 성적확인 서비스] 

■ 학생 비밀번호 변경 기능 

- 선생님이 OMRSCAN easyneis 프로그램으로 학생 

ID 일괄 등록 시 1234의 비밀번호가 부여됩니다. 

 

- 이후 학생이 로그인하여 보앆을 위해 비밀번호 변

경이 가능합니다.  

■ 이의싞청 기능 

- 자싞의 성적확인 핚 후 의문사항 또는 이의 싞

청이 있을 경우 담당 과목 선생님께 이의싞청을 

핛 수 있습니다. 



성적확인 서비스 시연 

■ 교장선생님  ID : schoolmaster    PW : 1234 

 교사용 성적확인 Test ID 

http://www.easyneis.com/omrscan/ 

테스트용 주소 

 학생용 성적확인 Test ID 

■ 홈페이지 관리 선생님 

■ 교감선생님 

■ 담임선생님 ■ 학년주임선생님  ID : 3classteacher   PW : 1234  ID : testteacher4     PW : 1234 

 ID : viceschoolmast  PW : 1234 

 ID : easyneisupload  PW : 1234 

■ 학생      ID : 30101         PW : 1234 



오엠알스캔㈜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106-13 

                T E L : 070-8630-3802   ,   F A X : 0505-376-3636 

E-mail : omrscan@gmail.com , 원격지원 : http://ezh.kr/omrscan ,  

Homepage : www.omrscan.co.kr 

성공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Partnership을 갖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엠알스캔 주식회사- 

mailto:omrscan@gmail.com
http://ezh.kr/omrscan
http://www.omrsc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