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처리 전문업체 『오엠알스캔㈜』은 교육청 및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년간 판독대행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시행 계획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당사의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판독대행 의뢰

방법 2)

온라인 판독

국내 최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OMR전문 업체

세계 10여 개국 국제특허를 취득한 최첨단 정밀판독프로그램

교원능력개발평가 OMRSCAN설문지 자료처리 전문업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 업체

2015학년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학생음주흡연관련 설문조사 자료처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

2014학년도

2013학년도

2012학년도

-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강원도/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                

   유치원·초·중·고  2,600여 개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처리

- KEDI 교육지표·지수 설문 자료처리

- 경기/인천/광주/세종/강원도/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지역 초·중·고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처리

- 전국 초·중·고 1,000여 개 학교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자료처리

- 서울/부산/대구/울산/세종/강원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 

  초·중·고 2,100여 개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처리

학부모만족도

OMRSCAN 설문지 자료처리 방법

[택1]

 OMRSCAN 설문지 자료처리 안내교원능력개발평가



익숙한 종이 설문지 방식으로, 학부모님이 쉽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설문을 실시하고 취합한 설문지를 택배로 보내면, 판독 후 결과파일은 
교육청으로 전송됩니다.

설문지 원본은 택배로 수령합니다.

국제특허를 받은 고속 OMR스캔처리방식으로 빠른 시일
(본사에서 설문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5일정도 소요)안에 처리됩니다.

1. 본사 홈페이지 신청

6. 설문지 원본 수령
(택배비용 학교 부담)

4. 설문지 취합 후 본사로 택배발송
(택배비용 학교 부담)

5. 설문지 판독진행

2. NEIS에서 OMR설문지 출력 3. 설문조사 진행

판독대행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한 후, 설문지 원본을 본사 [오엠알스캔㈜]

으로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판독된 데이터와 설문지 원본을 전송해드리는 

자료처리 방식입니다. 

방법 1

판독대행 처리방법

경쟁력 UP!

학부모의 높은 참여율!

간편하게 실시하고!

정확하게 판독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처리과정

판독대행 신청경로

홈페이지 www.omrscanner.com            판독대행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청하기

특장점



처리과정

온라인 판독 처리방법

장당 50원의 비용으로 OMRSCAN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판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독 홈페이지
www.omrscanner.com

1. NEIS에서 설문지 출력 2. 설문조사 실시 3. 설문지 수거

4. 본사 홈페이지 접속
(www.omrscanner.com)

5. 설문지 판독 및 결과저장
6. 판독결과물 NEIS 업로드

(교육청)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

스캐너 및 복합기 대여도 가능합니다. [가격 별도 문의] 

방법 2

매뉴얼 제공

요청 시 지역별 교육연수 진행 가능

장당 50원의 비용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종이설문지 판독

국제특허를 받은 

정밀판독기술력을

적용한  판독시스템으로 

OMR스캔 처리방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의 설문지를 처리

마우스 클릭만으로 프로그램과

판독하고자 하는 설문지 관련 정보가 

자동설치 및 세팅되며 

OMR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 
(예시) 

학부모 설문지 1,000장 판독 시,

1,000장 × 50원 = 50,000원으로 판독진행

사용중인 스캐너나 복합기 사용

판독의

편의성

판독진행의 

예산절감

판독의

신속·정확성



교원능력개발평가 OMRSCAN설문조사 실시 전 유의사항

교원능력개발평가 OMRSCAN 설문조사 실시 전 유의사항입니다.  설문지 프린트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NEIS에서 OMRSCAN 설문지 프린트

③ 설문조사 실시

OMR설문지 발송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

1. 설문표기는 ‘●’와 같이 표기하세요.

2. 표기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우세요.

3. 그림에서 붉게 표시된 타이밍마크(        )부분이 훼손되면 안됩니다.

   (서술형 의견란 작성 시,  타이밍마크를 침범하거나 낙서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엠알스캔(주)   TEL : 070-8630-3802   FAX : 0505-376-3636   E – mail : omr@omrscanner.com
원격지원 : http://ezh.kr/omrscan              홈페이지 : www.omrscanner.com / www.omrscan.co.kr

① OMRSCAN 설문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설문지 프린트 시 주의사항

1. 우측 그림의 붉게 표시된 우측의 타이밍마크(        )부분이 진하고  

    선명하게 프린트 되어야 합니다.

2. A4용지 가운데에 프린트 되도록 합니다. (상하좌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3. 되도록 한 대의 프린트기로 모든 설문지를 프린트합니다. (여러 대를 사용하지 마세요.)

4. 흰색 용지를 사용합니다.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우 : 학교 수 / 설문지 총 수량 (단위: 장)

-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설문지 총 수량 (단위: 장) 

OMR설문지 프린트 시, 각 선생님별로 각각 프린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