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방식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전 지역 중학교 도입!
정확한 판독력과 기술력이 입증된 채점시스템!
OMRSCAN 서술형평가 채점 시스템은 서술형(서답형)문항 및 수행평가를 온라인
(인트라넷)으로 성적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술형 평가 비중 확대에 따른
편리하고 정확한 채점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요 특징 및 도입효과 ]
시스템 관리자
교사 PC에서 인트라넷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간편하게 조회

수능채점과 동일한
OMR스캔방식

학생 답안지 및 수행평가
원본 이미지 확인

이미지가 PC에 저장되어
답안지 분실 및 훼손 방지

A
웹에서 성적조회
및 이의제기

B
이미지 스캔방식

OMRSCAN
Easy NEIS Plus
C
정확한 판독

D
보안성

▶

답안지 이미지가 저장되어 답안지 분실 및 훼손 등의 문제 차단

▶

완벽한 보안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점시스템

채점 담당자
▶

내신평가·수행평가 관리의 간소화

▶

학생 성적이의 신청 처리 업무 감소

▶

종이 답안지가 아닌 이미지로 확인처리

▶

웹에서 성적확인 및 답안지 이미지 확인과 이의신청 처리

▶

1, 2차 동시 채점과 3차 채점으로 인한 성적처리 시간 단축

▶

다양한 보고서 제공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성적관리

▶

NEIS와 호환 및 개인컴퓨터에서 NEIS 성적업로드

▶

국제특허, GS인증과 수 많은 학교 사용에 따르는 안정성

온라인(인트라넷)으로
외부에서 접속 차단

정밀판독 국제특허제품
조달등록 및
GS(Good Software)인증 업체

[ 주요 화면 ]

학생
▶

웹에서 자신의 답안지 이미지와 성적 확인

▶

웹 상에서 성적이의 신청 제기

▶

학생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해주셨습니다.)

객관식은 자동 채점되며, 서술형 문항 및 수행평가는 답안지 원본 이미지를

개인별, 문항별로 정렬하여 채점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석자료 및 점수

보며 평가 점수를 입력하고 점수에 대한 근거를 텍스트와 펜 마우스로 적을

근거자료를 저장 및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림] 서술형 답란 채점 화면

[그림] 서술형 평가 채점 현황 관리 화면

[ 처리절차 ]
www.easyneis.net
Easy NEIS에서 성적확인
(학교 방침에 따라 선택적 채택)

3차 채점

나이스

학생/학부모 [웹에서 성적확인]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Upload
1차 채점

2차 채점

답안지 스캔

교차채점 (1,2,3차)

학생답안데이터 파일 저장

NEIS에 결과물 업로드

답안지 스캔과 동시에
객관식 채점 후 이미지 저장

선생님 PC에서 학생답안
이미지 확인 및 채점
성적데이터 확인

NEIS에 저장할 수 있는
CSV파일로 데이터 저장

NEIS에 접속하여 CSV파일을
NEIS에 업로드

[ 웹 성적확인 시스템 ]

(웹 성적확인 시스템은 학교방침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스캔한 답안 이미지와 데이터를 학교 웹 서버에 올려 학생들이 자신의 답안지 이미지 및 점수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답안확인요청 업무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성적처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Easy NEIS는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할 수 있으며, 실시간 웹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www.easyneis.net 참조)
•개별성적확인
•답안지 원본 이미지 확인
•학교별 공지사항 확인

•답안지 원본 이미지 공개
•학교별 공지사항 게시

•성적이의신청 승인 및 거절

•성적이의신청 제기

교사

학부모/학생

[ OMRSCAN 솔루션 구성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시연해드립니다.

OMRSCAN PRO ver.1.00.0
나라장터(G2B)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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