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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사회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스
터고등학교의 졸업인증 및 취업관리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증가되
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담당교사가 엑
셀 및 서류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교사의 변경,
학년이력에 따른 자료 연동성, 분야별 자료관리의 문제점이 발생
됩니다.
MeisterGo Solution(마이스터고 솔루션)은 NEIS의 자료를 활용하
여 학생의 기본이력, 마이스터고 분야별 인증, 취업관리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NEIS
자료활
용

취업 통
계및관
리

학생별
성적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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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Solution

취업 산
업체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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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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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2. MeisterGO(마이스터고) 솔루션 특징

마이스터고 솔루션은 학생의 기초자료를 NEIS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자료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인증 분야를
관리하고 취업관련 정보를 관리 합니다.
마이스터 인증분야는 기본적으로 직업기초능력, 분야별 자격증 및 능력, 외
국어 능력, 정보화(IT자격증)능력, 봉사활동, 독서활동, 태권도 등 학교에서 도
입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제작되며, 취업관리는 학생별, 산업체별 취업정보
및 관리 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 인증

직업기초능력

MeisterGO
Solution
특징

개인성적조회
산업체관리

분야별 자격증 및 능력

현장실습 및 체험 관리

외국어 능력

산업체지원관리

정보화(IT자격증)능력

각종 통계 자료 조회

봉사활동

기가별, 산업체별 취업률

독서활동
태권도

학교 마이스터
졸업인증 계획에
맞춤 제작

취업관리

NEIS자료 활용

 학생별 기초정보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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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3. MeisterGO(마이스터고) 솔루션 흐름

마이스터고 솔루션은 마이스터인증과 취업관리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권한을 달리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분야별, 학년별, 학급별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 합니다.
학생 기초자료
NEIS 활용

MeisterGo 솔루션
선생님 개인 PC에서
마이스터인증 및 취업관리를
확인
[마이스터인증 분야별 권한교사]

MeisterGo 솔루션

[취업관리 분야별 권한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및 마이스터인
증, 취업관리 기
초작업 설정

권한별 마이스터인증
및 취업관리 자료 입
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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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Ⅱ. MeisterGo 솔루션
1. 마이스터 졸업인증 주요화면
2. 취업관리 주요화면

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마이스터고 솔루션

마이스터고 솔루션에 로그인하여 마이스터인증, 취업정보관리 분야로 선택하여 시스템에 접속합
니다.

학생정보

NEIS의 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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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학생 교과성적

NEIS의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하고 석차, 성적분석에 사용 됩니다.

메뉴권한관리

교사별, 학과, 학급, 메뉴등을 상세하게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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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마이스터인증 등급

마이스터인증을 한글, 영문, 숫자등으로 등급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 분야별 인증 관리 - 직업기초능력

인증에 대하여 사용/미사용을 구분하며, 해당 메뉴를 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화면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영역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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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마이스터 분야별 인증 관리 - 외국어능력

외국어능력에 대한 인증관리입니다. 토익, 토플등 외국어관련 종류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등급 및
점수별로 마이스터인증 등급을 부여합니다.

마이스터 분야별 인증 관리 – IT자격증

정보화능력(IT자격증) 관리입니다. 자격증관리 및 경시대회 입상관리를 설정하여 마이스터인증 등
급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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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외국어능력 자료 입력 및 조회

외국어능력에 대한 자료 입력 및 수정입니다. 자료입력은 멀티 선택 방식으로 여러명을 한번에 입
력 할 수 있으며, 시험종류, 점수 등 상세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능력(IT자격증) 자료 입력 및 조회

정보화능력(IT자격증) 자격증 종류, 취득구분(필기/실기), 기능대회 수상 내용을 입력 조회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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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마이스터 인증 상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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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1. 마이스터인증 주요화면

마이스터 졸업인증 사정표

학교에서 사용되는 마이스터졸업인증 기준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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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2. 취업관리 주요화면
산업체 관리

학교와 협약 및 비협약, 동일계학과 등 으로 구분지어 산업체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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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2. 취업관리 주요화면
산업체 석차연명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과성적을 산출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별 할 수 있습니다.

학급별, 산업체 취업관리

학급별로 산업체에 지원한 이력, 산업체로 지원한 학생별로 입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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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2. 취업관리 주요화면
개인별 신상 명세서

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비교과, 자격증 및 현장실습/체험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취업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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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이스터고 솔루션
2. 취업관리 주요화면
기간별 취업률

산업체별 취업률

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비교과, 자격증 및 현장실습/체험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취업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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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업체일반
1. 회사소개

회사소개
본사는 학사업무솔루션 개발 전문회사로 그 동안 오직 학교업무 전산화 솔루션만을 1994년부터 전
문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회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격려에 힘입어 2014년도 한해 전국 3,900여개
학교에 본사의 솔루션이 보급되어 이제 학교업무전산화 분야에서 만큼은 국내 정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입정보서비스 대입정보시스템(UNIV)을 개발하여 1,500개 고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부정행위방
지용 OMR카드 출시와 특허취득으로 2008년 한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고등학교 수능모의고사 프로그램(BLSN)은 575개 고등학교에 보급되어 시도교육청 및 사설모의고
사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명

고등학교

취업관리 시스템

순천청암고, 서울로봇고, 부산자동차고, 공주마이스터고, 연무대기계공업고, 합덕제철고, 충
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전남생명과학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해운대공업고, 경기기계
공업고, 금파공업고, 전남공업고, 송원여자상업고, 안산여자정보고, 안산디자인문화고, 인천
정보산업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성적처리

서울도시과학고, 부산자동차고, 울산현대공업고, 경북기계공업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소
프트웨어고, 합덕제철고, 공주마이스터고, 연무대기계공업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광주자동
화설비공업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거제공업고

고입선발 프로그램

경북하이텍고, 국악고, 경북하이텍고,울산공업고, 울산경영정보고,울산여자상업고,울산산업
고,울산생활과학고,울산미용고,울산산업고

마이스터 졸업인증
시스템

서울로봇고, 평택기계공업고, 부산자동차고, 대구일마이스터고, 금오공업고, 대덕소프트
웨어고, 공주마이스터고, 연무대기계공업고, 합덕제철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충북반도
체고, 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현대공업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원자력마
이스터고, 원주의료고
서울

전국 지사망

(02)499-0021

대전

본사

(042)471-4902

대구
(053)471-4902

울산
전주

(052)961-7458

(063)229-4902

광주

부산
(051)747-9639

(062)263-2851

마산
(055)25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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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연혁

회
사

사
업

분

주
연

락

명

㈜비엘소프트

야

학교업무 전산화 프로그램개발 및 전산용지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29-21번지 비엘빌딩

처

전화 : 042) 471-4901

회 사 설 립 년도

1994 년 2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1994 년 2 월 ～

대표자

변규일

FAX : 042)471-6447

현재

< 주요연혁 >
년.월

내

용

1994.08

㈜비엘소프트 설립

1995.08

교육부 전산개발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1998.02

울산지사 설립

2001.01

부산지사, 광주지사 설립

2001.03

서울사무소 개소

2001.05

신기술개발분야 벤처기업등록

2001.12

병역특례업체 지정

2003.02

대구,마산,전주지사 설립

2004.09

한남대학교외 6개 대학과 산학렵력체결

2005.09

전주대학교외 20여 대학과 산학협력체결

2006.06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수능답안 채점 - 특허등록

2008.05

부정행위방지 OMR카드 - 특허등록(한국,일본,미국,중국)

2009.06

메꿈식 OMR카드 - 특허등록

2010.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MAIN-BIZ) 인증

2010.03

ISO 9001(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부가서비스)인증

2010.10

본사 대전 유성사옥으로 이전

2011.02

평가처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04

이미지패턴을 이용한 OMR카드 마킹인식법 - 특허등록

2012.04

SDP솔루션 V1.0(스캐너를 이용한 성적관리) - GS인증

2013.02

전국 3,9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프로그램 보급

2015.10

마이스터고 원서접수, 인증 및 취업관리 시스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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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사소개

3. 조직 및 인원

BLSOFT
서울사무소
광주 부산 울산
마산 대구 전주 지사

이사회
대표이사, 관리이사, 총괄이사

프로그램개발부

IT사업부

전산관리부

고객지원부

개발운영 기획

기획 마케팅

영업 관리 기획

고객관리

응용 개발팀

입시분석

회계 경리

고객상담

웹 개발팀

웹 개발팀

영업관리

디자인

디자인

회사관리

10 명

8명

14 명

프로그램개발부

IT사업부

6명

▪
▪
▪
▪
▪

SDP솔루션 개발/관리
학사업무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관리
대입정보 프로그램(UNIV) 개발 / 관리
관공서 성적처리 및 스캐너, OMR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신규사업 기획

▪
▪
▪
▪
▪

D/M 사업 및 자사물품 기획 / 관리
산학협력 대학 제휴 관리
마케팅 기획
▪ 광고 유치
온라인 성적처리
▪ 입시 분석 관리
컨텐츠 기획
▪ Data Base 관리

전산관리부

▪ 회계.경영 관리
▪ 인사관리 및 지원

고객지원부

▪ 고객 관계 관리
▪ 전화상담업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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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내용

성적처리

OMR, SCAN 프로그램
성적처리 프로그램 및 3,900여 초중고에
OMR, SCAN 리더기, 소프트웨어 및 OMR답안 개발 납품 관리
수능모의고사, 중고등학교 성적처리, 교원능력평가
대입정보시스템
1,500여개 고등학교에 선생님, 학생들의 위한 대입정보 시스템 보급

교육청 사업
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 프로그램, 정서행동발달 검사,
중학교 고입내신산출 프로그램, OMR/SCAN 리더기 납품

WEB

SDP솔루션
인트라넷 성적처리 & 진로진학상담 시스템
OMR 및 스캐너로 성적처리, 온라인으로 채점 및 점수 확인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시스템
내신닷컴
www.nesin.com(내신닷컴) 매년 15만명의 학생들이
대입정보 및 내신산출을 이용함

진학정보 시스템
광주교육청 http://jinhak.gen.go.kr
울산교육청 http://jinhak.use.go.kr
진학정보 시스템 운영 중(웹 수능/모의고사 채점 서비스)

대학사업

대학 사업
50여개 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DM발송, 입시설명회, 대학홍보 및 광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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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업체일반
5. 3년간 주요실적
2015년

12월

제주교육청 온라인 서술형 채점 용역, 국립중앙도서관 답안지 및 성적처리 용역, 대진대학교
광고 수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성적처리, 충남교육청 고입선발 성적처리, 국군수도병원 OMR
리더기 납품, 강원도교육청 설문 용역처리, 강원도교육청 OMR채점 프로그램, 홍성교육지원청
설문처리, 경기도교육청 학교조직 웹프로그램 개발, 충남교육청 설문조사 OMR 카드외, 광주
광역시교육청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

11월

울산 특성화고등학교 신업생전형프로그램 8개교,강원도교육청 자기생각 설문지 용역처리

10월

충남교육청외 15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처리,
세종시교육청 고입선발프로그램 유지보수, 호서대학교 OMR 전산처리

9월

마이스터고 신입생 원서접수 및 전형처리 유지보수 15개교

8월

동국대학교 온라인논술채점 및 실기 채점 시스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OMR용역처리

7월

충남교육청 33개교 스마트채점 시스템 유지관리

3월

대전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중학생 교과학습 진단평가 답안지 인쇄 및 성적처리,
울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2014년
12월

울산지역 6개 특성화고교 원서접수, 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 고입원서 실시간 온라인서비스
충남교육청 및 12개 충남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처리
경남교육청 및 충북교육청 고입선발 프로그램, 대전 동부 · 서부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1월

강원도교육청 입학전형 학생 배정 설문조사

10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채점 용역처리

9월

수도전기공업고 외 12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원서접수 및 성적처리
경남교육청 고입선발 프로그램, 충남교육청 고입전형 프로그램

8월

세종시교육청 2015학년도 고입전형,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치유지도사 평가

7월

에듀엔컴 진단검사, 경기도소방학교 채용시험
대전동부 서부 교육지원청 학업성취도평가, 대전수학회 중 · 고등부 성적처리

5월

연세의대 성적평가 채점시스템, 산림청 채용시험 처리

4월

경북교육연구원 중1,2학년 및 초등 진단평가, 울산교육청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2월

충남교육청 스마트채점 30개학교 유지보수
선경출판인쇄사 OMR CARD, 대전 동부 · 서부교육청 2014중학교 진단평가

2013년
10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외 9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원서접수 및 성적처리
한국약햑교육협의회 채점 용역처리

9월

충북교육청 고입선발 모의고사 OMR답안지 제작 및 보급
세종시교육청 고입전형 내신산출 프로그램

8월

충남교육연수원 임지 기반 서술형평가 온라인채점 프로그램

7월

대전동부 서부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처리
예일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센터 구축

6월

예일디자인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취업센터 구축 , 대학수학회 중고등학교 용역처리

5월

산림청 성적처리, 합덕제철고등학교 마이스터인증 솔루션 구축
한라대학교 스캔용역처리

4월

대전동부, 서부교육청 중학교 진단평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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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초중고 납품실적

[서울] 282개교

[강원] 94개교

강명중 강일중 경신중 고려대사범부속중 광성중 광장중 국립국악중 국립전통중 국사봉중 대경중 대신중 덕성여중 도곡중 명일중 문일중 미양중
배재중 보성여중 보인중 삼정중 상암중 상원중 서라벌중 서울동신중 서울송정중 서울신도중 서울영도중 서울일신여중 서초중 석촌중 성남중 송곡여중
숙명여중 신목중 아현중 언주중 영원중 원촌중 은평중 이수중 인헌중 장평중 재현중 중앙중 하계중 혜원여중 가락고 가재울고 강동고 강서공고 개포고
건국대사범부속고 경기여고 경기여상 경동고 경문고 경복고 경복여고 경성고 경신고 경인고 경일고 경희고 경희여고 고려대사범부속고
고명정보산업고 고척고 공항고 관악고 광남고 광문고 광성고 광신고 광양고 광영여고 광운전자공고 구일고 구현고 국립국악고 금옥여고 금천고
남강고 노원고 누원고 단국대부속고 당곡고 대경정보산업고 대광고 대성고 대원여고 대원외고 대일고 대일관광고 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대진여고
덕성여고 덕수고 덕원여고 덕일전자공고 독산고 동구마케팅고 동국대사범부속고 동국대사범부속여고 동덕여고 동명여고 동명여정보산업고 동북고
동성고 동양고 동일여고 동작고 둔촌고 면목고 명덕여고 명덕외고 명일여고 명지고 무학여고 문일고 문정고 문현고 미림여고 반포고 방산고 배명고
배문고 배재고 배화여고 보성여고 보인고 불암고 삼성고 상계고 상명고 상명대사범부속여고 상문고 상암고 상일여고 서문여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강서고 서울강일고 서울고 서울공연예고 서울관광고 서울국제고 서울대원고 서울대사범부설고 서울문영여고 서울문화고 서울성남고 서울세종고
서울세화고 서울양정고 서울여고 서울영상고 서울외고 서울중앙여고 서울한영고 서초고 석관고 선덕고 선사고 선유고 선일여고 선정고 선정관광고
성덕고 성동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성보고 성수고 성신여고 성심여고 성암국제무역고 세명컴퓨터고 세현고 송곡여고 수도여고 수락고 수명고 숙명여고
숭문고 숭의여고 신광여고 신도고 신도림고 신림고 신목고 신서고 신일고 신현고 압구정고 양재고 언남고 여의도고 염광고 염광여메디텍고 영동고
영동일고 영포고 영포공고 영포여고 영락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영신여고 영일고 예일디자인고 예일여고 오금고 오류고 오산고 용문고 용화여고
원묵고 월계고 은광여고 은평고 이대부속이화금란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인창고 인헌고 일신여상 자양고 자운고 잠신고
잠실고 잠실여고 잠일고 장충고 재현고 정신여고 정의여고 중경고 중동고 중산고 중앙고 중앙대사범부속고 중화고 진관고 진명여고 진선여고
진형중고 창덕여고 창동고 창문여고 청담고 청량고 청원고 청원여고 충암고 판곡고 풍문여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광고 한국삼육고 한서고 한성고
한성여 고 한성 화교 고 한세 사이버 보안 고 한양 공고 한 양대 사범 부속고 해 성국 제컨 벤션고 해 성여 고 현대고 혜성여 고 혜원 여고 혜화 여고
홍익대사범부속여고 홍익대사범부속고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환일고 효문고 휘경공고 휘문고 휘봉고

[충남] 259개교

[부산] 127개교
가람중 가야여중 감천중 광안중 구남중 내성중 다대중 다선중 대동중 덕천중 동삼중 망미중 명호중 모라중 모전중 반안중 부산동평중 부산신정중
부산진여중 부산진중 부흥중 삼성중 신곡중 신도중 신라중 신주중 안락중 영선중 용수중 장림여중 재송여중 주례중 초장중 한바다중 해강중 가야고
건국고 경남고 경남공고 경남여중 경남외고 경원고 경일고 경혜여고 계성여상 광명고 구덕고 국제고 금곡고 금명여고 금성고 금정여고 낙동고 남산고
남성여고 내성고 대덕여고 대명여고 대연정보고 덕문여고 데레사여고 동래고 동아공고 동의공고 동인고 동주여고 만덕고 명호고 반여고 부경고
부사마케팅고 부산강서고 부산고 부산공고 부산기계공고 부산남고 부산남일고 부산남일고 부산동고 부산동여고 부산디지털고 부산백양고 부산보건고
부산산업과학고 부산산업학교 부산서여고 부산신정고 부산에너지과학고 부산여고 부산여상 부산예고 부산자동차고 부산장안고 부산정보고
부산중앙여고 부산중앙여중 부산진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항만물류고 부성고 부일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부흥고 분포고 브니엘고 사직여고
삼성여고 삼정고 성도고 성모여고 세정상고 센텀고 신도고 연제고 영도여고 예문여고 이사벨고 장안제일고 주례여고 지산고 충렬고 학산여고 해강고
해동고 해운대고 혜광고 혜화여고

[대구] 74개교
경명여중 공산중 달성중 대구방송통신중 대구체육중 대명중 동변중 매천중 성당중 성화중 평리중 월서중 천내중 효성중 강동고 강북고 경덕여고
경명여고 경북고 경북기계공고 경북대사범부설고 경북여고 경북여상 경원고 경일여고 경화여고 계성고 구암고 능인고 다사고 달성고 대건고
대구경상고 대구고 대구남산고 대구상원고 대구서부고 대구여고 대구외고 대구운암고 대구제일고 대구제일마이스터고 대륜고 대원고 대진고 도원고
동문고 매천고 상인고 성광고 성산고 성서고 시지고 신명고 심인고 영남고 영남공고 영송여고 영신고 영진고 오성고 와룡고 원화여고 정화여고 청구고
칠성고 포산고 학남고 함지고 현풍고 협성고 호산고 화원고 효성여고

[인천] 139개교
마장초 부평동초 인천도화초 인천마전초 인천석천초 인천신촌초 인천연화초 인천옥련초 인천장도초 인천주안남초 간재울중 강화여중 검단중 공항중
남인천여중 부원중 부평동중 북인천여중 불로중 산곡남중 산곡중 삼산승영중 연화중 영종중 용현중 구월여중 인성여중 인송중 인주중 인천구산중
인천상정중 인천서창중 인천석남중 인천성리중 인천중 인하대사범부속중 재능중 진산중 청천중 가림고 가정고 가좌고 강남영상미디어고 강화고
강화여고 검단고 경인여고 계산고 계산여고 계양고 광성고 교동고 대인고 도림고 동산고 동인천고 명신여고 문일여고 미추홀외고 백령종합고 백석고
부개고 부개여고 부광고 부광여고 부평고 부평디자인과학고 부평여고 삼량고 삼산고 서도초중고 서운고 서인천고 석정여고 선인고 송도고 숭덕여고
신명여고 신송고 안남고 연수고 연수여고 영종고 영종국제물류고 영화관광경영고 옥련여고 인명여고 인성여고 인일여고 인제고 인천고 인천고잔고
인천공항고 인천기계공고 인천남고 인천남동고 인천논현고 인천대건고 인천디자인고 인천만수고 인천부흥고 인천비즈니스고 인천산곡고 인천상정고
인천생활과학고 인천세무고 인천세원고 인천송천고 인천신현고 인천여고 인천연송고 인천영선고 인천영흥중고 인천예일고 인천외고 인천원당고
인천정보산업고 인천제일고 인천중앙여상 인천진산과학고 인천청라고 인천체육고 인천초은고 인천하늘고 인천해송고 인천효성고 인평자동차정보고
인하대사범부속고 인항고 인화여고 작전고 작전여고 재능고 정석항공과학고 제물포고 청학공고 학익고 학익여고 해원고

[광주] 156개교
각화중 고려중 광덕중 광산중 광주경신중 광주동명중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광주동신여중 광주동신중 광주무진중 광주북성중 광주서광중
광주서석중 광주송원중 광주수피아여중 광주숭일중 광주중 광주진흥중 광주체육중 광주충장중 광주화정중 광주효광중 금구중 금당중 금호중앙중
금호중 대성여중 대자중 대촌중 동아여중 두암중 무등중 문산중 문성중 문화중 문흥중 봉산중 봉선중 비아중 산정중 살레시오여중 살레시오중 상무중
상일중 서강중 선운중 성덕중 송광중 송정중 수완중 수완하나중 숭의중 신가중 신광중 신용중 신창중 양산중 영천중 용두중 용봉중 우산중 운남중
운리중 운림중 운암중 월계중 월곡중 월봉중 유덕중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임곡중 장덕중 전남대사범부설중 전남중 정광중 조선대부속중 조선대여중
주월중 지산중 진남중 천곡중 첨단중 치평중 평동중 풍암중 하남중 호남삼육학교 고려고 광덕고 광일고 광주경신여고 광주경영고 광주고 광주공고
광주과학고 광주대동고 광주동성고 광주동신고 광주동신여고 광주서석고 광주석산고 광주수피아여고 광주숭일고 광주여고 광주여상 광주예고
광주인성고 광주자동화설비공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고 광주제일고 광주진흥고 국제고 금파공고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대광여고 대성여고
동명고 동아여고 동일전자정보고 명진고 문성고 문정여고 보문고 빛고을고 살레시오고 살레시오여고 상무고 상일여고 서강고 서진여고 설월여고
성덕고 송원고 송원여고 송원여상 수완고 숭덕고 숭의고 운남고 장덕고 전남고 전남공고 전남대사범부설
고 전남여고 전남여상 정광고 조선대부속고 조선대여고 첨단고 풍암고 호남삼육고

[대전] 142개교

경덕중 대덕중 대성여중 대성중 대전가양중 대전가오중 대전갑천중 대전관저중 대전관평중 대전괴정중 대전구봉중 대전글꽃중 대전남선중
대전내동중 대전노은중 대전느리울중 대전대문중 대전대신중 대전덕명중 대전도마중 대전도안중 대전동산중 대전두리중 대전둔산중 대전둔원중
대전만년중 대전매봉중 대전문정중 대전문화여중 대전버드내중 대전법동중 대전변동중 대전봉명중 대전봉산중 대전봉우중 대전삼육중 대전삼천중
대전새미래중 대전서중 대전송강중 대전송촌중 대전신계중 대전어은중 대전여중 대전외삼중 대전용운중 대전용전중 대전월평중 대전자운중
대전장대중 대전전민중 대전정림중 대전중 대전지족중 대전탄방중 대전태평중 대전하기중 대청중 동대전중 동명중 동방여중 동신중 동화중 보문중
성덕중 신일여중 신탄중앙중 신탄진중 오정중 우송중 유성중 중리중 진잠중 청란여중 충남여중 충남중 한밭여중 한밭중 호수돈여중 회덕중 경덕공고
계룡공고 남대전고 대덕고 대성고 대성여고 대전가오고 대전고 대전공고 대전과학고 대전관저고 대전괴정고 대전구봉고 대전국제통상고 대전노은고
대전대신고 대전동산고 대전둔산여고 대전둔원고 대전만년고 대전반석고 대전복수고 대전서일고 대전성모여고 대전송촌고 대전신일여고
대전여고방송통신고 대전여고 대전여상 대전예고 대전예지중고 대전외고 대전용산고 대전이문고 대전전민고 대전제일고 대전중앙고 대전지족고
대전체육고 대전한빛고 도안고 동대전고 동방고 동신과학고 동아마이스터고 명석고 보문고 서대전고 서대전여고 서일여고 신탄진고 우송고 유성고
유성생명과학고 유성여고 중일고 청란여고 충남고 충남기계공고 충남여고 한밭고 호수돈여고

[울산] 100개교
강남중 강동중 구영중 남목중 남외중 남창중 농소중 다운중 달천중 대현중 동평중 두광중 매곡중 명덕여중 무거중 무룡중 문수중 범서중 삼호중
상안중 서생중 성안중 신언중 신정중 야음중 약사중 언양중 옥현중 온산중 울산동중 울산서여중 울산여중 울산제일중 웅촌중 월평중 유곡중 이화중
일산중 진장중 천곡중 천상중 청량중 태화중 학성여중 현대청운중 호계중 화봉중 화암중 화진중 효정중 강남고 남목고 다운고 달천고 대송고 대현고
동천고 매곡고 무거고 무룡고 문수고 방어진중 범서고 삼산고 삼일여고 성광여고 성신고 신선여고 신정고 애니원고 약사고 양운고 언양고 우신고
울산경영정보고 울산경의고 울산고 울산공고 울산과학고 울산동천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미용예술고 울산산업고 울산생활과학고 울산여상 울산예고
울산외고 울산인터넷고 울산제일고 울산중앙고 울산중앙여고 웅상고 학성고 학성여고 함월고 현대고 호계고 홍명고 화봉고 화암고

[경기] 466개교
개군중 경민여중 경민중 경북중 경화여중 계남중 고촌중 광남중 광주광일중 광탄중 교하중 군남중 군서중 금촌중 금파중 기안중 김포중 남양중 남한중
능실중 대흥중 도래울중 동광중 동남중 동두천신흥중 동백중 만정중 모락중 미금중 미사강변중 별가람중 병점중 보영여중 부곡중앙중 부인중
부천여월중 비룡중 상록중 상하중 상현중 샘물중 생연중 선일중 성남여중 성서중 성일중 성주중 세마중 소래중 소명여중 소하중 시흥연성중 신봉중
안곡중 안성여중 안성중 안양서여중 야탑중 양곡중 양오중 양일중 양주백석중 양진중 여주중 연천중 영북중 영중중 오성중 와부중 와우중 용문중
운양중 운중중 이천사동중 이천양정여중 이천중 이충중 일산동중 일죽중 장내중 장당중 장성중 전곡중 정발중 주곡중 죽산중 지도중 지산중 창명여중
천보중 초월중 충의중 충현중 판교중 평택중 푸른솔중 풍동중 풍산중 한광중 해솔중 향남중 화성동화중 회룡중 효명중 가온고 가운고 가좌고 가평고
경기과학고 경기관광고 경기국제통상고 경기글로벌통상고 경기모바일과학고 경기물류고 경기세무고 경기영상과학고 경기외고 경기창조고 경민고
경안고 경화여고 경화여자잉글리쉬비즈니스고 계남고 계원예술고 고색고 고양국제고 고양동산고 고양외고 고양일고 고잔고 곤지암고 과천외고
과천중앙고 관양고 관인고 광교고 광남고 광덕고 광동고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주고 광주중앙고 광탄고 교하고 구리고 구리여고 구성고 군서고
군포E비즈니스고 권선고 금촌고 기흥고 김포고 김포외고 김포제일고 나루고 남양고 남양주금곡고 늘푸른고 능곡고 능동고 단원고 대신중고 대지고
대평고 대화고 덕계고 덕산고 덕소고 덕이고 덕정고 덕현고 도농고 도당고 돌마고 동광고 동남고 동두천고 동두천외고 동두천중앙고 동백고 동안고
동원고 동일공고 동탄고 동탄국제고 동패고 동화고 마석고 마송고 망포고 매원고 매탄고 명문고 무원고 문산고 문산여고 문산제일고 반송고 발곡고
백마고 백송고 백신고 백암고 백양고 백영고 범박고 별내고 병점고 보라고 보영여고 보정고 보평고 복정고 봉담고 봉일천고 부곡고 부곡중앙고 부명고
부용고 부원고 부천고 부천북고 부천여고 분당경영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불곡고 비봉고 비전고 사우고 산본고 삼괴고 삼일상고 삼평고
상동고 상록고 상우고 상원고 상일고 상현고 서울삼육고 서원고 서정고 서해고 서현고 선부고 성남금융고 성남서고 성남여고 성남외고 성문고 성복고
성사고 성안고
성일고 성일정보고 성포고 세경고 세마고 세원고 세종고 소래고 소명여고 소사고 소하고 솔터고 송내고 송림고 송산고 송우고 송탄고 송탄제일고
송현고 송호고 수내고 수리고 수원고 수원수성고 수원여고 수원영생고 수원외고 수원칠보고 수일고 수주고 수지고 수택고 숙지고 시온고 시흥고
시흥능곡고 시흥매화고 신갈고 신길고 신봉고 신성고 신일비즈니스고 신장고 신천고 신한고 신흥고 심석고 심원고 안곡고 안법고 안산고 안산공고
안산디자인문화고 안성고 안성두원공고 안성여고 안양고 안양공고 안양부흥고 안양여고 안양예고 안화고 야탑고 양곡고 양명고 양명여고 양서고
양일고 양주고 양주백석고 양지고 양평고 여주고 여주자영농고 여주제일고 역곡고 연천고 영덕고 영덕여고 영복여고 영신여고 오남고 오산고
오산정보고 와부고 용문고 용인고 용인백현고 용인성지고 용인정보고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 용호고 우성고 운산고 운암고 운양고 운정고 운중고
운천고 원곡고 원미고 원종고 율천고 은행고 은혜고 의왕고 의왕백운고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이매고 이우고 이천고 이천세무고 이천양정여고 이충고
이포고 이현고 인창고 일동고 일산고 일산국제컨벤션고 일산대진고 일산동고 일산백석고 장곡고 장안고 장호원고 저동고 저현고 전곡고 점동고
정명고 정명정보고 정발고 정왕고 조원고 조종고 주엽고 죽전고 중원고 중흥고 진건고 진성고 진접고 창현고 천천고 청덕고 청명고 청평고 청학고
초당고 초지고 충현고 충훈고 태광고 태성고 태원고 태장고 토평고 통진고 퇴계원고 파주고 파주여고 판곡고 평내고 평촌경영고 평촌고 평택고
평택기계공고 평택여고 포곡고 포천고 풍덕고 풍동고 풍무고 풍산고 풍생고 하남경영고 하남고 하성고 한광고 한국관광고 한국문화영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한민고 한솔고 함현고 행신고 향남고 향일고 현암고 현화고 호매실고 호원고 호평고 홍천고 화성고 화성예당고 화수고 화정고
화홍고 효명고 효성고 효양고 효원고 효자고 흥덕고 흥진고

Ⅲ-6

기린중 김화여중 김화중 남춘천여중 대룡중 대암중 도계중 동해광희중 묵호중 사북중 서석중 설악여중 설악중 소양중 속초여중 신철원중 양구여중
양구중 양덕중 원덕중 원주대성중 인제중 철원여중 함태중 해안중 홍천여중 화천중 횡성중 강릉고 강릉명륜고 강릉문성고 강릉여고 강릉제일고
강원고 강원과학고 강원대사범부설고 강원외고 강일여고 경포고 고성고 고한고 기린고 김화고 내면고 도계고 도계전산정보고 동해광희고
동해삼육중고 묵호고 문막고 봉의고 북원여고 북평고 북평여고 사내고 사북고 삼척고 삼척여고 석정여고 설악고 성수고 성수여고 신남고 신철원고
양구고 양양고 양양여고 여량고 영월고 원주고 원주삼육고 원주상지여고 원주여고 원주의료고 원통고 유봉여고 육민관고 인제고 장성여고 정선고
철원고 철원여고 춘천고 춘천여고 치악고 태백기계공고 평창고 홍천고 홍천여고 화천고 화천정보산업고 황지고 횡성고 횡성여고

성환초 가야곡중 갈산중 강경여중 강경중 건양중 결성중 계광중 고대중 고덕중 공주대사범부설중 공주북중 공주여중 공주영명중 공주중 광천중
광풍중 근흥중 금산동중 금산여중 금산중 금암중 금호중 기민중 남면초중 내포중 논산대건중 논산여중 논산중 당진중 당진중대호지분교장 대산중
대술중 대천서중 대천여중 대천중 덕산중 도담중 동성중 동영중 둔포중 면천중 목천중 백제중 병천중 보령대명중 보령주산중 봉황중 부석중
부여여중 부여중 삽교중 서령중 서면중 서산명지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 서산여중 서산중 서일중 서천중 석성중 선도중 설화중 성환중 송남중
송악중 순성중 신평중 쌘뽈여중 아산배방중 아산중 엄사중 연동중 연무여중 연무중 연서중 예산여중 예산중 온양신정중 온양여중 온양용화중
온양한올중 외산중 용강중 용남중 우성중 웅천중 원당중 원이중이원분교 월봉중 유구중 은산중 음봉중 이인중 인주중 인지중 임천중 입장중
장기중 장항중 전의중 정산중 정안중 제원중 조치원여중 조치원중 진산중 천남중 천성중 천안가온중 천안동중 천안두정중 천안백석중 천안봉서중
천안부성중 천안북중 천안불당중 천안새샘중 천안서여중 천안성성중 천안성정중 천안신방중 천안쌍용중 천안여중 천안오성중 천안용곡중 천안중
청라중 청신여중 청양중 추부중 탄천중 탕정중 태안여중 태안중 팔봉중 한내여중 한산중 한솔중 합덕여중 합덕중 호서중 홍산중 홍성여중 홍성중
홍주중 화성중 환서중 갈산고 강경고 강상고 건양고 계룡고 공주고 공주금성여고 공주대사범부설고 공주마이스터고 공주여고 광천제일고 금산고
금산산업고 금산여고 금산하이텍고 논산고 논산공고 논산대건고 논산여고 논산여상 당진고 당진정보고 대산고 대천고 대천여고 대천여상 덕산고
도담고 만리포고 목천고 배방고 병천고 복자여고 부석고 부여고 부여여고 부여전자고 부여정보고 북일고 북일여고 삽교고 서령고 서산고 서산여고
서산중앙고 서야고 서일고 서천고 서천여고 서해삼육고 설화고 성남고 성환고 세종고 세종국제고 송악고 신평고 쌘뽈여고 아산고 아산온양고
아산전자기계고 안면고 연무고 연무대기계공고 예산고 예산여고 예산예화여고 예산전자공고 온양여고 온양용화고 온양한올고 용남고 운산공고
웅천고 장항고 조치원여고 천안공고 천안두정고 천안상고 천안신당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 천안여고 천안여상 천안오성고 천안월봉고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천안청수고 청양고 청양정산고 충남과학고 충남발효식품고 충남삼성고 충남외고 충남인터넷고 충남조선공고 충남체육고
충남해양과학고 태안고 태안여고 한솔고 한일고 합덕여고 합덕제철고 호서고 홍성고 홍성공고 홍성여고 홍주고

[충북] 171개교
흥덕초 가경중 각리중 감곡중 경덕중 광혜원중 괴산북중 괴산오성중 괴산중 금천중 남성중 내수중 내토중 단양단성중 단양매포중 단양중 대성여중
대소중 대제중 무극중 문의중 미원중 백운중 보덕중 보은여중 보은중 복대중 봉명중 봉양중 부강중 산남중 산척중 삼성중 상촌중 서경중 서원중
서현중 세광중 솔밭중 수곡중 신니중 신명중 안내중 양청중 연풍중 영동중 영신중 오송중 오창중 옥산중 옥천중 용문중 용성중 운동중 운호중
원봉중 원평중 율량중 음성여중 의림여중 이월중 일신여중 제천동중 제천여중 제천중 주성중 증평여중 증평중 진천여중 진천중 청산중 청운중
청주남중 청주대성중 청주동중 청주여중 청주중앙여중 청주중앙중 충북대사범부설중 충북여중 충일중 충주미덕중 충주북여중 충주여중
충주예성여중 충주중앙중 충주중 칠금중 탄금중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형석중 황간중 광혜원고 괴산고 국원고 금천고 단양고 대성여상
대소금왕고 매괴고 매괴여중고 보은고 보은여고 보은자영고 보은정보고 봉명고 산남고 상당고 서원고 세광고 세명고 세종하이텍고 양업고 양청고
영동산업과학고 영동인터넷고 예일미용고 오송고 오창고 옥천고 옥천상고 운호고 음성고 일신여고 제천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제천산업고 제천여고
제천제일고 주덕고 주성고 중산고 증평공고 증평정보고 진천고 진천상고 청산고 청석고 청원고 청주고 청주공고 청주대성고 청주신흥고 청주여고
청주여상 청주외고 청주중앙여고 충북고 충북공고 충북과학고 충북대사범부설고 충북에너지고 충북여고 충북영동고 충북예술고 충북인터넷고
충북전산기계고 충북체육고 충원고 충주고 충주공고 충주대원고 충주여고 충주예성여고 한국교원대부설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호텔관광고
현도정보고 형석고 황간고 흥덕고

[전남] 174개교
강진여중 강진중 고금중 고성중 고흥도화중 고흥여중 고흥중 곡성중 광양백운중 광양제철중 광양중동중 광영중 구례동중 구례북중 구례중 군외중
노안중 담양고서중 담양중 도암중 목포정명여중 목포중앙여중 목포혜인여중 목포홍일중 무안몽탄중 무안중 문태중 벌교여중 벌교중 보성중
삼호중 석곡중 순천신흥중 순천연향중 순천왕운중 순천왕의중 순천주암중 순천풍덕중 신북중 신안신의중 여도중 여수중 여양중 여천중
영광홍농중 영산중 영암여중 영암중 영흥중 옥과중 완도신지중 완도여중 완도중 용정중 우수영중 임자중 장흥관산중 장흥여중 전남체육중
진남여중 진도중 진도지산중 충덕중 함평중 해룡중 화순도곡중 화순도암중 화순북면중 화순중 화양중 강진고 고흥고 고흥도화고 곡성고 광남고
광양고 광양백운고 광양실업고 광양여자고 광양제철고 광영고 구례고 금성고 나산고 나주고 남악고 노화고 녹동고 능주고 담양고 담양공고 도초고
목포고 목포덕인고 목포마리아회고 목포성신고 목포여고 목포정명여고 목포제일여고 목포중앙고 목포혜인여고 목포홍일고 무안고 문태고 문향고
백제고 벌교여고 보성고 봉황고 부영여고 삼호고 성전고 순천강남여고 순천고 순천공고 순천금당고 순천매산고 순천매산여고 순천복성고
순천여고 순천전자고 순천제일고 순천청암고 순천팔마고 순천효산고 순천효천고 안좌고 여남고 여수고 여수공고 여수석유화학고 여수여자고
여수중앙여고 여수충무고 여수해양과학고 여수화양고 여양고 여천고 영광고 영산고 영산성지고 영암고 영암여고 영암전자과학고 영흥고 완도고
완도금일고 임자고 장성고 장흥고 장흥관산고 장흥실업고 전남과학고 전남예고 전남외고 전남자연과학고 전남제일고 전남체육고 중마고 진도고
진도실업고 창평고 학다리고 한국바둑고 한국항만물류고 한빛고 한영고 함평고 함평여고 해남고 해남공고 현경고 호남원예고 화순고

[전북] 158개교
계화중 고창북중 관촌중 군산동산중 군산동원중 군산영광중 군산제일중 군산중앙중 군산진포중 남원용성중 남원한빛중 덕암중 만경중 백산중
번암중 변산중 부안삼남중 부안여중 산북중 삼기중 삼례여중 상관중 솔빛중 신흥중 안성중 안천중 여산중 영선중 완주봉서중 운주중 원광여중
원광중 이리남중 이리동중 이리북중 익산어양중 익산중 익산지원중 자율용북중 장수중 전북고창중 전주근영중 전주덕진중 전주동중 전주서곡중
전주서중 전주우아중 전주중앙중 전주풍남중 전주효문여중 정읍여중 학산중 함열여중 함열중 해리중 해성중 호남중 회현중 고창북고 군산고
군산남고 군산동고 군산여고 군산여상 군산영광여고 군산제일고 군산중앙고 군산중앙여고 군산평화중고 김제고 김제서고 김제여고 남성고
남성여고 남원고 남원국악예고 남원서진여고 남원여고 남원용성고 남원제일고 덕암고 덕암정보고 동국대사범부속금산고 동암고 무주고 무풍중고
배영고 백산고 백화여고 부안고 부안여고 부안여상 상산고 서영여고 설천중고 성원고 성일고 세인고 순창고 신태인고 안성고 완산고 완산여고
완주고 우석고 원광고 원광여고 원광정보예고 유일여고 이리고 이리남성여고 이리여고 이일여고 익산고 인상고 인화초중고 임실고 임실서고
장수고 전라고 전북과학고 전북대사범부설고 전북여고 전북외고 전북제일고 전북체육중고 전일고 전주고 전주근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대사범부설고 전주상업정보고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성심여고 전주솔내고 전주신흥고 전주여고 전주영생고 전주예술고 전주제일고
전주중앙여고 전주한일고 전주해성고 정읍고 정읍여고 정읍제일고 정주고 진북고 진안제일고 태인고 학산고 한국마사고 한국한방고 한별고
함열고 함열여고 호남고 호남제일고

[경남] 235개교
개양중 거제고현중 거제장평중 거제제일중 거제중앙중 거창대성중 거창여중 거창중 경상대사범부설중 경운중 경주여중 경해여중 계룡중 고성여중
고성중 광려중 금곡중 금남중 김해중 남해중 내동중 대방중 동진여중 동진중 마산구암중 마산무학여중 마산서중 마산제일여중 마산중 명석중
물금동아중 밀성여중 밀양여중 밀양중 반림중 범어중 보광중 봉명중 사천여중 사천중 산청중 삼진중 삼천포여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생초중 성지여중 세종중 수동중 신현중 안남중 안의중 양덕여중 양산개운중 양산여중 양산중 양산중앙중 양주중 연초중 영운중 옥포성지중 웅남중
웅상여중 웅상중 장유중 지세포중 진례중 진명여중 진영여중 진주남중 진주동명중 진주동중 진주문산중 진주봉원중 진주여중 진주제일중 진주중
진주중앙중 창북중 창원반송중 창원상남중 창원중 창원중앙중 충무중 토월중 통영동원중 통영중 통영중앙중 하동중 하동중앙중 한얼중 함안여중
함양여중 합천여중 합천중 합포여중 해운중 호계중 화개중 개금고 거제고 거제공고 거제상문고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창여고 경남간호고
경남고성고 경남과학고 경남로봇고 경남산업고 경남예고 경남항공고 경상고 경상대사범부설고 경해여고 고성중앙고 군북고 금남고 김해가야고
김해건설공고 김해경원고 김해고 김해대청고 김해분성고 김해분성여고 김해삼문고 김해삼방고 김해여고 김해영운고 김해율하고 김해임호고
김해제일고 남해정보산업고 남해제일고 대곡고 대성일고 대아고 마산가포고 마산고 마산고부설방송통신고 마산구암고 마산내서여고 마산무학여고
마산삼진고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마산제일고 마산제일여고 마산중앙고 명덕고 물금고 밀양고 밀양동명고 밀양여고 범어고 보광고 사천고 산청고
삼가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중앙고 삼현여고 서상중고 서창고 선명여고 성지여고 세종고 안의고 야로고 양산고 양산남부고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연초고 영산고 용남고 웅상고 의령고 의령여고 장유고 진양고 진영고 진주고 진주동명고 진주명신고 진주여고 진주제일여고
진주중앙고 진해고 진해세화여고 진해여고 진해용원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창원경일고 창원경일여고 창원고 창원과학고
창원기계공고 창원남고 창원남산고 창원대산고 창원대암고 창원명곡고 창원명지여고 창원문성고 창원봉림고 창원사파고 창원성민여고 창원신월고
창원여고 창원용호고 창원중앙고 창원중앙여고 창원토월고 철성고 초계고 충렬여고 충무고 칠원고 태봉고 통영고 통영여고 하동고 하동여고
함안고 함양고 합천고 합천여고 합포고 해성고 효암고

[경북] 213개교
개령중 경산중 경안중 경주중 계림중 광평중 구룡포중 구미신평중 구미중 군위중 근화여중 금오중 기계중 길안중 길주중 녹전분교 김천중 대도중
대영중 대흥중 도송중 동지여중 동지중 매전중 모계중 문화중 복주여중 봉곡중 봉화중 부계중 북후중 삼성현중 상도중 상모중 석보중 선산중
성주여중 성주중 송정여중 순심중 신광중 신녕중 신라중 안강중 안동여중 영덕여중 영덕중 영동중 영일중 영주여중 영해중 예천중 오태중 옥계중
외동중 용문중 용흥중 우산중 울릉중 유강중 이동중 이서중 자천중 장곡중 장흥중 창포중 청하중 초전중 춘양중 포항동해중 포항여중 포항중
포항항도중 풍각중 상주중 현일중 형곡중 형남중 화랑중 후포중 흥해중 가은고 감포고 경북과학고 경북과학기술고 경북생활과학고 경북외고
경북하이텍고 경산고 경산여고 경안고 경안여고 경일고 경주고 경주공고 경주여고 계림고 고령고 구미경구고 구미고 구미여고 구미정보고 군위고
근화여고 금오고 금오공고 금오여고 금천고 기계고 길원여고 김천고 김천생명과학고 김천여고 김천중앙고 대가야고 대구가톨릭대사범부속무학고
대동고 대영고 동지고 동지여고 두호고 무산중고 문명고 문창고 문화고 봉화고 북삼고 사곡고 산내중경주마케팅고 상모고 상주고 상주여고 석적고
선덕여고 선산고 선주고 성의고 성의여고 성주고 성주여고 성창여고 성희여고 세명고 세화고 소천중고 수비고 순심고 순심여고 신라고 신라공고
안강전자고 안계고 안덕고 안동고 안동여고 안동중앙고 약목고 영광고 영광여고 영덕고 영덕여고 영문고 영양고 영양여고 영양중고 영일고 영주고
영주여고 영주제일고 영천고 영천선화여고 영천성남여고 영천여고 영천영동고 영해고 예천감천고 예천여고 오천고 울릉고 울진고 유성여고
의성고 의성여고 이서고 인동고 장성고 점촌고 죽변고 진량고 진보고 청도고 청도전자고 청송고 청송여고 포항고 포항과학기술고 포항동성고
포항여고 포항여자전자고 포항영신고 포항이동고 포항제철고 포항중앙고 포항중앙여고 풍산고 풍양중고 하양여고 한일여고 함창고 현일고 형곡고
효령중고 후포고 흥해공고

[제주] 23개교
서귀포중앙여중 서귀포여중 제주중앙여중 조천중 남녕고 대기고 대정고 대정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세화고 신성여고 애월고 오현고
제주대사범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영주고 제주외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고 제주중앙여고 표선고 한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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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업체일반

7. 경쟁력 및 기술력

이미지처리

중소기업확인서

GS인증서

부정방지 OMR카드 초등학생용 OMR카드

일본 OMR

미국 O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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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수능시계

핸드폰 수능 채점

중국 OMR

핸드폰 수능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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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더기 및 카드 안내

고속컬러 스캐너

※ 주요 제품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및 특징

Model

• i3400[조달등록번호 : 22533902]
제조사(국가) : Kodak(미국)
• 스캔속도 : 컬러/흑백 단면 80매/분, 양면 160매/분
(A4세로 200dpi기준)
• 문서크기 : A4(폭:63.5~305mm/길이:63.5~863.6mm)
• 급지용량 : input250매
• 기타 : 퍼펙트 페이지 스캐닝, 기울기보정, 양방향 스캐닝,
자동방향 및 컬러 감지, 연속 스캔 모드, 초음파 복수 급지
감지

• DR-602kM[조달등록번호 : 22791469]
제조사(국가) : Canon(일본)
• 스캔속도 : 컬러/흑백 단면 60매/분, 양면 120매/분
(A4세로 200dpi기준)
• 문서크기 : A4(폭:53~219mm/길이:70~356mm)
• 급지용량 : input100매
• 마킹매체 :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HB), 일반필기구
• 기타 : U턴 스캔, 문서크기/두께 자동조절,
문서 기울임 자동보정, Punch hole보정,
초음파 이중급지 센서, 컬러문서자동인식

OMR리더기
Model

주요사항 및 특징
• SR-430 [조달번호: 21895469]
제조사(국가) : Sekonic(일본) 세코닉 한국총판 독점계약
• 서술형&일반형 OMR카드 겸용 리더기
• 리딩속도 : 300매/분
• 카드크기 : 12라인~15라인
(폭 : 83mm~105mm/길이 : 203mm~280mm)
• 급지용량 : input200매
• 기타 : LED(근적외선파장)와 광학반사방식,
상판분리형으로 이물질 제거 및 관리용이, USB지원,
두께 조절을 통한 Double Feed방지,
RoHS(환경 진화적인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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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더기 및 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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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GO 담당자 이기용 042-471-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