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교무수첩 (T-Diary) 

I m a g eC l o u d S y s t em  

- 나이스와 학생데이터 연계 

- 교사 변동시 학생데이터 자동연결관리 

- 나이스에 기록 못하는 학생상담 관리 

- 학생-교사-학부모를 실시간 연결 

- 상.벌점 부여 및 지도교육 관리 

- 통계 및 리포트 자동작성 

- 상담관련 학생파일 연계관리 

- 정보공유를 위한 교사게시판 

- 자료보관장을 위한 교사파일서버 

- 자동문자전송, 선별/그룹문자전송 

- 가정통신문 이메일 전송/그룹전송 

(조달물품식별번호 : 43231599-22443620)   

딱딱한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기록으로 

바른생활 지도 

연속적인 관리와 
교내 자체 기록 

학교-학부모 소통 

상.벌점 기록 

상담 기록 

• 학생 진로, 고민, 이성, 가정 등에 대한 상담기록을 
학교자체 서버에 기록하여 외부에서는 접근을 불허하는 
보안성 보유 

상.벌점 부과 및 학생별 기록, 학년별 통계, 

기간별 통계에 대한 리포트 작성기능  

상.벌점 부과 즉시 sms문자 전송으로 학교와 

학부모의 실시간 소통기능 <건당15원> 

가정통신문, 학교공문등을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전송 

<학교서버의 IP노출방지기능탑재>  

• 교사의 자료를 보관하는 
파일서버 기능 

• 나이스, 에듀팟, 학교 
홈페이지 연결기능 

• 교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 기능 



Smart & Cloud Support 

1. 스마트학교의 목표 
 ① 저비용/고효율 리눅스서버로 교내교원의 학습조직화 기반구축  스마트교실로 발전 
 ②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할 온라인 교무수첩으로 학생지도/학부모상담 고도화 
 ③ 효율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에 기여 
 
2. 필요성 
 ① 나이스, 에듀팟 등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학교자체의 보조 프로그램이 필요 
 ② 학생들의 상담기록은 학년진급시에도 연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③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상.벌시스템을 포괄하는 학교에 필요하고 적합한 시스템 
 
3. 현재의 학교상황 
 ① 공식적인 학생 상담기록을 나이스에 등록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별고민, 이성, 가정 및 진로상담을 위한 학생-

교사-학부모를 연결하는 교내 자체상담시스템이 필요. 
 ② 학생정보, 기초성향,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교사-학부모의 상담내용, 상.벌관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진급등으로 인한 담임교사 변경 및 타교사의 상담내용을 공유하는 일관된 학생지도가 필요함. 
 ③ 기존 상.벌시스템은 사용이 복잡하고 단독으로 운영되므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학생/학부모상담과 

상.벌 관리를 통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정통신문 메일전송 기능 및 실시간 학부모와 정보공유를 위한 
문자전송 기능이 필요함. <해킹방지를 위하여 학교서버의 노출 없이 발송하는 기능이 필요.>  

구 분 HS버전 HM버전 HB버전 비고 

적정인원 
교직원 : 50명 이하 
학생 : 1000명 이하 

교직원 : 50~100명 
학생 : 1000~2000명 

교직원 : 100명 이상 
학생 : 2000명 이상 

제품 

 
 
 
 

소형 크기로  
작은 공간에  
단독 배치 

모델명 UDN-211S UDN-212S UDN-412S 

제품크기 165*108*233mm 157*103.5*232mm 165*204*233mm 

CPU클럭 Dualcore 1.067Ghz Dualcore 2.13Ghz Dualcore 2.13Ghz 

Memory DDR3 512MB DDR3 1GB DDR3 1GB 

HDD용량 
1TB(Raid 1구성) 

총 2TB 
2TB(Raid 1구성) 

총 4TB 
4TB(Raid 1구성) 

총 8TB 
증설 가능 

HOT Swap가능 

S/W 공통 
Web 기반 Application – 상담내역 기록, 상벌점 부과 기록, 문자전송, e-mail전송 등 

* 나이스 연동으로 학생 이미지, 정보 공동 사용 

㈜테라텍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8, 1310(잠실아이스페이스) 
Tel. 02)422-7184               Fax. 031)629-7184 
URL : www.semitera.com   www.scanara.com 
본사/공장: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92 

http://www.semitera.com/
http://www.scanar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