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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스쿨 교사용 서비스 아이엠티처

아이엠티처 교사용
학교관리자용 매뉴얼
온라인 학습 서비스 소개서

온라인수업
김민 (1학년 2반)

선생님~질문이 있어요 !

NHN Edu 회사 소개

교육이 있는 모든 곳에 NHN Edu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NHN의 교육 자회사이며, 500만 학부모가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
아이엠스쿨과 7만명의 교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엠티처, 클래스123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교육 정보 균형과 교사분들의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지향합니다.

주요 서비스
학부모모바일알림장

학교경영서비스

국내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보안 솔루션 보유
•

국내외 7종의 정보보안 인증 취득
ISO/IEC 27001, ISO/IEC 29100, PIMS, ISMS 등

•

데이터베이스 보안 특허 기술 보유

•

세계 최고 친환경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운영

학급수업지원도구

학원/방과후운영서비스

클래스123

아이엠클래스

선생님은 아이엠티처, 학부모/학생은 아이엠스쿨
학교 소식을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쉽게 전달하는 스마트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선생님은 아이엠티처를 활용하여 알림장·설문 앨범을 발송하고, 과제 관리·출결·온라인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은 아이엠스쿨을 통해 학교 소식을 수신합니다.

학부모 & 학생

온라인수업

홍길동

01. 출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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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별 출결사항을 온라인으로 직접 체크하고, 학부모/ 학생이 응답한 출석 결과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습니다.

•

일자별 출결 현황이 요약된 출결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9일 수학
1교시

1

홍길동

토마토

02. 라이브 방송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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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서비스를 연동하여 실시간 라이브 방송 수업이 가능합니다.

•

방송 중 강의별 과제 및 문제 부여가 가능합니다.

•

방송 중 학생 시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댓글/ 채팅을 통해 선생님/ 급우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수업
3반 7번 김민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3반 19번 박서준 정답! 987 입니다!!!
3반 26번 송혜교 우와 너무 기대돼요~~~
3반 1번 공 유 정답 107 입니다!

선생님~질문이 있어요 !

선생님용 PC 화면

선생님 숙제 검사해주세요~ 3번 문제 정답 897 맞나요? 일자리 수 뺴고 350 + 540 더해서 890! 일자리 수
1+6 더해서 7 총 합이 897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학생용 PC 화면

03. 실시간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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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에 필요한 온라인 강의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막 기능을 통해 강의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시청 중 과제 부여가 가능합니다.

•

학생 접속 목록으로 학생 시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댓글/ 채팅을 통해 선생님/ 급우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3반 7번 김민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그렇다면 십만은 어떤 숫자일까요? 십만은요 만이 10개가
있는 인수입니다.

3반 19번 박서준 정답! 987 입니다!!!
3반 26번 송혜교 우와 너무 기대돼요~~~
3반 1번 공 유 정답 107 입니다!

그렇다면 십만은 어떤 숫자일까요? 십만은요 만이
10개가 있는 인수입니다.
김민준
3반 7번 김민준
3반 19번 박서준

선생님 숙제 검사해주세요~ 3번 문제 정답
897 맞나요? 일자리 수 뺴고 350 + 540
더해서 890! 일자리 수 1+6 더해서 7 총
합이 897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3반 26번 송혜교

7번 김민준
선생님 3번 문제 잘 모르겠어요 ~ 선생님 3번 문제 정답 897 맞나요?
일자리 수 뺴고 350 + 540 더해서 890! 일자리 수 1+6 더해서 7
총 합이 897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3반 1번 공 유

선생님용 PC 화면

학생용 모바일 화면

04. 원격 화상 수업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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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화상 수업을 통해 토론/ 발표와 같은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 가능합니다. (화상 서비스 ‘알서포트‘ 연동)

•

추후 연동되는 원격 화상 서비스가 확장될 예정이며, 동시간대 서버 부하가 가장 적은 화상 서비스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서버 과부하를 통한 화상 끊김 현상 방지)

3반 7번 김민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3반 19번 박서준 정답! 987 입니다!!!
3반 26번 송혜교 우와 너무 기대돼요~~~
3반 1번 공 유 정답 107 입니다!

3반 7번 김민준

7번 김민준

선생님 3번 문제 잘 모르겠어요 ~ 선생님 3번 문제 정답 897 맞나요?
일자리 수 뺴고 350 + 540 더해서 890! 일자리 수 1+6 더해서 7
총 합이 897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3반 19번 박서준
3반 26번 송혜교

선생님용 PC 화면

3반 1번 공 유

학생용 모바일 화면

05. 과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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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 중 학생에게 과제를 낼 수 있습니다. (파일/ 이미지/ 동영상 첨부 가능)
• 학생은 댓글을 통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미지 첨부 가능)

온라인수업

초등 3학년 수학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리수 덧셈

그렇다면 십만은 어떤 숫자일까요? 십만은요 만이
10개가 있는 인수입니다.

선생님 3번 문제 잘 모르겠어요 ~
3학년 4반 7번 김민준

3반 7번 김민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3반 19번 박서준

선생님 3번 문제 정답 897 맞나요?
일자리 수 뺴고 350 + 540 더해서 890! 일자리 수 1+6 더해서 7
총 합이 897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정답! 987 입니다!!!

3반 26번 송혜교 우와 너무 기대돼요~~~

3반 1번 공 유 정답 107 입니다!
3학년 3반 담임

민준 학생~ 너무 잘했어요^^ 897이 정답이랍니다!

민준 학생~ 너무 잘했어요^^ 897이 정답이랍니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

그 외 교사용 업무 경감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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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아이엠티처 가입 방법

검색창에서 아이엠티처 검색

1

또는 https://teacher.iamservice.net/ 접속

2

•

학교 전체용 계정 신청
[학교 관리자 시작하기 >] 버튼 클릭

•

담임선생님용 계정 신청
[선생님 시작하기 >] 버튼 클릭

3

학교명 검색 및 신청서 작성
학교명 검색 시 동명 학교가 존재할 수 있으니
지역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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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담 고객 센터
월 – 금 (10-16시)

1800 - 4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