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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기관서비스점유율 1위기업

이용 교직원 수

약 70,000명

이용 교육기관 수

약 3,000기관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차별성

편리성

신속성

차별성

차별성

차별성

1. 맞춤형시스템구축
업계 선두 주자로서 사용자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차별화된 기술력 update 실현,
기존 업무시간 외 차단요일 및 차단기간 세분화 실시를 하였습니다.

2. GS 1등급인증을통한기술력및보안성강화
사용의 편리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앱과 웹을 통한 이용이 간편하고 GS 1등급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력과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 자체고객센터운영을통한신속한서비스 제공
사용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5개 지사에서 꼼꼼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누적)



서비스 기능 티처콜 타사

사용자 제한 무제한 등록 추가시비용발생

기본 서비스 사용료 정액제 개인별요금부과

발신자정보팝업제공 제공 X

앱간편차단서비스및간편발신통화 제공 X

개인맞춤형설정기능(시간및안내멘트) 제공 X

기본문자앱제공 제공 X

차단기간,차단요일설정기능(시간,멘트) 제공 X

행정실학부모, 학생그룹별공지문발송기능 제공 X

GS1등급인증획득(기술력향상및보안강화) 제공 X

지적재산권및특허보유 제공 X

교원안심번호 ‘티처콜‘은선생님들의요구사항을서비스에적극반영하여
타사와비교할수없는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미전국 7만여명의선생님들이
티처콜의간편하고편리한차별화된 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검증되고안정적인서비스를통해선생님들의개인정보를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2021.11.25.)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2022.01.12.)



즉시
차단

(*기본 서비스)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



[PC/패드/스마트폰(어플) 화면]





[업무시간 설정 화면.01] [업무시간 시간설정 화면.02] [멘트 생성(설정) 화면]



①

②

③ ④

※주요 특징

① 발신번호 선택
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보여질 발신번호를 “안심번호, 학교대표번호, 개인설정(반 번호)＂
등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② 예약 문자 전송
원하는 일자 및 시간에 예약해서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 즐겨쓰는 문자
자주 사용하는 “문자내용”을 저장 후 편리하게 전송시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④ 즐겨찾는 수신자
자주 문자를 전송하는 “수신자”를 저장 후 전송시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안심발신 화면] [안심발신 통화중 화면] [안심발신 통화내역 화면][내 안심번호 문자전송 화면]





[문자 어플 실행 버튼] [문자 어플 > 메인(목록) 화면] [문자 어플 > 새문자 전송 화면]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저작권등록증] [특허증] [특허증]



[요일별 전화차단 화면] [기간별 전화 차단 화면(Upgrade)]



[문자보내기 화면]

[즐겨쓰는 문자 화면]

[즐겨찾는 수신자 화면]



[전화번호 관리 화면]

[전화번호 공유 관리 화면]

※ 공유된 전화번호를 그룹 전체 또는 전화번호 개별로
교사회원의 개인 전화번호부 그룹에 가져와서(복사) 문자
전송 등에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전화 수신창 화면] [수신창 안심문자 보내기 화면]

※ 해당 기능의 특징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발신자(학부모,학생)들에게 손쉽게
문자를 전송 하며, 통화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티로그텔레콤학교장터 - 물품번호 202102171902347

상담전화 : 1877-2606
(* 월~금 09:00 ~ 18:00 )

#티처콜홈페이지 - https://teachercall.kr (*네이버 “티처콜” 검색)

(* 참고 : 티처콜 교원안심번호 설명을 위해, 해당 문서에 삽입되어 있는
화면 이미지들은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앱과 PC 화면”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s://teachercal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