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에업무를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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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학사업무메신저

링크 공지 메모조직도

• 재택근무중에도효율적인문서 & 자료공유

• PC,모바일등다양한기기지원으로실시간커뮤니케이션가능

• 현실의사내조직도를메신저화면에서도동일하게

사생활과업무를효과적으로분리할수있고

상대가오프라인시에도 첨부파일을전달할수있는업무환경에최적화된메신저

쿨메신저_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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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요

쿨알림톡

문자

학교 집



일상을침범하지않는영역

• 업무와 개인의 일상이 효과적으로 분리됩니다.

• 업무시간 외사생활을 보호 할 수있습니다. 

강력한보안시스템의클라우드보안

• 메시지/파일 전송 시패킷 암호화로 정보 유출 및해킹이 방지 됩니다.

• 서버관리에 대한 직접권한부여, 접근내역을 확인 할수 있으며,데이터

이중화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Data Silo 현상감소

• 여러가지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 위치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 메시지 관리함으로 업무 히스토리를 관리해보세요.

지난자료를 찾아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메시지기반의업무환경제공

• 각종 공지사항, 설문조사 등중요한 업무는 메시지 알림으로 전달합니다.

• 메시지창에 웹에디터 기능제공, 엑셀이나 이미지를 메시지창에 붙혀넣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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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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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주요기능

조직도내사용자검색

환경설정영역

메신저기본설정 및변경

탭메뉴보기설정 제공

상세기능영역

다양한형태의

커뮤니케이션기능 영역

스킨설정영역

상단바색상변경

조직도또는마이리스트영역

이름 / 아이디 / 직급 / 대화명

선택표시가능

탭서비스영역

주요기능및서비스

선택영역개인맞춤형

학교명및로고

개인상태설정영역

사용자상태설정

로고삽입및수정

문자

쿨알림톡



메시지, 파일전송

• 실시간개인/ 그룹메시지전송

• 파일/ 폴더째추가또는삭제

• 메시지송수신/ 참조자표시

• 예약전송

• 나에게보내기

• 화면캡쳐및스티커기능

• 메시지입력시글꼴& 폰트조정

실시간으로 조직도 기반의 전체 ,개인, 부서(직급)별로 메시지,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소개

쿨알림톡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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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알림톡

안녕하세요.

금년도 학사일정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지란고등학교 학사일정



• 받은, 보낸메시지보관/관리

• 중요메시지설정

• 메시지필터정렬(전체, 중요, 안읽은메시지)

• 받은메시지, 보낸메시지유형별검색(내용, 이름, 아이디)

• 메시지회신, 전체회신, 전달, 메모저장

• 파일저장및설문응답

• 보낸메시지수신확인

• 예약메시지취소및보낸메시지회수

메시지관리함

메시지 보관함을 통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관리되며 메시지의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주요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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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등록이나연동없이NEIS 에등록된우리학교일정을자동으로불러옵니다.

• 등록된일정은교내사용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 

일정관리, 쿨챗,  TODO 

클라우드만 특별한 기능,학사일정 등록, 쿨챗, 할일 관리를 통해 분산되어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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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쿨챗

• 교내사용자들과 메시지대신채팅을할때사용할수있는기능입니다.

• 채팅을원할경우쿨챗프로그램을설치후사용하실수있습니다. 

할일 (TODO)

• 업무와관련된할일을관리할수있습니다. 

• 교내업무의경우메신저사용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



• 전체/ 부서(직급) / 수신자별공지

• 공지게시기간지정

• 파일첨부및다운로드

• 화면캡쳐및스티커기능

• 내용입력시글꼴& 폰트조정

• 온라인사용자공지팝업알림

• 공지 (작성자)수정및삭제

• 관리자공지삭제

중요한 메시지는 공지로 전달해보세요.

해당 사용자에게 팝업 알림으로 발송되어 집니다. 

공지사항

주요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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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잇(post-it) : 개별메모저장

• (받은, 보낸)메시지메모저장

• PC 화면에띄우기설정

• 메모작성창글꼴도구모음추가

• 파일로저장, 메모전달, 메모삭제

• 메모색변경

• 메모접기/ 펼치기

• 메모검색

메모

간편하게 보관하는 온라인 포스트잇기능입니다.

주요기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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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메신저 클라우드는 모바일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메시지를 확인하고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OS, Android 지원)

모바일앱은접속 하는네트워크환경에 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부가기능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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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버세팅

모바일앱설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에에서
쿨메신저모바일 앱다운로드

(할당받은 학교서버로접속 )

사용자클라우드접속

System Server

쿨메신저클라우드

클라우드구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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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erver

쿨메신저클라우드

클라우드보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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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_sever Database_server Message_sever File_sever

User

WAF + FW

vpc

지란컴즈 Could 센터

internet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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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7,300(누적)

DAU (Daily Active Users)

230,000

PV (Page View)

20,000,000

지란지교컴즈는

7,000여개이상의학교와함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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