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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1.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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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2. 교원스마트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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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3. 교원스마트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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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3. 교원스마트펜  충전/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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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4.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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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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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6. 고장 및 A/S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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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스마트펜 사용자 가이드 

6. 고장 및 A/S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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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1.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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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식이 되지 않아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을 때  

 

QR코드, 바나망치, 문항tip이 잘 인식되지 않아요.  

QR코드를 찍어도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요 

펜촉(플라스틱펜촉, 볼펜심)으로 교재의 중앙을 잘 찍었는가?  

교원스마트펜 로고가 정면 위로 향하게 쥐고 있는가?  

펜과 교재 사이가 딱 맞닿게 되어있지는 않는가?(공간이 있어야 함)  

팔을 옆으로 하여 펜을 옆으로 기울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1.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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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전원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확인할 부분  

 

•펜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인식이 안돼요 

볼펜심을 플라스틱펜촉 안에 들어가게 잘 끼웠는가?  

뚜껑을 너무 느슨하게, 혹은 너무 꽉 끼우지는 않았는가?  

충전은 잘 되어 있는가?  

펜캡을 빼고 사용하여도 잘 되지 않는가?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1.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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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원이 빨리 닳는 것 같아요  

 

•전원이 꺼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닳는 것 같아요  

슬립모드 상태를 전원 OFF상태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파란색 깜빡이 상태인가?(슬립모드임)  



15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2. 올바른 사용 예  

1 2 3 

① 펜캡을 씌운 상태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펜촉으로 점을 찍듯이 QR, 문항tip, 바나망치 등을 
찍어 사용해주세요.  
- 펜캡을 씌웠을 때는 플라스틱 펜촉으로 약 1초간 눌렀다가 떼어주세요.  
- 사진처럼 펜촉 하단이 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면에서 띄워 주세요.  
② 펜캡을 벗긴 후 사용도 동일합니다.  
③ 펜을 쥘 때는 교원스마트펜 로고가 정면 위를 보도록 하여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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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① 펜촉, 볼펜심의 빈 공간이 위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 교원스마트펜 로고가 위로 오게 사용하여 주세요  
- 인식카메라가 펜 빈공간 안쪽에 있으므로, 사진같이 사용하면 인식이 안됩니다.  
② QR, 바나망치, 문항tip 영역의 너무 아래를 찍지 않도록 해주세요.  
③ 펜을 쥘 때 옆으로 기울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펜 안쪽이 위로 향하게 하고 기울이거나  
- 펜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기울여 쓰거나 모두 인식이 안됩니다.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3. 잘못된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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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펜캡에 볼펜심을 끼울 때는 볼펜심이 하얀색 플라스틱 
펜촉안에 잘 들어가게 끼워졌는지 확인 바랍니다.  

② 펜캡에 볼펜심을 끼울 때는 볼펜심이 하얀색 플라스틱 
바깥쪽으로 나오게 끼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전원버튼, 인식 모두 되지 않습니다.  

1 2 

펜캡을 올바로 끼운 예  펜캡을 잘못 끼운 예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4. 펜캡 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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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펜과 앱의 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때  

펜과 앱을 연결할 때, 시간 지연으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을 실패했을 경우 파란색 깜빡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전원버튼을 한번 눌러 꺼준 후, 다시 켜서 녹색임을 확인하고 연결시도를 해주세요.  

2. 펜과 앱이 연결된 상태에서 화상학습 할 때  

화상학습을 할 때 펜이 연결되어 있다면 펜 연결을 자동으로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때 펜의 전원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슬립상태이므로, 전원버튼을 눌러 반드시 펜의 전원을 꺼주세요.  

3. 펜을 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40초가 지났을 때 

펜의 전원을 켜고 40초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펜은 삐소리와 함께 꺼지지만, 이때 전원이 완전 꺼진 것이 아니라  
슬립모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가 닳을 수 있으니, 전원버튼을 한번 눌러서 파란색 깜빡이를 확인 후, 다시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꺼주세요.  

4. 평소에 전원을 눌러 녹색을 확인 후에 다시 전원을 눌러 끌 수 있도록 함    

펜이 슬립모드 상태가 될 때와, 전원이 꺼진 상태가 구분이 안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펜의 전원을 눌러, 녹색임을 확인 후, 다시 전원을 눌러 끌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세요.  

2. 교원스마트펜 올바른 사용법 

스마트펜 슬립상태를 전원 OFF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