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테나 부분에 금속 재질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통신 기능 이용 중에 안테나 부분을 

만지면 수신율이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  화면용 액세서리를 사용할 경우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정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부 센서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거나 제품이 물에 젖을 경우 터치 센서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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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통합 ID 만들기
하나의 학습자 아이디로 교원의 모든 학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앤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는 최소 1명 이상의 학습자가 필요합니다. 

1 학습자 정보 입력

학습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실제 주
민등록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2 서비스 인증 3 계정 정보 입력

멤버십 학습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멤버십을 계약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건너뛰기 한 후 올
앤지 홈에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입력하세요.

4 가입 완료

교원 학습자 통합 계정 가입이 완료되어 
올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Ｑ. 학습자를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올앤지 홈의 학부모관리(설정) 기능에서 학습자 계정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학습자 연계를 위해 

부모님이 자녀의 ID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Ｑ.   교원에듀, 프리샘 등에서 사용중인 자녀의 교원 
학습자 통합 ID가 있나요?  

통합 학습자 ID를 연계하여 학부모님의 자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본 설정
태블릿의 전원을 켜고 갤럭시탭 & 올앤지 서비스 기본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Ｑ.  Wi-Fi가 연결되어 있는데 올앤지 서비스 설정이 

되지 않나요? 

디바이스 초기화 후 다시 진행해 주세요.

설정 � 백업 및 초기화 �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잠깐!

� 올앤지 다운로드 매니저

교원에듀 올앤지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 추천 앱 설치 � 디바이스 커스텀 설정 완료

Wi-Fi를 통해 앱이 다운로드 됩니다. 교원에듀 기기 설정을 완료합니다.

� KNOX Configure(환경설정)

동의하신 후 다음을 누르면 설정이 진행
됩니다.

5 이전 기기 데이터 복사 4 앱 및 데이터 복사

복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다음’ 버튼
을 누르세요. (원활한 플랫폼 설치를 위해 이

전 기기 데이터 복사 단계는 건너뛰어 주세요)

복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다음’ 버튼
을 누르세요. (원활한 플랫폼 설치를 위해 데

이터 복사 단계는 건너뛰어 주세요)

6 구글 계정 추가

구글 계정을 설정하거나 건너뛸 수 있습
니다. (설정 시 본인 계정 연동)

1 시작

시작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시작하세요.

2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이용약관 동의를 선택하세요.

3 Wi-Fi 설정(필수)

Wi-Fi를 설정하세요.(CA인증서 선택)

8 태블릿 보호

태블릿 보안 방법을 설정하세요.

9 삼성 계정

삼성 계정을 설정하거나 건너뛸 수 있습
니다.

7 Google 서비스 확인 및 동의 

Google 서비스의 이용 동의를 선택하
세요.

갤럭시탭 & 올앤지 서비스 설정하기

학부모 통합 ID 만들기
교원태블릿PC는 학부모님의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통합 ID를 생성해 주세요.  

1 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2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3 정보 입력

학부모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계
정 정보를 입력하세요.

4 가입 완료

교원 통합 학부모 계정 가입이 완료되었
습니다.

Ｑ.   교원에듀, 프리샘, 스마트맘 앱 등에서 교원  
통합 학부모 계정에 가입하셨나요? 

동일한 ID로 로그인하여 교원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교원 통합 ID 설정하기 학부모 / 학습자

1. 구글OS로 나가서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디바이스 정보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확인 후 업데이트합니다.

갤럭시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갤럭시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태블릿PC의 기능이나 오류 등이 수정되는

중요 업데이트이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  교원 스마트 상품의 상품별 이용가이드는 교원에듀 (http://www.kyowonedu.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교원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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