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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 구몬학습 홈페이지 (www.kumon.co.kr) 회원서비스 > 스마트펜 자
료실에서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을 설치합니다.  

2 다운로드 받을 실행파일을 실행하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PC의 바탕화면에 구몬 스마트펜 바로가기 아
이콘이 생성됩니다.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설치사양과 설치문제
해결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펜자료실 바로가기: http://www..kumon.co.kr/Service/SmartpenKoreaTree 
 

http://www.kumon.co.kr/
http://www..kumon.co.kr/Service/SmartpenKoreaTree
http://www..kumon.co.kr/Service/SmartpenKoreaTre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 
       니다. 
 
 
       자동 로그인을 원하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기      
       능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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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1 로그인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실행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구몬학습 홈페이지 가입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가 실행됩니다.  
(스마트펜 STD가 PC와 정상연결 되어야,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1 

2 

3 

4 

5 

6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6 
     스마트펜의 연결상태를 확 
     인해주세요.(정상연결 시,  
     상태표시등이 “분홍색”으로  
     나타납니다) 

5 6 



3.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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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메인화면 입니다.  
1 2 3 4 

6 5 

7 

      연결되어있는 스마트펜의 사용 가능한 용량을 표시합니다. 
 
 
      시스템의 버젼정보와 연결되어있는 스마트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펜 연결해제 버튼입니다. 선택 후,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시스템종료 버튼입니다.  
 
 
      음원파일의 과목별 카테고리입니다. 과목명을 선택하면, 해당과목의  
      음원리스트가 오른쪽 화면에 보여집니다.  
 
 
      현재 스마트펜 음원 리스트가 확인됩니다. 과목별 단계별로 스마트펜  
      음원 탑재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정보 표시영역입니다. 현재 다운받고 있는 항목들의  
      남은 크기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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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펜 음원 다운로드/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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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을 다운로드/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3 

4 

       “다운로드 버튼”         입니다. 스마트펜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은 다운 
       로드버튼 표시되며, 버튼 클릭 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대기중”        버튼입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이미 다 
        른파일을 다운받고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대기 목록으로  
        추가합니다.  
 
 
       “다운로드중” 상태를 나타냅니다.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를 중 
        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스마트펜에 내장되어있 
        는 파일)삭제 버튼이 표시되며, 버튼 클릭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1 

2 

3 

4 



5. 다운로드중/다운로드대기목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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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현재 다운로드 중인 파일을 표시합니다.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를 취 
       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다운로드 대기중인 다음 파일을 다운로 
       드 받습니다.  
 
        
       현재 다운로드 대기중인 파일을 표시합니다. 버튼 클릭 시 대기 목록 
       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첨부파일>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설치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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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버전 

Windows® Vista sp2 (32bit) 
Windows® 7 sp1 (32bit, 64bit) 
Windows® 8.1 (32bit, 64bit) 
Windows® 10 (32bit, 64bit) 

CPU Pentium®800 MHz 

Memory 512 MB RAM 

Hard Disk 30 MB hard disk space 

※ 위의 사양은 설치에 필요한 최소 사양입니다.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설치 문제 해결 가이드-윈도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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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 스마트펜 설치 중 Windows Installer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indows Installer 오류 해결 방법  
     :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970744  
 
 
 
 
 
 
 
 
 
 
                                          [Windows Installer 오류 메시지] 

구몬 스마트펜 설치시 Windows Installer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970744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970744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970744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설치 문제 해결 가이드-Ma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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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 스마트펜 설치시, 확인되지 않은 개발자가 배포했기 때문에 열 수 없습니다.  

[증상]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설치하기 위하여, SManager.exe를 클릭하였지만, 확인되지 않은 개발자가 배포했기 
때문에 열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래 이미지) 

[조치 방법] : Finder에서 SManager.pkg 파일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단축메뉴를 표시하고, "열기"를 선택하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Copyrightⓒ 2017 KYOWON KUMON. All Right Reserved 

FAQ 

Mac – 설치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설치시 더 이상 진행이 안되요.  
 
공통 – 실행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는 어떻게 실행하나요?  
 
Win – 실행 : 바탕화면에 ‘구몬 스마트펜’ 바로가기가 사라졌어요.  
 
공통 – 실행 : Detached Applet Load Failure 오류가 발생해요.  
 
공통 – 실행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사용 중에 멈췄어요.  
 
Win – 실행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설치 후, 실행시 바로가기 오류가 발생해요.  
 
공통 – 실행 : 로그인시 “구몬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Win – 실행 : 절전모드가 실행 되면 다운로드가 멈춤니다.  
 
Mac – 실행 : Curl RTE(이)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  
 



FAQ  

Copyrightⓒ 2017 KYOWON KUMON. All Right Reserved 

Mac – 설치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설치시 더 이상 진행이 안돼요. 
[증상]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설치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잠시 기다리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수분이 지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조치 방법] :  
좌측상단 애플아이콘 > 강제종료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의 창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Curl RTE를 선택한 후에 ‘강제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Copyrightⓒ 2017 KYOWON KUMON. All Right Reserved 

공통 – 실행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는 어떻게 실행하나요?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 PC의 바탕화면에 생성된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구몬 스마트펜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통하여 실행 가능합니다. 
  
Mac : Launchpad에서 ‘구몬 스마트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거나, Finder에서 응용프로그램 > 구몬 스마트펜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의 아이콘은 아래의 이미지 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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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Win – 실행 : 바탕화면에 ‘구몬 스마트펜’ 바로가기가 사라졌어요. 

설치 파일을 구몬 홈페이지에서 다시 받아서 재설치 하시면 됩니다. 



Copyrightⓒ 2017 KYOWON KUMON. All Right Reserved 

FAQ  

공통 – 실행 : Detached Applet Load Failure 오류가 발생해요. 
[증상]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실행하면 누락된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조치 방법] 
1. Windows 의 경우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Curl RTE > Curl Control Panel  
   실행 Mac의 경우 Launchpad에서 Curl RTE 아이콘을 클릭 

2. 설정창에서  Add Privileged Directory 버튼 클릭, 그 후 Browse버튼을  
   눌러서 구몬 스마트펜이 선택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참조) Windows의 경우 대부분 C 드라이브, Mac의 경우 ‘Mac HD’입니다. 
3. OK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닫고,  ‘Shut Down’ 버튼을 눌러서 Curl  
   Control Panel을 닫습니다. 
4.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다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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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통 – 실행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 사용 중에 멈췄어요. 
 
Windows :구몬 스마트펜 사용중에 프로그램 멈춤 현상이 발생하여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때에는 작업관리자에서 목록중에 surge.exe *32를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끝내기합니다. 
  
Mac : 좌측상단 애플아이콘 > 강제종료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의 창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Curl RTE를 선택한 후에 ‘강제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세스를 종료한 후에 다시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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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실행 : 로그인시 “구몬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증상] :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구몬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해결 방법]  
1. web browser에서 www.kumon.co.kr 이 접속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  
 
 

2. 금융권 사이트 등을 접속한 후 실행한 경우 
    최근 금융권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에서 외부프로그램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경우는 "기업은행" 이외에 여러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nProtect라는  
    보안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을 때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와 같이 외부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하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confirm 후에 차단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Curl RTE application을 프로그램을 차단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수동으로 차단해제 해야   
    합니다.  

FAQ  

뒷장에서 계속 

http://www.kum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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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nProtect 차단 해제 방법 (windows)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있을 때 트레이 아이콘에서 아래와 같이 nProject 아이콘을 선택 우클릭하여 [제품 실행 프로그램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Curl RTE application을 찾아 [접속] 항목을 클릭하여 
 "허가"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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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Win – 실행 : 절전모드가 실행 되면 다운로드가 멈춤니다. 
 
절전모드에서는 전원을 아끼기 위해 네트워크 어댑터가 꺼질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절전모드시 네트워크가 끊기므로 다운로드가 멈춤니다. 장치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하신 후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 수 있음" 항목에 대해 체크를 해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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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Mac – 실행 : Curl RTE(이)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 
 
[증상]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실행하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조치 방법] :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에서 사용하는 Curl RTE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몬 스마트펜 매니저를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