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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스패드 기본 세팅

섲

처음 화면입니다.
[다음]을 누르세요.

기본 설정 그대로~
[다음]을 누르세요.

우리집 와이파이를 찾아
선택합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연결]을 누르세요.

와이파이 ‘연결됨’ 표시를
확인하고 [다음]을 누르세
요.

구글 계정은 없어도 됩니다.
[건너뛰기]를 누르세요.
※ 추후 필요시 설정 가능



1. 윤스패드 기본 세팅

[건너뛰기]를 누르세요.
※ 추후 필요시 설정 가능

기본 설정 그대로~
[다음]을 누르세요.

패드 사용자 이름을 넣고
[다음]을 누르세요.

[다음]을 누르세요 업데이트 자동설치에 체크
표시 하시고 [다음]을 누르
세요.

설정하지 않고 !!!
[건너뛰기]를 누르세요.



1. 윤스패드 기본 세팅

[다음]를 누르세요. [완료]를 누르세요. “삭제한 앱 확인하기”는
무시하고
[건너뛰기]를 누르세요.

설정하지 않고 아래
[홈버튼]을 누르세요.

패드 초기 세팅이 끝나고
안드로이드 기본 런처
홈화면이 나타납니다.



2. 스마트랜드 런처 소개

윤선생 스마트랜드 런처는 디지털 매체를 영어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

램입니다.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스토리와 다양한 놀이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즐

겁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런처에서는 배경화면, 학습 위젯영역, 학습애 아이콘 등 자녀별로 개인화된 메인 화면이 제공됩

니다.

① 학습자 변경 : 현재 학습중인 자녀의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시 학습 대상 자녀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② 계정관리 : 런처에서 학습할 자녀를 지정한 후 학습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안심설정 : 런처 사용시간 제한, 런처 나가기등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해 자녀가 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용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도움말 : 런처 및 단말기 사용에 있어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합니다.

⑤ 설정 : 배경화면 변경, Wi-Fi 설정, 원격지원 등 런처 및 단말기 사용에 필요한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⑥ 앱관리 : 안드로이드에 설치된 모든 앱 목록이 제공됩니다. 런처 메인 화면에 원하는 앱 아이콘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⑦ 위젯영역 : 자녀의 최근 학습 진도, 마이스토리(학습산출물), 메일박스(칭찬메시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⑧ 앱 아이콘 : 앱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면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추가/이동/삭제 할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⑦



3. 스마트랜드 런처 인스톨러앱 다운로드 및 설치

홈화면에서 [윤선생] 앱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동의하고 계속]을 누르세
요. [Chrome을 처음 실행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를
누르세요. [Chrome을 처음
실행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고급]을 누르세요. [ www.yoonskids.com(
안전하지않음)(으)로이동]
을 누르세요.

[다운로드] 를 누릅니다.

http://www.yoonskids.com/


3. 스마트랜드 런처 인스톨러앱 다운로드 및 설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상단
화면을 아래로 내려 퀵패
널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파일관리자] 앱을 통해서
도 다운로드 파일을 실행
시킬 수 있습니다. [퀵패널에
서이미실행했다면넘어갑니다.]

내부저장소->Download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퀵패널에서 이미 실행했다면
넘어갑니다.]

다운받은 인스톨러 파일을
선택해서 실행 [퀵패널에서
이미 실행했다면 넘어갑니다.]

알림메시지가 나오면
[설정]을 누릅니다.

[출처를알 수 없는 앱]을
누릅니다.



3. 스마트랜드 런처 인스톨러앱 다운로드 및 설치

[허용함]을 선택합니다. 한번만 설치 허용 화면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세요.

[설치]를 누르세요. 설치 중이나 설치완료 후에
위의 화면이 나올 경우
[동의안함]을 선택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누릅니다.
설치 중 오류가 발생했다면 다
시 한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서 실행해주세요.



4. 스마트랜드 런처 설치

[실행]을 선택하여 런처 설치앱을 실행합
니다.

실행이 안되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스마트랜
드installer] 앱을 찾아 실행시킵니다. 
[스마트랜드installer]앱이 없다면 다운로드 받
은 인스톨러 파일을 다시 실행하여 설치합니다.

[시작하기]을 선택하여 런처 설치를 시작합니다.
wifi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이
30%이하이면 wifi 연결 및 충전기 연결 문구가
나옵니다.

스마트랜드 홈페이지 학부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인증 완료]를
누릅니다.

윤스패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저장]을
누르세요.

[시작하기]를 선택하여 필수앱을 설치 합
니다.



4. 스마트랜드 런처 설치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중 오류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
고 [스마트랜드installer] 앱을 찾아 다시
실행시킵니다.
[각 가정의 wifi 환경등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실행]을 누릅니다.



5. 학습앱 설치

학습앱 설치를 위해 [계정관리 메뉴 이동]
을 선택합니다.

학습앱 [설치]를 선택합니다.
추후 추가 교재 구입시 자동으로 동기화
되어 설치 가능 앱이 추가됩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학습앱 “설치완료”를 확인했으면 나머지
학습앱들도 설치를 합니다.

학습앱에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거나 설치 중
오류가 발생해 정상 설치가 안되었을 경우
런처 메인화면으로 나갔을 때 자동으로 필요한
파일을 업데이트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앱이 설치되면 런처 메인화면
에서 앱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
후 학습을 시작합니다.



6. 교재 다운로드

학습앱을 실행시켜 [부모모드]를 선택합
니다.
상기 화면은 스토리펀의 앱 실행 화면

부모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운로드관리]를 선택합니다. 모든 교재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 한 후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교재들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중 절전기능으로 화면이 꺼져도 놀라
지 마시고 전원버튼을 살짝 누르세요. 다시켜집
니다.

다른 모든 학습앱들도 부모모드에서 교재
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래야 원활히 작동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