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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ually, students write on a paper using writing materials and submit it to teachers when they do a homework or take an exam. 

However, there are temporal and spacial constraints because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be in the same place at the time in this system. 
In addition, it is hard for teachers to maintain numerous papers from students. Applying a digital pen produced by Pen Generations 
Corporation to education system, we developed a smart education system transmitting image data from written papers using digital 
pen. As a result, teachers and students can use this system without any constraints. In addition, teachers are able to maintain their 
papers from student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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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등장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되면서 이에 맞는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변화가 요구되

고 있다[1]. 강원지역 초등교사 22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교사의 87.7%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고 있

으며, 교사들은 일상생활에서 교사라는 특성변인과 관계없이 

일반사용자와 유사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기기를 수업에 이용하게 된 동기에는 혁신성, 유용성, 용이

성 등이 작용하였고, 수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과목별, 

학습형태별, 교수-학습 전개별로 기기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기 사용에 한 효

능감이 높다고 해서 수업에의 활용도가 함께 높지는 않았다. 

이를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스마트기기에 한 사용자 연수

와 함께 교사들이 수업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와 태도의 

변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2].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3], 초중

등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목적과 학습외 목적으로 스마

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중에 학습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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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이 학습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

라, 선생님 및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학급분위기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부모님과 화를 

충분히 하는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학습외 목적보다 학습목적

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한 종류로서 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디

지털 펜이라는 교육도구와 닷 패턴 개념을 도입하여 스마트 교

육 시스템을 구현하여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

고자 한다. 학교, 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장소에서 교사들

은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과제 또는 시험을 통해 배운 내

용을 머릿속에 익힌다. 이 때 학생들은 펜을 이용하여 종이 위

에다 과제물을 작성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물을 거

두어 종이로 된 과제물 위에 펜을 이용하여 채점한다. 그리고

는 첨삭 완료 된 시험지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들

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교육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장점만 가지고 

있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한 명의 교사

에게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이 제출된 수많은 과제들을 적은 

수의 교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종이를 분실할 수도 있고, 

물에 젖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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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작성한 과제물을 교사에게 직접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집

에서 과제를 작성하고 바로 첨삭을 받고 싶어도 다음 수업시간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펜이라는 개념

을 접목시켜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 한다. 

Ⅱ. 디지털 펜과 닷 패턴

스마트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될 디지털 펜은 <그림 1>과 같

이 펜 제네레이션스 사에서 출시된 PEN+, 모델명 ADP-611 

제품이다[4]. 펜 끝에는 볼펜에 쓰이는 펜 심이 달려 있어 볼

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종이 위에 필기를 할 수 있다. 이 디지털 

펜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필기중인 종이에 한 정

보, 현재 펜이 닿고 있는 종이의 위치 등을 스마트 기기로 실시

간으로 전송한다. 즉, 종이 위에 펜으로 쓰면서 얻은 아날로그 

적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것이다. 펜의 형태를 띠

고 있지만, 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서,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을 포함한 융합 제품이라 할 

수 있다[5].

이 디지털 펜의 원천 기술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스웨덴의 

ANOTO 사가 연구·개발한 것으로[6], 펜 끝에 달린 광학장치

와 적외선을 이용하여 종이 위에 인쇄된 닷 패턴이라고 하는 

특수한 배열의 좌표를 인식한다. 

닷 패턴을 자세히 보면 격자 형태의 좌표로부터 약간 떨어진 

형태의 점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과 가로·세로 1.8㎜ 
면적에 포함된 36개의 점만으로 고유한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아시아 륙을 덮을 정도로 매우 큰 면적의 닷 

패턴에 어딘가를 표시하더라도 그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디지털 펜 및 닷 패턴에 한 설명은 

펜 제네레이션스 사 홈페이지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Fig. 1 Pen generations ADP-611

Fig. 2 Front view of ADP-6012) and expansion of dot pattern

Ⅲ. 디지털 펜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시스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 교육 시스템에서는 위에서 소

개한 디지털 펜, 그리고 닷 패턴이 인쇄된 종이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처리과정은 다음

과 같다.

1) 학생은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학생용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디지털 펜을 모바일 기기(스마트폰)에 연결하고, 닷 

패턴이 인쇄된 종이 위에 필기를 한다. 이 때, 필기 내용을 

비롯한 모든 정보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종이에 필기한 내용이 그 로 모바일 

기기에 출력된다.

2) 학생이 ‘제출’버튼을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디지털 펜으로부터 받은 필기 내용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

하고, 이것을 FTP서버에 업로드 한다. 그리고 제출한 과

제물에 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DB서버 테이블에 레

코드를 삽입한다.

3) 교사는 태블릿 PC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교사용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학생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된 DB서

버에 접근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불러올 수 있으

며, 터치 펜을 이용하여 채점을 진행한다. 교사가 채점을 

하면서 필기된 정보는 별도의 이미지로 저장된다. 채점이 

완료되면 이 이미지가 FTP서버에 업로드 되고, DB서버 

테이블에 있는 과제물에 한 정보가 갱신된다.

4) 학생들은 채점이 완료되는 로 갱신된 자신의 과제물에 

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학생이 작성한 내용과 교

사가 채점한 내용을 별도로 출력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디지털 펜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손으로 직접 

2) ADP-601 제품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ADP-611 제품의 이전 모
델이지만, 닷 패턴을 인식하는 센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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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글을 쓰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 디지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작성된 과제물과 채점 내용이 서버

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과제 작성이나 채점을 할 수 

있다. 즉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결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에게 직접 종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효율적인 과제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 된다.

Ⅳ. 스마트 교육 시스템의 구현 

1. 스마트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디지털 펜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시스템에서는 주로 학생들

이 디지털 펜을 사용하게 된다. 이 때, 디지털 펜이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하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단말기를 휴 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스마트폰으로 

결정하고, 그중에서도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전용 애

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펜 제네레이션스 사의 협조

를 받아 안드로이드용 디지털 펜 SDK를 제공받았다.

2. FTP서버와 DB서버

학생들이 작성하는 과제물을 저장할 서버도 필요했다. 학교 

산학연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도움을 받아 서버 컴퓨터를 

마련하였다. 서버 컴퓨터에 MySQL을 설치하여 DB서버를 구

축하였고, FileZilla Ser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TP서버를 

구축하였다. 

3. DB 모델링

DB서버 구축을 완료하고, 본 연구를 위한 DB 모델링 작업을 

실시하였다.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ER 다이어그램

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가. branch 테이블

교사와 학생들이 속하게 될 특정 교육 장소에 한 정보가 저

장되며, 학원으로 보았을 때 ‘분원’의 개념이다. 분원 고유번호

(branch_id)와 분원명(branch_name)을 기본 키로 지정하였다.

나. student 테이블

학생들에 한 전반적인 정보가 저장된다. 학생 고유번호

(student_id)와 학생의 이름(student_name)이 기본 키이며, 

branch 테이블로부터 가져온 branch_id와 branch_name는 외

래키이다.

Fig. 3 ER diagram for smart education system

다. tutor 테이블 

교사들에 한 전반적인 정보가 저장된다. 교사 고유번호

(tutor_id)와 교사의 이름(tutor_name)이 기본 키이며, 

student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branch 테이블로부터 가져온 

branch_id와 branch_name는 외래키이다.

라. page 테이블

학생들이 스마트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할 닷 패턴이 인쇄된 

교재 페이지에 한 정보가 저장된다. 각 교재 페이지에 발급

된 닷 패턴 고유 ID(page_id), 이에 한 배경 이미지 경로

(page_background)를 기본 키로 지정하였다. 

마. paper 테이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한 정보가 저장된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하면 이곳에 레코드가 삽입되며, 교사들이 과제

물을 채점하게 되면 이곳의 레코드가 갱신된다. 과제물을 제출

한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student 테이블에서 

student_id, student_name 필드를 외래 키로 가져오고, 과제

물을 채점한 교사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tutor 테이블에서 

tutor_id, tutor_name 필드를 외래 키로 가져온다. 또한 닷 패

턴 ID에 따른 교재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page 테이블

에서 page_id, page_background 필드를 외래 키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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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

디지털 펜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연결 및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펜 제네레이션스에서 제공한 안드로이

드용 디지털 펜 SDK를 사용하였다. 시중에 공개가 되어있지 

않아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하였고, 매뉴얼도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초기에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데모 애플

리케이션을 참조하여 소스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을 구현하였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MySQL에 접속하여 과제물 

작성, 수정 및 채점과 같은 과제물에 한 부분의 작업들을 

구현하기 위해 JDBC를 사용하였다. JDBC는 자바에서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바 API이다. DML의 부분 명

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이 과제물 작성을 마치고 제출을 하면 지금까지 학생이 

필기한 자료가 이미지로 저장이 된 후 이 파일이 서버에 업로

드 되는데, 이 기능은 PHP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FTP에 접속

하도록 구현하였다. 요청 받은 파일을 FTP서버에 업로드해주

는 일을 하는 별도의 PHP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해놓고, 애플

리케이션에서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5. 구현 결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펜과 스마트폰을 연결하려면 우선 

애플리케이션에서 펜을 등록해야 한다. 펜의 전원을 켠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블루투스 검색을 켜면 등록된 펜이 없을 경

우 다음 <그림 4>와 같이 주변에 검색된 펜을 찾아준다. 디지

털 펜은 블루투스 이름과 MAC 주소 형식이 일정하기 때문에 

디지털 펜만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디지털 펜 등록 및 연결이 완료 되면 디지털 펜에서 연결 

기 중임을 의미하는 청색 표시등 점멸이 점등으로 바뀌면서 디

지털 펜과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었음을 알려준다.

Fig. 4 Search screen of digital pen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그림 5>와 같이 미리 DB에 등록해놓

은 교재를 인쇄한 종이 위에 디지털 펜을 접촉하여 애플리케이

션에 교재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펜을 접

촉한 순간에도 닷 패턴을 인식하여 디지털 펜이 접촉한 종이가 

어떤 종이인지 인식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인식된 종이의 ID를 

DB서버에 보내 배경 이미지를 불러온다.

이제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듯이 자유롭게 과제 내용을 작성

하면 된다. 종이에는 기존의 펜으로 글을 쓰는 것과 동일하게 

글이 써지면서도, 애플리케이션에는 현재 종이에 쓰고 있는 내

용이 그 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하고 

있는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을 경

우,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을 멀티 터치를 이용하여 언제

든지 확 /축소 할 수 있다.

작성이 완료된 과제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버로 ‘제출’

할 수 있다. 화면에 그려졌던 내용은 이미지로 저장되어 서버

에 저장되고, 이것은 추후 채점을 한다든지, 임시 저장된 과제

물을 이어서 작성하는 등  동일한 교재를 다시 불러오게 될 경

우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된다.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을 리스트 형태로 볼 수 있고, 채점하고자 하는 과제물을 선택

하여 채점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는 터치 펜 등의 입력 장치를 

Fig. 5 Calling of text image

Fig. 6 Checking of scoring finish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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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위에 채점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

사가 채점한 내용은 학생이 작성한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적

색, 청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그림 6>).

교사가 채점을 완료하게 되면 교사가 채점한 내용이 이미지

로 저장되어 서버에 업로드 되고, DB에 있는 채점한 과제물에 

한 정보가 갱신된다. 학생은 교사가 채점이 완료되는 로 

채점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결과 확

인 화면에서도 멀티 터치를 통해 확 /축소를 할 수 있다.

Ⅴ. 결 론

요즘 같은 시 를 흔히 ‘디지털 시 ’라고 말한다. 휴 가 간

편하고 확장성이 무한에 가까운 스마트폰은 디지털 시 에서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시 의 변화에 걸맞게 교육 시스템도 

점차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가장 표적인 예로, 과제를 손으로 직접 써서 교사에게 직

접 제출하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과제물

을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실제로 많

은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채택, 운용하

고 있다.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디지털 글쓰기'는 수시로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글쓰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손으로 글쓰

기를 하는 것 보다 학습효과가 떨어진다. 

문서감정가인 웬디 칼슨은 손으로 글을 쓰는 일 극적으로 줄

어드는 것은 인간의 사고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하면서, "손글씨는 정신과 육체적인 과정이 모두 필요하

기 때문에 두뇌의 양 측면을 모두 사용하게 만든다"고 강조했

다. 이것은 머리에 떠오르는 로 바로 글을 써나가는 ‘아날로

그 글쓰기’가 디지털 글쓰기보다 교육적인 면에서 학습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과 아날로그 글쓰기의 장점을 모두 살

릴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제는 

디지털 펜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 각각의 

장점을 모두 살리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이 논문은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과제인 ‘닷패턴 디지털펜 기반 일체형 전자칠판 

판서프로그램 개발’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과

제번호 C029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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