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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방법(1)
1. USB 드라이버
Double Click

4. Next Click

2. USB Driver
Double Click

5. I accept Click 후
Next Click
3. Next Click

프로그램 설치 방법(2)
8. Launch Check 후
Finish Click
6. Next Click

반드시
Check해주세요

7. Install Click

■ 만약, Check하지 않고
Finish를 누르신 경우,
제어판  프로그램 삭제에서
Silicon lab***프로그램을
삭제하시고 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Install Click

10. 확인 Click

프로그램 설치 방법(3)
■ USB의 Root Directory에서.(처음으로 돌아가서)
11. 프로그램 Setup File
Double Click
12. 컴퓨터 OS에 맞는
폴더 선택

15-1. 폴더 변경 시 설정

15-2. 설치 시작 Click

컴퓨터 OS 확인 방법
 다음 페이지 참조
13. Quizzer2.2.1.exe
우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기본 Folder (Default Folder :
C:\Quizzer2.2.1)

설치가 안될 경우
 다음 다음 페이지 참조

14. 다음 Click

16. 확인 Click

프로그램 설치 방법(3-1)
■ OS 확인방법 (32bit or 64bit)

1. 윈도우 탐색기 
컴퓨터에서 우 클릭
확인

■ 만약, [시스템 종류] 가 없을 경우,
32bit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Windows XP, Vista는 대부분 32bit, Windows7은
32bit 또는 64bit)
※ Windows8, 10은 예전 버전 (1.1.8)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2.x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속성 Click

프로그램 설치 방법(3-2)
■ Program 설치가 안될 경우

Case Ⅰ. 권한이 없는 경우

Case Ⅱ. Java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확인 Click
설치 시 우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Java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환경설정(JAVA_HOME)을
해 주시거나, Java를 재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설정에 관한 문의는 주영솔루션
042-488-5879 또는 admin@quizbuzze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설치 방법(4)
■ USB의 Root Directory에서.(처음으로 돌아가서)

1. Font 폴더 더블 클릭

※ LCD 폰트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퀴즈대회 진행이 가능하나,
학생의 점수가 일반폰트로
표시됩니다.
재미있는 퀴즈대회를 위해
LCD 폰트를 설치해 주세요.

2. 네 파일 모두 선택 후
복사(Ctrl + C)

C:\Windows\Fonts 폴더에 붙여 넣기(Ctrl + V)

카메라에서 사진을 옮기는 방법
■ 디지털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다음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1.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E) 에서 카메라 검색

4. 새 폴더 Double Click후 붙여 넣기
(Ctrl + V 또는 우 클릭, 붙여 넣기)

카메라 Double Click후
File 찾기.

2. 원하는 파일 Drag & Drop으로 파일 선택 후
복사 (Ctrl + C, 또는 우 클릭, 복사)
5. 이름을 바꿀 File Click후
키보드의 ‘F2’ Key 누름

3. 바탕화면(윈도우+D) 에서 새 폴더 만들기
(우 클릭  새 폴더)

6. ‘.JPG’를 제외한 부분을 지우고 이름 쓰기
(예 : 홍길동.jpg)
※ 만약, .JPG가 처음부터 안보일 경우, 이름만
Key In (예 : 홍길동)

시작 화면
■ 실행 방법 :
C:\Quizzer 2.2.1폴더의
Quizzer2.2.1.exe 파일
Double Click.
만약, 실행이 안될 경우,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 삭제)
예전 버전의 (Java 7.0이하)
Java를 삭제해 주세요.
(FAQ 2 참고
)

환경 설정 후
새 게임 /
이어하기 선택
■ [새 게임] / [이어하기] 버튼 선택 : 새 게임 버튼을 누르면 기존 점수 모두 삭제. (이어하기는 점수 유지)

• 버튼퀴즈 후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는 경우 : 버튼퀴즈 시 새 게임, 스피드퀴즈 시 모든 도전자 : 이어하기
• 스피드 퀴즈 후 버튼 퀴즈를 진행하는 경우 : 스피드퀴즈의 첫 도전자 : 새 게임, 이후 도전자 : 이어하기,
버튼 퀴즈 : 이어하기

환경 설정
1. 사진 입력 Click
2. 퀴즈 입력 Click
3. 버튼퀴즈/
빙고 퀴즈 /
스피드퀴즈 선택
4. 빙고 퀴즈 시
열(가로 버튼 수) 선택
5. 스피드 퀴즈 시
도전자/시간 선택
6. 확인 Click

■ 버튼 퀴즈 : 가장 먼저 버저를 누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어 답을 하는 퀴즈대회
■ 빙고 퀴즈 : 빙고판에서 문제를 선택, 가장 먼저 버저를 누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퀴즈대회
■ 스피드 퀴즈 : 주어진 시간 안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설명하여, 답을 맞추는 퀴즈 대회

사진 폴더 생성 방법

1. [추가] 버튼 Click

2. 폴더 명 입력 후
[확인] Click
ex: 퀴즈왕 1반

3. [확인] Click

폴더 삭제 시
[삭제] 버튼 Click

■ 폴더 별로 미리 사진을 입력하여 퀴즈대회 시 사진 입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입력 방법
1. [사진 찾기]
Click

2. 사진
Double Click

3. [확인] Click

※ 사진 삭제할 경우
[삭제] Click

■ 사진 이름 변경 방법 : 사진 Click 후 키보드의 F2 Key 누름
 파일 이름에서 확장 자 (.jpg또는 .gif, .bmp, .png등)를 제외한 이름 변경 후 Enter.
(확장자가 없을 경우 이름만 변경)
 사진을 찾아 Double Click
■ 캐릭터는 c:\quizzer2.2.1\image\character 폴더에 있습니다.

문제 폴더 생성 방법
1. 추가 버튼 Click

2. File 명 입력 후
확인 Click
ex : 1학년 국어

3. Sheet 명 입력 후
확인 Click
ex : 1반

File 삭제 시
삭제 버튼 Click

※ 왼쪽은 Excel File, 오른쪽은 Sheet 명이며, Quizzer의 Question 폴더에서 Excel File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Excel File로 문제를 내신 후 C:\Quizzer2.2.1\Question 폴더에 붙여 넣기 하시면 퀴즈 문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 File에 Sheet만 추가 / 삭제 하실 경우는 오른쪽 Sheet 옆의 추가 / 삭제 버튼을 Click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입력 방법(1)
1. 공란 더블클릭
혹은 키보드의
F2 Key
2. 문제 직접 입력
후 Enter 혹은
File 버튼 Click
3. File 더블클릭
(Drag & Drop 또는
Shift + Click 또는
Ctrl + Click으로
여러 문제 선택 가능)
4. 확인 Click
(점수 입력은
다음페이지 참고)

■ 사용 가능한 File 확장자명
a. 그림 파일 : jpg, jpeg, bmp, gif, png
b. 동영상 파일 : mpg, avi, wmv, mov, mp4
c. Flash 파일 : swf
d. 소리 파일 : mp3, wav, wma

※ 점수와 감점은 반드시 숫자로만 입력해야 함.
문제, 정답은 숫자, 문자, 파일 등으로 입력
※ 듣기 문제와 그림문제를 동시에 입력할 경우,
(ex. TOEIC의 Part 1) 그림 파일은 문제 란에,
듣기 파일은 듣기 문제 란에 입력하여야 함.
(듣기 파일만 입력할 경우, 문제 또는 듣기 문제
어느 곳이나 상관 없음.)

문제 하나만
삭제할 경우,
문제 Click 후
키보드의
Delete Key 누름

문제 입력 방법(2)
1. 공란 더블클릭
혹은 키보드의
F2 Key
2. 점수 / 감점 입력
(숫자만 입력)

3. Copy 버튼 Click시
점수 / 감점 복사
(아래 예제 참조)

4. 객관식 문제의 경우
보기1 ~5에 입력
(4지선다의 경우 1~4)

ex. 만약, 1~10번 문제는 100점, 11~20번 문제는 200점, 21~30번 문제는
300점 일 경우, 모든 문제 입력(1~30번까지) 후, 1번 점수에 ‘100’을 기입하고
Copy 버튼을 Click, 11번 점수에 ‘200’을 기입하고 Copy 버튼을 Click,
21번 점수에 ‘300’을 기입하고 Copy 버튼을 Click하면 빠르게 점수 입력 가능.

5. 확인 Click

문제 입력 방법(3)

– 빙고 게임용
빙고 게임의 제목
Key-In
1번부터 가로
방향으로 표시됨.
제목 표기 예제
(4열일 경우):
1~4 : 제목
5~8 : 100
9~12 : 200
13~16 : 300
17~20 : 400

문제와 점수, 감점은
빙고의 제목있는 곳
(인물,지명 등 1~4번)
은 공란, 5번부터 사용
빙고 게임은 4~6열(가로)로 하는 것이 일반적. 예를 들어 4*4 빙고일 경우에는
1~4번 문제,점수,감점,정답란은 공란으로, 빙고 제목에 제목(인물, 지명, 역사 등)
입력. 5~8번 문제에는 문제 입력 후, 점수 : 100, 감점 50, 빙고 제목에 100 입력
9~12번 문제에는 문제 입력 후, 점수 : 200, 감점 100, 빙고 제목 200 입력
동일 방법으로 20번 문제까지 입력 후 확인 Click

어려우실 경우,
042-488-5879 혹은
admin@quizbuzzer.kr
으로 문의해 주세요.

버튼 퀴즈 진행 방법(1)
■ 문제 확대 / 축소 버튼
-문제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 Click

■ 문제 시작을 위해
[다음 문제] 버튼 Click

■ 사진 변경 시
-사진 또는 이름
더블 클릭

■ 폰트 변경 시
- 마우스 휠 Click

■ 다음문제 Key-In
-일반적인 경우 불필요. 방청객 퀴즈 등으로 번호 이동 필요 시
문제 번호 Key-In후 Enter 또는 [다음문제] 버튼 Click
※ 1번 문제일 경우, 다음 문제는 2 로 표시 됩니다.
12번 문제로 이동하시려면 12 입력 후 Enter  문제 화면에는
12번 문제가 표시되며, 다음문제에는 13이 표시됩니다.

■ 정답 확인 버튼
-참여자가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답 확인용

※좌, 우 Click이
아니라, 마우스의 휠
Click 시 Font 변경 가능
문제 점수, 이름,
개인 점수, 문제, 빙고
제목, Option 등
폰트 변경

버튼 퀴즈 진행 방법(2)
■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이
버튼(버저) 을 누름
(버튼 퀴즈 진행방법
(4) 참조)
다음 문제로
이동하기 위해
[다음 문제] 버튼
Click
모든 문제를 풀면
[처음으로] 버튼
Click

■ 오답(‘N’)을 정답(‘Y’)으로 잘못 눌렀을 경우 처리 방법
☞ [이전문제] 버튼 Click 후 [다음 문제] 버튼 Click  잘못 올라간 점수가 복귀됨.
☞ 테이블의 점수 Click시 문제 점수만큼 증가, 우 Click시 문제 감점만큼 감소

문제 점수를
수동으로 변경하려면
☞ 점수 클릭 시 문제
점수 만큼 증가,
☞ 점수 우 클릭 시
감점 만큼 감소

버튼 퀴즈 진행 방법(3)

- 단축키
■ 버튼 Click 대신
키보드로 진행할
경우 사용

[Ctrl] + [+] 또는
[Ctrl] + [-]

숫자 입력 후
[Enter]

[Ctrl] + [1]

[Ctrl] + [2]

[Ctrl] + [3]

[Ctrl] + [4]

버튼 퀴즈 진행 방법(4)
문제 점수 표시

감점 표시

버튼 누른 사람의
이름

버튼 누른 사람의
현재 점수

■
■
■
■

버튼을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의 사진이 표시됨.
정답을 말했을 때 : 키보드의 ‘Y’ Key를 누름. (점수 증가)
오답을 말했을 때 : ‘N’ Key를 누름 (점수 감소 : 감점)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 ‘Y,N’을 제외한 영문 Key를 누름 (점수 증, 감 없이 퀴즈 화면 이동)

빙고 퀴즈 진행 방법
■ 원하는 문제를 Click
(ex. 역사 200점)

■ 문제가 나오면,
버튼 퀴즈와 사용법 동일
■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Ctrl + B]로
빙고 화면으로 이동

이길동 학생이 맞은 경우

■ 맞은 사람 사진과 색상이 빙고 판에 표시됨. (버튼(버저)을 누른 후, 키보드의 [Y]를 누른 경우)
빙고(ex. 가로 / 세로 / 대각선으로 2줄) 대상자가 없을 경우, 다 득점자가 우승

스피드 퀴즈 진행 방법
■ 문제 설명하는 사람
혹은 답을 맞추는
사람은 적색 버저 사용
■ 진행자(선생님)는
녹색 버저 사용

■ 시작 : 적색 버저와
녹색 버저를 한번씩
누른 후 타이머 작동
(시간 완료 후
[처음으로] 버튼 Click
환경설정에서 응답자
변경 후 [이어하기])
■ Pass : 적색 버저
■ 정답 : 녹색 버저

■ Pass (‘적색 버저’)를 정답(‘녹색 버저’)으로 잘못 눌렀을 경우 처리 방법
☞ [이전문제] 버튼 Click 후 [다음 문제] 버튼 Click
 잘못 올라간 점수 복귀.

FAQ (자주 묻는 질문)
■ USB 케이블이 퀴즈 버저 PCB 보드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USB 드라이버가 잘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USB 드라이버 설치 시 마지막에 Launch the CP210x..
의 문구에 반드시 Check를 하신 후 이후 설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약, Check하지 않고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에서 Silicon Laboratories CP210x로
시작되는 USB 드라이버를 삭제해 주시고 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프로그램 설치방법(2)참조
)
 USB Port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USB Port를 사용해 주세요.
■ 컴퓨터에 MSVCR100.dll이(가) 없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MSVCR100관련 해결 폴더에서 vcredist.exe를 실행시키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32bit 컴퓨터는 (x86)을, 64bit 컴퓨터는 (x64)를 설치하세요.
■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문제를 꼭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문제 입력 화면(
)에서 문제는 입력하지 마시고, 점수와 감점만 입력하신 후 (ex. 1~20번까지)
버튼 퀴즈에서 다음문제를 Click 하시면서, 퀴즈 대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진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사진이나 캐릭터는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재미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릭터는 설치 폴더의 image폴더 (C:\Quizzer2.2.1\image\Character)에 있습니다.
이름 변경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진 입력방법 참조)

FAQ 2 (자주 묻는 질문 2)
■ 재미있게 퀴즈대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뒤쪽의 문제 점수를 높이 주시면 더 흥미 진진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 20문제 중, 10번까지는 100점, 15번까지는 200점, 20번까지는 300점의 점수를 주신다면,
보다 더 흥미 진진한 퀴즈대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제가 옆으로 늘어나 보여요.
문제 오른쪽 위의 [+] 버튼을 누르시면 문제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위치 시키시려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 Quizzer2.2.1.exe를 더블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전 버전의 Java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uizzer 사용 Java 버전 : 8.0)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 / 삭제에서 Java를 삭제 후, 재 실행 해 주세요.(프로그램 실행 시 최신 버전 자동 설치됨.)
※ Java의 예전 버전은 프로그램 추가 / 삭제에서 Java™ 7 Update 25 등 [Java또는 JDK, JRE 등의 ] 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전 버전의 Java를 삭제할 수 없을 경우 주영솔루션(042-488-5879, admin@quizbuzzer.kr)으로
문의해 주세요.
■ 퀴즈대회 화면에서 학생의 점수가 LCD 폰트가 아니라, 일반 폰트로 표시돼요.
폰트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방법 4 참조

)

FAQ 3 (자주 묻는 질문 3)
■ 문제를 공유할 수 있나요? / 다른 컴퓨터에서 문제를 입력한 후, 내 컴퓨터에서 퀴즈 문제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C:\Quizzer2.2.1\Question에 보면, Excel File들이 있습니다. 복사 / 붙여 넣기 하시면, 다른 컴퓨터와 문제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Excel에서 직접 입력 후,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 만약, 파일(그림, 소리, 동영상)을 입력하셨다면, 내 컴퓨터의 동일한 폴더에 파일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컴퓨터에 c:\그림\abc.jpg 를 입력하셨다면, 내 컴퓨터의 C:\그림 폴더에도 abc.jpg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File이 없다면 폴더의 문제는 삭제 됩니다. 문제를 다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 포인트의 문제를 낼 수 있나요?

파워포인트에서 문제를 다 내신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Click하셔서, 파일 형식을 ‘*.jpg’로 선택하신 후, 저장
(모든 슬라이드)하시면, 각 슬라이드 문제가 별도의 ‘*.jpg’ 파일로 저장됩니다. 문제 입력에서 문제를 File 버튼을
Click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 입력방법 참조
)
■ 궁금하신 사항은 admin@quizbuzzer.kr 이나 042-488-58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솔루션 ( www.quizbuzzer.kr ) 의 Quizzer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