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매뉴얼
취급설명서

본자료는 Studuino(스터디노) 프로그래밍 환경 취급설명서입니다.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변경에 따라 첨삭/수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취급설명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Studuino 소프트웨어 설치(일본어)
URL:http://artec-kk.co.jp/studuino/docs/jp/Studuino_setup_softwa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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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otist 와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하여
1.1. 개요/특징

Arduino 호환 기판

Studuino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아텍 블록

블록과 부품을 조합해
로봇외관을 제작

초급자~상급자에 맞춰져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

부품
모터, LED
버저, 센서
Robotist(로보티스트)는 Studuino, 아텍 블록, 부품,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Studuino 와 아텍 블록, 부품을 조합해 자유롭게 로봇의 외관과 구조를
만들수 있으며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이용해 로봇을 자유롭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Studuino 프로그램 환경은 드래그＆드롭에 의한 조작과 프로그램 작성을 서포트하는
기능에 의해 프로그래밍 초보자도 본격적인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rduino 언어 변환도 지원하므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Arduino 언어로 변환하여 보다 복잡한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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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램 동작 환경
사양
OS
프로세서(CPU)
메모리
USB
소프트웨어
화면 사이즈

내용
Windows XP(SP3 이상) / Winsows Vista / Windows7 / Windows8 /
Windows8.1
Pentium4 2GHz 이상 권장
256MByte 이상
USB2.0 대응 포트
Microsoft .NET Framework4.가 필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시 자동적으로 설치됩니다)
XGA(1024×768) 이상

1.3. Studuino 에 대하여
로봇 제작시 사용하는 Studuino 의 입출력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⑤

④
①

⑦
⑥

③
① DC 모터용 커넥터
DC 모터에 접속하는 커넥터입니다.DC 모터는 2 개까지 접속 가능하며, 커넥터명은
M1, M2 입니다.
② 서보 모터용 커넥터(디지털 핀용 커넥터)
서보 모터에 접속하는 커넥터입니다. 서보 모터는 8 개까지 접속 가능하며,
커넥터명은 D2, D4, D7, D8, D9, D10, D11, D12 입니다. 서보 모터에 접속할 때는
신호선 (회색선)이 안쪽으로 오도록 접속해 주십시오.
③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아날로그용 커넥터)
센서, LED, 버저 중 하나를 접속하는 커넥터입니다. 커넥터명은 A0~A7 입니다.
터치 센서, 가속도 센서 이외의 센서는 A0~A7 에 연결 가능합니다. 터치 센서,
LED, 버저가 연결 가능한 커넥터는 A0~A5 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A4 와 A5 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센서 / LED / 버저를 연결할 때는 신호선 (회색선)이 안쪽으로
오도록 연결해 주십시오.
④ 푸시 스위치
버튼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명은 A0~A3 입니다. 푸시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센서 / LED / 버저 접속 커넥터의 A0~A3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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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셋 스위치
프로그램을 리셋하는 스위치입니다. Studuino 를 초기화한 후나 PC 가 Studuino 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을 때, 기타 Studuino 가 비 정상적을으로 작동할 때에는 이
스위치를 눌러 Studuino 를 재기동해 주십시오.
⑥ 전원 커넥터 (외부전원용 커넥터)
전원을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센서 / LED / 버저 / 스위치는 USB 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동작되나 DC 모터나 서보 모터를 움직일 경우에는 전원 커넥터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B 케이블을 제거하고 Studuino 를
동작시킬 때도 전원 커넥터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⑦ 통신 케이블 접속 커넥터 (USB mini B 커넥터)
PC 와 통신하기 위해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커넥터는 USB の
mini-B 규격이며, 제품에 부속되어 있는 통신 케이블뿐만 아니라 시판 USB
케이블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커넥터 및 스위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DC 모터 접속 커넥터 M1 과 서보 모터용 커넥터 D2, D4
 DC 모터 접속 커넥터 M2 와 서보 모터용 커넥터 D7, D8
 푸시 스위치 A0 과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 A0
 푸시 스위치 A1 과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 A1
 푸시 스위치 A2 와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 A2
 푸시 스위치 A3 과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 A3
만약 M1 에 DC 모터를 접속해서 사용할 경우 D2, D4 에 서보 모터를 접속해도 서보
모터의 동작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D2, D4 를 서보 모터로 사용하는 경우, M1 에
DC 모터를 접속해도 DC 모터의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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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프로그래밍
환경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1.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설치
PC 에서 Studuino 를 제어할 때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PC 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지 [Studuino 기판 셋업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해 주십시오.

2.2.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삭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은 Windows,Mac OS X,Raspberry Pi 에 대응합니다.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삭제는 별지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Studuino 소프트웨어
설치]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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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화면

Windows 환경에서만 스타트업 화면에 의해 프로그래밍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Mac OS X,Raspberry Pi 에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의 기동 방법은 별지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Studuino 소프트웨어 설치]를 참조해 주십시오.
Windows 환경의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은 위의 그림처럼 스타트업 화면에서
기동됩니다.스타트업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한 로봇 제어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는 4.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을 참조해 주십시오.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한 로봇 제어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는 5.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참조해 주십시오.

 언어 설정
메인 메뉴의 [언어설정]을 선택하면 언어설정이 가능합니다.
언어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품 예
아텍 블록, Studuino, 부품을 사용한 로봇의 예제와 조립방법이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매뉴얼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매뉴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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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메인 메뉴의 [종료]를 선택하면 스타트업 화면을 종료합니다.
각 메뉴 항목에서 메인 메뉴로 돌아갈 경우,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메인 메뉴로
돌아가기]버튼을 클릭합니다.

6

4.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
4.1. 개요/특징

아이콘 팔레트

드래그＆드롭
프로그램 전송/작성 버튼
프로그램 에어리어

속성 에어리어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은 로봇을 제어하는 아이콘을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드래그＆드롭해서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입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각 아이콘은 속성 에어리어로 자세한 동작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로봇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드(4.5 메인 메뉴의 테스트
모드를 참조)를 이용하거나 센서뷰어(4.5 메인 메뉴의 센서 수치 확인 모드를 참조)에
의한 센서 입력 수치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프로그램 전송 버튼
으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 전송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작성한 제어 프로그램을 Arduino(아두이노) 언어로 변환해서
Arduino IDE 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4.5 메인 메뉴의 Arduino 언어표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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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이콘 팔레트
DC 모터

단색 LED
버저

대기
서보 모터
센서

동작

반복

서브
메뉴

아이콘 팔레트에서는 로봇 제어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작동그룹에서는 로봇의 동작에
관한 아이콘을, 센서 그룹에서는 센서 수치를 사용하는 아이콘을, 반복 그룹에서는
제어의 일부를 반복하는 아이콘을, 서브메뉴 그룹에서는 서브 메뉴를 실행하는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각 그룹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동 그룹
작동 그룹에서는 로봇의 부품을 제어하는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DC 모터를 제어

서보 모터를 제어

단색 LED 를 제어

버저에서 멜로디 출력

버저에서 단음 출력

지정시간, 대기함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DC 모터 2 개를 자동차의 타이어로 M1, M2 에 접속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 제어에 사용하는 아이콘도 제공합니다. 타이어가 있는 쪽이 앞쪽입니다.

M２에 연결

M１에 연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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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후퇴

좌회전 (앞)

좌회전 (뒤)

우회전 (앞)

우회전 (뒤)

회전

 센서 그룹
센서 그룹에서는 로봇 동작 조건에 센서 입력 수치를 사용하는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센서 입력 수치를 로봇의 동작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음
1 개의 센서 수치를 로봇의 동작 조건으로 사용함
2 개의 센서 수치를 로봇의 동작 조건으로 사용함

 반복 그룹
반복 그룹에서는 처리의 일부를 반복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반복 시작점

반복 종료점

 서브메뉴 그룹
서브메뉴 그룹에서는 서브 메뉴에서 정의한 처리를 실행하는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서브메뉴 1 을 실행

서브메뉴 2 를 실행

4.3. 프로그램 에어리어

드래그&드롭

메뉴 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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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에어리어는 아이콘 팔레트의 제어 아이콘을 드래그＆드롭으로 배치하여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배치된 한 개의 아이콘은 한 가지의 명령을 처리 합니다.
메뉴 탭으로 [메뉴], [서브 메뉴 1], [서브 메뉴 2]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
No.1 부터 순서대로 실행
반복 아이콘 박스
처리 아이콘 박스

조건 아이콘 박스

메뉴에서는 로봇 제어를 시작에서 종료까지 프로그램 합니다. No.1~No.24 의 24 개의
처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한 프로그램은 No.1 부터 차례로 실행됩니다. 메뉴에는
반복 아이콘 박스, 처리 아이콘 박스, 조건 아이콘 박스가 있으며, 반복 아이콘 박스에
반복 그룹의 아이콘을 배치, 처리 아이콘 박스에는 작동 그룹 또는 서브메뉴 그룹의
아이콘을 배치, 조건 아이콘 박스에 센서 그룹의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반복 아이콘 박스
반복 아이콘 박스에는 반복 그룹의 아이콘을 끌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반복
아이콘 박스의 설정 순서를 표시합니다.
① 반복하고 싶은 명령의 맨 앞 반복 아이콘
박스에 반복 아이콘 (시작점)을 끌어
놓습니다.

② 반복하고 싶은 처리의 맨 끝 반복 아이콘
박스에 반복 아이콘 (종료점)을 끌어
놓습니다.
이때, 반복 되는 곳이 사각형으로
둘러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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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의 드롭 후, [반복 횟수의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되므로 반복 하고싶은 횟수를 설정합니다.
또한 무한 반복을 체크하면 계속해서 명령이
반복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반복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복 횟수의 재설정은 마우스로 드롭하거나
반복 아이콘 (종료점)을 클릭하여 [반복
횟수의 설정] 대화상자를 재표시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 아이콘 박스
처리 아이콘 박스에는 작동 그룹 또는 서브메뉴 그룹의 아이콘을 드롭할 수 있습니다.
서브 메뉴 1 아이콘
또는 서브 메뉴 2 아이콘 는 프로그램 에어리어의 서브 메뉴
1 또는 서브 메뉴 2 로 작성된 제어를 실행합니다. (서브메뉴의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되는 서브 메뉴 1, 2 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처리 아이콘 박스의 아이콘을 드래그&드롭으로 다른 처리 아이콘 박스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처리 아이콘박스에 둔 아이콘을 드래그&드롭한 경우
새로 작성되는 아이콘은 드래그 한 아이콘의 속성을 가집니다.
드래그&드롭

No.1 속성
No.2 속성

드래그한 아이콘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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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아이콘 박스
자동차가
전진하는 아이콘

조건 아이콘 박스의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같은 열(列)의
처리가 실행됩니다.
조건 없음 아이콘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조건은 속성 에어리어에서
설정합니다.

조건 아이콘 박스에 같은 열(列)의 처리 아이콘 박스에 있는 아이콘을 실행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처리 아이콘 박스에 아이콘을 드롭하면 자동적으로 조건 없음 아이콘 이
조건 아이콘 박스에 표시됩니다. 조건 아이콘 박스에 센서 그룹의 아이콘을 드롭하면
센서 입력 수치를 처리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사용하는 센서 수치나
한계치는 속성 에어리어에서 설정할 수있습니다. 조건 아이콘 박스에 배치한 센서
아이콘을 선택하면 조건을 속성 에어리어에 표시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 아이콘에
의한 조건 설정의 자세한 내용은 4.4 속성 에어리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위의 그림의 경우 No.1 에서는 조건 없음으로 자동차의 직진 처리를 실행하나 No.2
에서는 광 센서의 수치가 한계치(3)보다 작은 경우, 자동차의 후퇴 처리를 실행합니다.
광 센서의 수치가 한계치(3)보다 큰 경우에는 후퇴 처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서브 메뉴 1, 2
메뉴에서 서브 메뉴 아이콘이
실행되면 서브 메뉴 내의 처리가
No.1 부터 실행됨

처리 아이콘 박스
조건 아이콘 박스

서브 메뉴에서는 특정 소규모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No.1~No. 8
처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 메뉴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은 메뉴에서
아이콘이 실행되면 No.1 부터 차례로 실행됩니다. 서브 메뉴는 처리 아이콘
아이콘 박스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 아이콘 박스에 작동 그룹의 아이콘을
아이콘 박스에 센서 그룹의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의 8
서브
박스,
배치,

개의
메뉴
조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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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아이콘의 선택과 드래그＆드롭
프로그램 에이리어에 배치된 복수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드래그＆드롭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의 행동/조건/반복 아이콘 박스 이외의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 개시 상태가 되어 마우스 커서가 변합니다. 그 상태로 커서를 드래그하면
선택 범위에 들어간 아이콘이 점선으로 둘러싸입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손에서
떼면 선택 상태가 확정되어 선택 틀이 굵은 실선으로 바뀌어 마우스 커서가
원래상태로 돌아갑니다.
※행동 블록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공백 블록이나 서브 메뉴 아이콘이
설정되어있는 블록은 선택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선택 후보가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행동 아이콘만
선택도 가능

선택범위가 확정되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마우스 커서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선택범위내의 아이콘 하나를 선택하여 드래그합니다.이 때, 마우스 커서는 맨 앞의 (맨
왼쪽) 아이콘 그림으로 변합니다.
다른 행동 블록에 드롭하면 복사가 완료됩니다. 다른 메뉴 탭에 커서를 가져가면 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뀐 메뉴 내부의 행동 블록에 드롭하면 복사가 완료됩니다.
※동작 아이콘만을 드래그＆드롭할 경우, 복사할 곳의 행동 블록 상태로 조건 아이콘이
결정됩니다. 공백 (미설정)의 경우, 조건 블록에는 조건 없음 아이콘
설정 완료의 경우, 조건 아이콘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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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블록에 드래그&드롭

다른 메뉴로 드래그해
탭을 바꾼 후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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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속성 에어리어

선택한 아이콘 속성이
속성 에어리어에 표시됩니다.

각 제어 아이콘은 고유의 정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이동을 나타내는
아이콘 은 이동 속도나 이동 시간을 정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설정은 속성 에어리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선택된 아이콘의
에어리어에 표시되므로 원하는 설정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과 각각이 가지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

동작 아이콘 1

속성
속도
시간설정
정지



속성이

내용
이동 속도를 0~10 단계로 설정합니다.
이동 시간을 0.1~25.5 초로 설정합니다.
이동 처리 후의 정지 방법을 설정합니다.
급정지를 사용할 경우 그 자리에 정지하기 때문에, 이동 후의
정지위치가 중요한 처리에 적합합니다. 감속후 정지를 사용할 경우
이동 처리 후, 관성에 의해 움직이다 정지합니다. 이동 아이콘이 다음
처리에 올 경우, 감속후 정지를 선택하면 매끄럽게 다음 이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작 아이콘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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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속도
회전방향
시간설정
정지



DC 모터 아이콘

속성
커넥터

회전방향
회전속도
시간설정
정지



내용
이동 속도를 0~10 단계로 설정합니다.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설정합니다.
이동 시간을 0.1~25.5 초로 설정합니다.
이동 처리 후의 정지 방법을 설정합니다.
급정지를 사용할 경우 그 자리에 정지하기 때문에, 이동 후의
정지위치가 중요한 처리에 적합합니다. 감속후 정지를 사용할 경우
이동 처리 후, 관성에 의해 움직이다 정지합니다. 이동 아이콘이 다음
처리에 올 경우, 감속후 정지를 선택하면 매끄럽게 다음 이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
대상 DC 모터가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커넥터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커넥터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
커넥터입니다.
DC 모터의 시계방향 회전/반시계방향 회전을 설정합니다.
DC 모터의 회전 속도를 0~10 단계로 설정합니다.
이동 시간을 0.1~25.5 초로 설정합니다.
급정지를 사용할 경우 그 자리에 정지하기 때문에, 이동 후의
정지위치가 중요한 처리에 적합합니다. 감속후 정지를 사용할 경우
이동 처리 후, 관성에 의해 움직이다 정지합니다. 이동 아이콘이 다음
처리에 올 경우, 감속후 정지를 선택하면 매끄럽게 다음 이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보 모터 아이콘

속성
각도

이동속도

내용
각도를 설정하는 커넥터를 체크 박스에서 선택하여, 각도
0 도~180 도를 1 도 단위로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커넥터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 커넥터입니다.
서보 모터의 지정 각도까지의 이동 속도를 0~20 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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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 LED 아이콘

속성
스위치
커넥터



내용
건반으로 음계를 지정, 음의 길이를 0.1~1.0 초로 설정합니다.
버저가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커넥터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커넥터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 커넥터입니다.

멜로디 아이콘

속성
멜로디 작성

커넥터



LED ON/OFF 을 설정합니다.
LED 가 접속되어있는 커넥터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커넥터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 커넥터입니다.

버저 아이콘

속성
출력음
커넥터



내용

내용
음표 기호와 음계 (건반), 쉼표의 경우에는 기호만을 선택하여 →
버튼을 클릭하면 음을 등록합니다.
또한, 템포를 90,120,150 중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등록 가능한 음은 8 음 까지입니다.
버저가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커넥터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커넥터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 커넥터입니다.

대기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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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시간 설정



센서 조건 아이콘

속성
조건



내용
지정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됩니다.
시간을 0.1~25.5 초로 설정합니다.

내용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센서를 콤보 박스로 선택하여 조건 (등호(=),
부등호(< >), 범위(|→←|, ←||→))을 선택하여 한계치를 설정합니다.
범위는 열린구간이 됩니다.(한계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콤보 박스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판과 접속되어있는 센서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센서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
센서입니다.

２ 센서 조건 아이콘

속성
조건

내용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센서를 콤보 박스로 선택하여 조건
부등호(<
>),
범위(|→←|,
←||→))을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범위는 열린구간이 됩니다. (한계치는
않습니다).
복수 조건의 사이에 있는 콤보 박스에서 [또한],[또는]
판정을 설정합니다.

(등호(=),
한계치를
포함되지
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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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 박스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판과 접속되어있는 센서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센서는 4.5 메인 메뉴의 입출력 설정에서
등록한센서입니다.

4.5. 메인 메뉴
 파일 메뉴
파일 메뉴에서는 파일 불러오기나 저장을 합니다.



파일 열기
저장한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덮어쓰기
파일을 연 상태라면 그 파일을 덮어쓰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종료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램 환경을 종료합니다.

 편집 메뉴
편집 메뉴에서는 프로그램 작성이나 편집에 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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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
한 단계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소프트웨어는 아이콘의 드롭/삽입/삭제, 입출력 설정 변경시점에서의 상태를 가장
최근것부터 최대 10 개까지를 저장합니다.



메뉴 초기화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아이콘을 초기화합니다.



Arduino 언어를 표시
프로그램 에어리어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Arduino 언어로 변환합니다. 본
메뉴에서 출력된 Arduino 언어의 소스 코드는 Arduino IDE 에서 컴파일해
Studuino 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옵션 부품 사용
자이로 센서, 칼라 센서, 초음파 센서, 온도 센서,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할 때 이
항목을 클릭해서 표시합니다. 각 부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의
소프트웨어 메뉴얼 "옵션 부품 사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적외선 신호등록
적외선 신호 등록 창을 열어 적외선 신호등록 모드로 이행합니다. 옵션 부분이
유효함과 동시에 입출력에서 적외선 리모컨 수신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터 교정
서보 모터의 각도, DC 모터의 회전 속도 차이를 조정하고 설정 파일에 입력합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면 테스트 모드로 이행하며 "모터 교정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서보모터 교정
대화 상자를 띄우면 접속된 모든 서보모터가 90 도로 설정됩니다. -15~15 까지의
오프셋 값을 입력함으로써 대응하는 서보 모터가 "90 도+설정한 오프셋 값"까지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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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프셋 값을 0 으로
되돌립니다.

오프셋 값을 입력합니다.

서보 모터를 보면서 정확히 90 도가 되는 오프셋 값을 찾습니다.
모든 서보 모터의 설정이 끝나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저장되며 다음부터는 같은 설정값이 사용됩니다.

21



DC 모터 교정

최대속도로 DC 모터의
회전이 시작됩니다.

눈금 수치를 조절해 속도를
변경합니다.

창을 띄워 회전 버튼을 누르면 2 개의 DC 모터가 최대 속도로 회전을 시작합니다.
눈금이 활성화되므로 수치를 조절하고 2 개의 DC 모터의 회전 속도가 같게 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회전을 멈추고 OK/취소 단추가 다시 유효하게 되므로,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저장되며 다음부터는 같은 설정값이 사용됩니다.


입출력 설정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부품 정보를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에
등록합니다. 본 메뉴 또는 아이콘 팔레트의 Operation 에 있는
[입출력설정 대화상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을 클릭하면

이 대화상자의 체크 박스는 아래와 같이 Studuino 커넥터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부품이 접속되어있는 Studuino 의 커넥터에 대응하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
22

주십시오.
서보모터ー

버튼

DC 모터

센서/ LED/버저

또한 1.3 Studuino 에 대하여와 마찬가지로, DC 모터용 커넥터 M1 과 서보 모터용
커넥터의 D2, D4, DC 모터용 커넥터 M2 와 서보 모터용 커넥터의 D7, D8,
버튼 (푸시 스위치)A0~A3 과 센서/LED/버저용 커넥터 A0~A3 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합은 "입출력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함께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한
쪽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한 쪽을 무효로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서보 모터의 D2, D4 를 사용하는 경우, DC 모터의 M1 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D2, D4 가 유효하게 되어 체크박스에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주의 사항>
커넥터를 2 개 사용하는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는 사용된 커넥터 위치 모두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속 부품
가속도 센서

커넥터의 조합
A4,A5

복수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커넥터 조합

위의 표의 "커넥터 조합"에 대응하는 커넥터명 체크 박스에 체크를 넣은 상태에서
아이템 선택을 하면 대응하는 접속 부분이 표시되어 부품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커넥터의 아이템도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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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에서 가속도 센서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A5 도 선택됩니다.

 실행 메뉴
실행 메뉴에서는 Studuino 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작성/전송
작성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에 빌드, 빌드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 전송합니다. 아이콘 팔레트와 프로그램 에어리어 사이에
클릭하면 본 메뉴와 같은 처리가 실행됩니다.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Studuino 와
PC 가 USB 에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작성/전송 중은 오른쪽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표시줄이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전송 후, 이 진행
상태표시줄은 비표시가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 전송시에
Studuino 와 PC 통신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아래는 프로그램 작성/전송시에 표시되는 메시지 입니다.

을

본 메시지는 프로그램 작성/전송 중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예기치 않게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이
종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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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기동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가 USB
접속되어있는 않은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를
연결하고있는 통신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접속
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 뒤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실행
Studuino 에 전송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테스트모드
본 메뉴 또는 아이콘 팔레트와 프로그램 에어리어 사이에 있는
을 클릭하면
테스트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Studuino 와 통신하여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부품을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테스트 모드를 이용하면
로봇의 동작을 확인하며 아이콘 설정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모드의 경우,
아래에 각 아이콘의 동작을 표시합니다.
아이콘 종류
동작
DC 모터
서보모터
LED
버저
멜로디

확인 가능한 동작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한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에어리어에서 설정하는 각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에어리어의 ON/OFF 설정에 연동되어 LED 가 ON/OFF 됩니다.
속성 에어리어에서 선택된 건반음이 버저로 출력됩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에 등록된 멜로디를
버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에어리어에서 선택된 건반의 소리가
로봇의 버저로 출력됩니다.

테스트 모드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테스트 모드 이행중에는 오른쪽과 같은 테스트 모드 이행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표시줄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모드 진행 후, 상태표시줄은 비표시가 됩니다.
테스트 모드 이행 중 Studuino 와 PC 통신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테스트 모드 이행 중 표시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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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시지는 테스트 모드로 이행 중, 또는
테스트 모드 중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강제적으로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이
종료되므로 파일 저장박스가 표시되면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는 않은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접속되어있는지 확인 후 테스트
모드를 재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접속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 뒤 테스트
모드를 재실행해 주십시오.


센서값 확인모드
본 메뉴, 또는 센서 아이콘의 속성 에어리어에 있는
을 클릭하여 센서값 확인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Studuino 와 통신, 센서 뷰어을 통해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센서 부품으로부터의 입력값을 표시합니다.

접속되어있는
센서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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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값 확인 모드를 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센서값
확인 모드 이행 중에는 오른쪽과 같은 테스트 모드 이행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센서값 확인
모드로 이행 후, 이 상태표시줄은 비표시가 됩니다.
센서값 확인 모드 이행중, Studuino 와 PC 의 통신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센서값 확인 모드 이행 시 표시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메시지는 센서값 확인 모드 이행 중,
Studuino 와 PC 의 USB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강제적으로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이 종료되므로 파일
저장박스가 표시되면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는 않은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센서값
확인 모드를 재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를
연결하고있는 통신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접속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 뒤 센서값 확인
모드를 재실행해 주십시오.

 도움말
도움말에서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에 대해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 버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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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콘텍스트 메뉴
프로그래밍 에어리어의 변경하고 싶은 박스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콘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삭제
아이콘을 삭제합니다.



삭제
처리를 삭제하고 좌측정렬합니다.



삽입
비어있는 처리를 삽입합니다.

28

5.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5.1. 개요/특징
커맨드 그룹 팔레트

드래그＆드롭

블록 팔레트

스크립트 에어리어

컨디션 에어리어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환경 Scratch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한, 로봇 제어용으로 개발된 비쥬얼
프로그래밍 환경입니다.
블록 팔레트에 있는 블록을 스크립트 에어리어로 드래그＆드롭을 사용해 이동, 다른
블록과 연결하는 작업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블록은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인 분기나 반복, 변수에 대응하므로
프로그래밍 언어 (예. C 언어)와 동등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로봇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센서값을 확인하거나 (센서 보드), 로봇의 상태를 확인하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5 메인 메뉴를 참조)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프로그램 작성/전송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 전송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제어 프로그램을 Arduino (아두이노) 언어로
변환하여 보다 복잡한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5 메인 메뉴의 Arduino
언어로 변환을 참조)
아래에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의 자세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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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커맨드 그룹 팔레트와 블록 팔레트
커맨드 그룹 팔레트와 블록 팔레트에서는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하는 블록을
관리합니다. 커맨드 그룹 팔레트의 버튼을 선택하면 블록 팔레트의 표시가 바뀝니다.
아래에 커맨드 그룹 팔레트의 버튼과 대응하는 블록 팔레트에서 표시되는 블록을
표시합니다.
버튼
블록
동작
DC 모터, 서보 모터, 버저, LED 를 제어하는 블록
제어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인 분기나 반복, 함수, 대기 처리 블록
탐지
센서값을 취득하는 블록
연산
사측연산, 산술연산, 논리연산 블록
변수
변수와 그 변수에 관한 처리 블록, 리스트와 그 리스트에 관한 처리 블록

5.2.1. 블록에 대하여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블록의 종류는

와 같이 상하에

요철(오목함과 볼록함)이 있는 블록 (처리 블록)과
나
와
같이 상하에 요철이 없는 블록으로 나눠집니다. (설정 블록) 처리 블록은 주로 처리를
나타내며, 처리 블록끼리 연결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DC 모터의 속도를 100 으로 설정하고 1 초간
회전한 후 정지하는 처리

처리 블록들을 위아래로 연결

와 같이 블록의 끝이 둥근 블록은 수치를 돌려보내는 블록으로, 주로
다른 블록의 설정을 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판정하는 블록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와

같은

와 같은 육각형 블록은 조건을
조건

처리

블록의

조건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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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센서 수치 블록과 val 블록을
가산 블록으로 설정

광 센서와 val 을 가산하는
블록을 표시

키보드로 15 를 입력
val 은 15 보다 작은가?를
판정하는 블록을 표시

val 블록과 15(키보드 입력)를 비교
연산＜블록에 설정함

광 센서 수치가 50 보다 작은가를
판정하는 블록과, DC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록을 분기 블록으로 설정

만약 광 센서 수치가 50 보다 작으면
DC 모터를 시계방향회전하는 처리를 표시

또한 블록의 설정은 아래의 ①과 같이 끝이 둥근 입력부분과 ②와 같은 육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①

①의 끝이 둥근 입력 부분에는

②

과 같은 블록의 끝이 둥근 블록 또는

숫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와 같은 육각형 모양에는
과 같은 육각형의
블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록 팔레트에서 표시되는 블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작]팔레트에서 제공되는 블록
[동작]팔레트에서는 로봇의 부품을 제어하는 블록을 제공합니다. 입출력 설정이
되어있지 않는 부품을 나타내는 블록은 아래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되며, 스크립트
에어리어로 드래그＆드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Studuino 와 접속되어 있는 경우

Studuino 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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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 블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보 모터 제어 블록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서보 모터를 제어하는 블록입니다.
①

②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D2~D12)에 접속되어있는 서보 모터를 ②에서 지정한 각도
(0 도~180 도)로 설정합니다. 0 도 보다 작은 수치가 설정된 경우에는 0 도로, 180 도
보다 큰 수치가 설정된 경우에는 180 도로 설정됩니다.


DC 모터 제어 블록
기판에 접속되어있는 DC 모터를 제어하는 블록입니다.
①

②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M1/M2)에 접속되어있는 DC 모터를 ②에서 지정한
속도(0~100)로 설정합니다. 속도가 클수록 DC 모터의 회전속도는 빨라집니다. 0 도
보다 작은 수치가 설정된 경우에는 0 으로, 100 도 보다 큰 수치가 설정된 경우에는
100 으로 설정됩니다.
①

②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M1/M2)에 접속되어있는 DC 모터를 ②에서 지정한 방향
(시계방향회전 / 반시계방향회전)으로 스타트합니다.
①

②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M1/M2)에 접속되어있는 DC 모터를, ②에서 지정한
정지방법 (정지 / 해제)으로 정지합니다.


버저 제어 블록
①

②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5)에 접속되어있는
버저를 ②에서 지정한 음 높이로 출력합니다.
②의▼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건반에서 버저로
내고싶은 음계 번호를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음계는 48(C3, 130Hz)~107(C8, 4186Hz)까지입니다.
건반에서는 48(C3, 130Hz)~72(C5, 523Hz)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2 이상의
음계 번호를 설정할 경우에는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또한, 음을 출력하고
있는 도중에는 M1 커넥터에 접속된 DC 모터의 제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DC 모터
제어 블록에서 M1 커넥터에 접속된 DC 모터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리
출력을 정지하는 블록을 사용한 후 DC 모터 제어 블록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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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A0~A5)에 접속된 버저의 출력을 정지합니다.
LED 제어 블록
①

②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5)에 접속된 LED 를 점등 / 소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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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팔레트에서 제공되는 블록

[제어]팔레트에서는 프로그램 제어의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을 제공합니다.
각 블록에 대한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함수를 개시합니다. ①에 함수명을 지정합니다.
함수명에 영숫자 이외를 설정하면 프로그램 작성 전송시
①
에러[접속되어있는 않은 블록이 존재합니다]가 발생합니다.
(5.5 메인 메뉴의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참조) 함수명은
영숫자만 사용해 주십시오.
①

①에서 지정한 함수를 실행합니다.

①

①에서 지정한 초 동안 대기합니다.

①에 삽입한 처리를 무한 반복 실행합니다.

①

②
①

①에 삽입한 처리를 ②에서 설정한 횟수만큼 반복 처리
실행합니다.

①의 조건이 계속 성립하는지 평가한 후 성립하는 경우 ②에
삽입한 처리를 실행합니다.
①의 조건은 연산 팔레트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①
②

①

①의 조건이 성립한 경우 ②에 삽입한 처리를 실행합니다.
①의 조건은 연산 팔레트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②

①

②
③

①

①의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②에 삽입한 처리를 실행합니다.
성립하지 않을 경우 ③에 삽입한 처리를 실행합니다.
①의 조건은 연산 팔레트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①에서 지정한 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①의 조건은 연산 팔레트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①
②

②에 삽입한 처리를 ①에서 지정한 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반복 실행합니다.
①의 조건은 연산 팔레트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34

①
②

②에 삽입한 서보 모터 제어 블록을 ①에서 지정한 속도로
이동시킵니다. 본 블록에 삽입할 수 있는 블록은 서보 모터
제어 블록 뿐입니다. 서보 모터 제어 블록 이외의 블록을
삽입할 경우 동작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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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팔레트에서 제공되는 블록
[탐지]팔레트에서는 센서값을 취득하는 블록을 제공합니다.
입출력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부품은 아래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되며, 스크립트
에어리어로 드래그 ＆드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Studuino 와 접속되어 있는 경우

Studuino 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센서 블록은 다른 블록의 설정값과 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서보 모터 블록과 광 센서 블록을 조합한 것으로 서보 모터의 각도를
밝기로 바꾸는 처리의 예입니다.

다른 블록 입력창에
센서 블록을 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 블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7)에 접속되어있는
①
광센서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센서 수치는 0~100 으로 표시됩니다.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5)에 접속되어있는 터치
센서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센서 수치는 버튼을
누르고있는 상태에서 0, 뗀 상태에서 1 로 표시됩니다.

①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7)에 접속되어있는 음 센서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센서 수치는 0~50 으로 표시됩니다.

①

①

①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7)에 접속되어있는 적외선
반사 센서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센서 수치는 0~100 으로 표시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좌표축 (X/Y/Z) 방향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센서 수치는 0~100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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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에서 지정한 커넥터 (A0~A3)에 접속되어있는 푸시
스위치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스위치를 누른 상태는 0, 뗀 상태는 1 로 표시됩니다.
타이머의 수치를 0 으로 리셋합니다.
타이머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단위는 초입니다.

 [연산]팔레트에서 제공되는 블록
[연산]팔레트에서는 입력값에 관한 연산 처리를 실행하는 블록을 제공합니다.아래는 각
블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②

①에서 설정한 수치와 ②에서 설정한 수치의 가산
결과를 읽어보냅니다. 사칙연산 블록으로 이 블록
외에 뺄셈(-), 곱셈(*), 나눗셈(/)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콘텍스트
메뉴에서 사칙연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①에서 설정한 수치와 ②에서 설정한 수치 사이의 임의의 수를 읽어보냅니다.
①

②

①에서 설정한 수치가
②에 설정한 수치보다
작은지
작지
않은지에
대한
판정
결과를
읽어보냅니다. 비교 연산 블록으로 이 블록 외에
등호(=), 부등호(>)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콘텍스트 메뉴에서 비교
연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광 센서와 조건 블록, 서보 모터 블록을
조합해 밝기가 한계치 (50)보다 어두울 경우 서보 모터를 90 도로 설정하는 처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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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에서 설정한 조건과 ②에서 설정한 조건의
논리적 판정 결과를 보냅니다.
논리 연산 블록으로 이 블록 외에 논리합(또는),
부정(아니다)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위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콘텍스트
메뉴에서 논리연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사운드 센서＜판정 블록, 조건 블록, DC 모터 블록을 조합해 음이
한계치의 범위내 (30~60)이면 DC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처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①

②

①에 설정한 수치와 ②에 설정한 수치의 나머지를 보냅니다. 연산 블록과 마찬가지로
블록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콘텍스트 메뉴에서 사칙연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①에 설정한 수치의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한 결과를 보냅니다.
①

②

①에 설정한 수치에 ②에 지정한 산술 연산의
결과를 돌렵보냅니다. 지정할 수 있는 연산은
절대치, 제곱근, 삼각함수, 로그, 지수(거듭제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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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팔레트에서 제공되는 블록

[변수]팔레트에서는 변수와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변수를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변수명을 기입하면 변수 블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리스트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명을 기입하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 리스트명 모두 영숫자
이외를 설정하면 프로그램
작성/전송시 에러 [접속되어있지
않는 블록이 존재합니다]가
발생합니다. (5.5 메인 메뉴의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참조)
변수명, 리스트명은 영숫자만 사용해 주십시오. 변수 또는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는
변수의 사용가능한 수치 범위는 -3.4028235E+38 부터 3.4028235E+38 까지이며, 32
비트 (4 바이트) 사이즈입니다.
변수를 작성했을 때 표시되는 블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명을 val 로 표시)
변수의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①

②

①에서 지정한 변수를 ②에서 지정한 수치로 설정합니다.

①

②

①에서 지정한 변수에 ②에서 지정한 수치를 가산합니다.

작성 가능한 변수의 수는 최대 70 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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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반복 블록]과 [서보 모터 블록]을 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변수 val 의
수치를 10 늘리고 그 수치를 서보 모터에 설정하는 처리를 10 번 반복하는 것으로 서보
모터를 10~100 도 사이에서 10 도씩 설정합니다.
리스트 블록은 리스트의 임의의 위치에 수치를 추가/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블록입니다. 리스트에 추가 가능한 수치의 수는 최대 40 개까지입니다.
아래에 리스트명을 list 로 작성한 리스트 블록을 표시합니다. (변수명을 list 로 표시)
리스트의 맨 앞 수치를 읽어보냅니다.
①

①에서 지정한
설정합니다.

②

②에서
지정한
삭제합니다.

수치를

②에서

리스트의

지정한

리스트에

①번째의

요소를

①

②

①

②

③

①에서 지정한 리스트의 ②번째에 ③에서 지정한
수치를 삽입합니다.

①

②

③

①에서 지정한 목록의 ②번째에 ③에서 지정한 값을
설정합니다

①

②

①

①에서
지정한
읽어보냅니다.

리스트의

②번째

수치를

①에서 지정한 리스트의 길이를 읽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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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에서 지정한 리스트에 ②에서 지정한 수치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판정 결과를 읽어보냅니다.

스크립트 에어리어

컨디션 에어리어

위의 그림은 처음 3 개 블록으로 list 에 10, 20, 30 의 수치를 추가합니다.
이 처리로 인해 list 는 컨디션 에어리어에 있는 것과 같이 1 번째에 10, 2 번째에 20,
3 번째에 30 의 수치가 들어간 리스트가 됩니다.
이 리스트의 각 수치를 사용해서 이어지는 블록에 서보 모터의 각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D9 에 접속된 서보 모터는 10 도로, D10 에 접속된 서보 모터는 20 도로, D11 에 접속된
서보 모터는 30 도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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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스크립트 에어리어
스크립트 에어리어에서는 블록을 드래그＆드롭하여 접속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기동하면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제어 스타트 블록
이 표시됩니다.
이 블록은 제어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작성할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 블록에
접속해 주십시오.

5.4. 컨디션 에어리어
컨디션 에어리어에서는 테스트 모드 중, 센서의 수치나 변수, 리스트의 수치를
표시합니다. 테스트 모드가 시작되면 센서 보드를 표시하고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센서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변수나 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작성되는
변수 블록 또는 리스트 블록의 왼쪽에 표시되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면 변수 또는
리스트의 수치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넣으면
변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모드가
시작되면
표시됩니다.

5.5. 메인 메뉴
 파일 메뉴
파일 메뉴에서는 프로젝트 불러오기나 저장을 실행합니다.





새 파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열기
프로젝트 열기
저장
프로젝트 덮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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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스크립트 불러오기
프로젝트 파일에서 스크립트를 불러옵니다.

이미 존재하는 스크립트

[스크립트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표시되는 상자에서
불러오고 싶은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

스크립트가 추가됩니다.

불러온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１．프로그래밍 환경상 [제어 스타트]블록 (녹색 깃발이 달린 블록)은 2 개 이상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불러온 프로그램은 localScriptStart 함수로 변경됩니다.
２．불러온 프로그램의 코멘트는 삭제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의 스크립트

불러온 스크립트

３. 입출력 설정은 불러온 쪽의 설정으로 적용됩니다. 불러온 스크립트가 미설정
부품 블록을 사용하고있는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입출력 설정 상자에서
부품을 설정하면 유효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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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를 불러온 쪽에서 부품을 설정



종료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합니다.

 편집 메뉴
편집 메뉴에서는 프로그램 작성이나 편집에 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삭제 취소
삭제한 블록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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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실행을 시작/중지
스텝 실행을 시작합니다. 스텝 실행 시작
후에 블록을 실행하면 실행 중의 블록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스텝 실행 속도는
[스텝
실행을
설정]메뉴
항목에서
실행합니다.



스텝 실행을 설정
스텝 실행 중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터보
스피드가 가장 빠르며 블록을 점멸시킴
(느리게)이 가장 느린 스텝 처리입니다.



Arduino 언어로 변환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작성한 프로그램을 Arduino 언어로 변환합니다.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있는 블록 모두를 Arduino 언어로 변환합니다.
본 메뉴에서 출력된 Arduino 언어의 소스 코드는 Arduino IDE 에서 컴파일하여
Studuino 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 블록
이나 서브 함수 블록
에
연결되어있지 않는 블록도 Arduino 언어로 변환하므로 본 메뉴에서 Arduino 언어로
변환한 파일을 Arduino IDE 에서 컴파일할 때는 함수 블록에 연결되지 않은 블록의
코드를 삭제한 후 컴파일 하십시오.
블록

블록을 변환한 Arduino 언어
// --------------------------------------// Artec robot mainroutine
// --------------------------------------void artecRobotMain() {
for (;;) {
ARSR_subroutine();
}
}
// --------------------------------------// Artec robot subroutine
// --------------------------------------void ARSR_subroutine() {
servomotor(DIG9,90);
}
dcMotorPower(M1,100);

컴파일 에러입니다.

함수 블록에 연결되어있는 블록은 함수내에서 열리나 함수 블록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코드는 글로벌에 열리기 때문에 컴파일 중 에러가 발생합니다.
또한,

블록과 같이 수치를 설정하는 블록에 수치가 설정되어있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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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0 을 설정하고 Arduino 언어로 변환합니다.
블록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설정하는 블록에 조건이 설정되어있는 않을 경우에는 false 를 설정하고
Arduino 언어로 변환합니다.


옵션 부품을 표시
초음파 센서, 적외선 리모컨 수신 센서, 온도 센서, 자이로 센서, 칼라 센서,
Bluetooth 를 제어하는 블록을 "탐지"팔레트에 표시합니다.



옵션 부품을 숨김
"옵션 부품을 표시"를 선택할 경우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옵션 부품을 표시" 에서
"탐지"팔레트에 표시된 블록을 숨깁니다
각 옵션 부품과 옵션 부품을 제어하는 블록에 대한 설명은 아래 웹 사이트의 "옵션
부품의 사용 방법"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artec-kk.co.jp/studuino/Studuino_d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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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모터의 각도 교정
서보 모터의 각도의 차이를 조정하여 설정 파일에 입력합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면
이후의 테스트 모드로 이행 [서보 모터 각도 교정 대화상자]이 표시됩니다.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접속되어있는 모든 서보 모터가 90 도로 설정됩니다.
-15~15 까지의 오프셋 값을 입력하면 대응하는 서보 모터가 [90 도 + 설정한
오프셋 값]까지 움직입니다.
모든 오프셋 값을 0 으로
되돌립니다.

오프셋 값을 입력합니다.

서보 모터를 보며 정확히 90 도가 되도록 오프셋 값을 찾습니다.
모든 서보 모터의 설정이 완료되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저장되면이후에는 같은 설정값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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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설정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부품 정보를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에
등록합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면 [입출력 설정 박스]가 표시됩니다.

이 체크 박스는 아래와 같이 Studuino 커넥터에 대응하므로 부품이 접속되어있는
Studuino 의 커넥터에 대응하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서보모터

버튼

DC 모터

센서 / LED / 버저용

또한, 1.3 Studuino 에 대하여도 아래의 커넥터 조합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C 모터용 커넥터 M1 과 서보 모터용 커넥터의 D2, D4
・ DC 모터용 커넥터 M2 와 서보 모터용 커넥터의 D7, D8
・ 버튼 (= 푸시스위치) A0~A3 과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 A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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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은 [입출력 설정 대화상자]에서 동시에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한 쪽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한 쪽을 무효로 해 주십시오.
예들 들어 서보 모터의 D2, D4 를 사용할 경우, DC 모터의 M1 의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D2, D4 가 유효화 되어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사항>
커넥터를 2 개 사용하는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는 사용된 커넥터 위치 모두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속 부품
가속도 센서

커넥터 조합
A4,A5

복수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커넥터 조합

위의 표의 "커넥터 조합"에 대응하는 커넥터명 체크 박스에 체크를 넣은 상태에서
아이템 선택을 하면 대응하는 접속 부분이 표시되어 부품을 선택시 자동적으로
다른 커넥터의 아이템도 선택됩니다.

A4 에서 가속도 센서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A5 에서도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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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메뉴
실행 메뉴에서는 Studuino 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작성/전송
작성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에 빌드 후, 빌드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 전송합니다. 빌드 또는 전송시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표시됩니다.
타이틀
메시지

메인 함수 블록
이나 함수 블록
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블록이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있을 경우, 빌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빌드 에러시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와 에러 내용을 표시합니다.

본 메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메인 함수 블록이나
함수 블록에 연결되어있는 않은 블록이 존재하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빌드를 통할 경우는 함수 블록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블록을 삭제하거나 함수 블록에
연결하여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미접속 블록의
또한 함수명, 변수 명, 리스트명 중 하나라도 숫자
이외의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도 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함수 명, 변수명, 리스트명에는 숫자만 사용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함수
블록이 정의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의 예와 같이
sub 함수를 불러오는 블록을 사용했을 경우, sub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

미정 함수 블록의 예

빌드를 통할 경우 함수 블록
를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드롭해
정의하거나 메인 함수에 연결되어 있는 [sub 함수 불러오기 ]블록을 삭제한 후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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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시지는 위의 2 개의 빌드 에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표시됩니다.
빌드를 통할 경우에는 함수 블록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블록에 대응하여 [함수 불러오기]블록에서
불러오고 있는 함수 블록에 대처해서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재실행 해 주십시오.
빌드에 성공하면 작성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 전송합니다. 아래에 전송시
표시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본 메시지는 작성한 프로그램을
Studuino 에 전송하고있을 때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을 끊지 마십시오.
만약 본 메시지 표시 중에 USB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는 프로그램 전송 중에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이 끊어질 경우에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PC 를 다시
USB 로 접속하여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실시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지 않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접속되어있는지 확인 후
다시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접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 뒤 다시
프로그램 작성/전송을 실행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실행
Studuino 에 전송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메뉴항목[프로그램 작성/전송]성공
후에 표시됩니다.



테스트 모드 시작 / 종료
Studuino 와 통신하여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부품을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테스트 모드시와 평상시의 메뉴 항목 ([테스트 모드 시작]/[테스트 모드 종료])이
바뀝니다. 테스트 모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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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모드가 시작되면 왼쪽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테스트 모드로
진행됩니다. 테스트 모드 개시 후 테스트
모드를 종료할 때 까지는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을 끊지 마십시오. 만약 본 메시지 표시 중에 USB 접속이 분리된 경우
아래의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이
멈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테스트 모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절대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아래는 에러시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와 에러
내용입니다.
본 메시지는 테스트 모드 이행 중에 Studuino 와 PC 의 USB
접속이 끊어진 경우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PC 를 다시
USB 로 접속하여 테스트 모드 시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가 USB 로
연결되어있는 않은 경우에 표시됩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Studuino 와
PC 가 USB 접속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테스트 모드 시작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Studuino 와 PC 를 접속하고
있는 통신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Studuino 와 접속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 뒤 테스트 모드
시작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는 테스트 모드 중 PC 의 USB
접속이 끊겼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기동 해
주십시오.

 도움말
도움말에서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하여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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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콘텍스트 메뉴
스크립트 에어리어 위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스크립트에 있는 블록에 관한 콘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깨끗이 정리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있는 블록을 정리합니다.



스크립트 이미지를 저장
스크립트 에어리어에 있는 블록을 gif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코멘트 추가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표시된 코멘트를 처리 블록 위로 드래그＆드롭하면 드롭된
처리 블록과 코멘트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트 블록
이외의 블록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클릭한 블록에 대한 콘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복제
블록을 복제합니다.



삭제
블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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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해결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문제해결에 관한 설명입니다. 문제가 아래 기재된
순서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나, 문제에 대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 서포트
웹페이지를 만들어 수시로 서포트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artec-kk.co.jp/studuino

6.1.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공통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공통의 문제해결을
아래에 표시합니다.
 테스트 모드에서 서보 모터, DC 모터가 움직이지 않음
서보 모터와 DC 모터는 배터리 박스의 전원 공급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배터리 박스에 알카리 전지가 들어있는지, 배터리 박스가 Studuino 와 접속되어있는지,
또 배터리 박스의 전원이 ON 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로봇이 리셋됨.
서보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알칼리 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력 부족으로
Studuino 가 리셋됩니다. 또한, 알칼리 전지가 소모된 경우에도 리셋 됩니다.
새로운 알칼리 전지로 교환해 주십시오. 또한, 전원을 넣을 시 신호가 불안정한 관계로
수 차례 리셋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서 수치가 사양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센서는 개체 차이가 있어, 표시되는 수치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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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




프로그램 작성/전송 시 에러 메시지가 표시됨
테스트 모드가 실행되지 않음
센서 수치 확인 모드가 실행되지 않음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Studuino 가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틀
메시지
Studuino 와 통신할 수
Studuino 와 PC 를 동기화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
Studuino 를 리셋한 후에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기동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기동한 후, 아래의 순서로 Studuino 를
리셋해 주십시오.
１．배터리
박스의
전원를
끄고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USB 케이블을 분리.
２．３초 정도 대기.
LED
３．Studuino 에 USB 케이블을 접속하고 배터리 박스에
전원을 넣음.
４．Studuino 의 리셋 버튼을 누름.
리셋 버튼
이 때, LED 가 녹색으로 점멸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오른쪽 그림 참조)
위의 내용을 순서대로 한 후 테스트 모드를 실행해
주십시오.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설치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의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틀
메시지
시스템 파일이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설치해 주십시오.
손상되었습니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강제적으로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시키므로 표시되는 파일저장 대화상자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2.2.
프로그래밍 환경의 설치/삭제 4 의 순서에 따라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거한 뒤
재설치 해 주십시오.
타이틀
메시지
Studuino 와 통신할 수
COM 포트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없습니다.
본 메시지는 PC 측에서 Studuino 와의 USB 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PC 를 재기동해야 합니다.
위의 메시지 이외에 다른 내용이 표시된 경우 4.5. 메인 메뉴의[프로그램 작성/전송],
[테스트 모드]또는[센서 수치 확인 모드]에서 원인과 대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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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테스트 모드 실행 중 에러 메시지가 표시됨
프로그램 작성/전송 중 에러 메시지가 표시됨

아래의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 Studuino 가 정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틀
메시지
Studuino 와 통신할 수
Studuino 와 PC 를 동기화 할 수 없습니다.이 프로젝트를
없습니다.
저장하고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 Studuino 를 리셋한 후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기동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프로그래밍 환경을 재기동한 후, 아래의 순서로 Studuino 를
리셋해 주십시오.
１. 배터리 박스의 전원를 끄고 Studuino 에
접속되어있는 USB 케이블을 분리.
２. ３초 정도 대기.
３. Studuino 에 USB 케이블을 접속하고 배터리 박스의
전원을 넣음
４. Studuino 의 리셋 버튼을 누름.
이 때, LED 가 녹색으로 점멸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오른쪽 그림 참조)

LED

리셋 버튼

위의 내용을 순서대로 실시한 후 테스트 모드를
실행해 주십시오.
아래의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설치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의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틀
메시지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시킨 뒤,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삭제한 다음 재설치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한 뒤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시킨 뒤, 2.2. 프로그래밍 환경의 설치/삭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래밍 환경을
삭제한 후, 재설치 해 주십시오.
타이틀
메시지
Studuino 와 통신할 수
COM 포트에서 에러가 발생 했습니다.
없습니다.
본 메시지는 PC 측에서 Studuino 와의 USB 접속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PC 를 재기동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5.5 메인 메뉴의 [프로그램의 작성/전송]또는,
[테스트 모드 시작 / 종료]에 원인과 대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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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작성/전송 중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래밍 작성 시)

프로그램 작성 중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 경우, 설치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의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틀
메시지
시스템 에러 1 이 발생했습니다. 재설치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시스템 에러 2 가 발생했습니다. 재설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시스템 에러 3 이 발생했습니다. 재설치 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종료한 뒤, 2.2. 프로그래밍 환경의 설치/삭제 순서에 따라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삭제 한 다음 재설치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작성 중 프로그램이 오버플로 됨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크기는 Studuino 의
성능에 의존합니다. 아래의 메시지는 작성한 프로그램이 Studuino 의 프로그램 사이즈
약 15Kbyte 를 초과했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타이틀
메시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스크립트가 너무 큽니다. 제어 블록 등을 이용해서
없습니다.
스크립트를 작게해 주십시오.
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제어 블록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사이즈를 작게 해
주십시오. 또한,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은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프로그래밍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만약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Arduino IDE 나 Atmel Studio 사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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