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Studuino 소프트웨어 설치

본 자료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안내서 입니다.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의 갱신에 따라 추가/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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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본 자료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방법과 기동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Windows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Windows, Mac OS X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 Mac OS
X, Raspberry Pi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 Raspberry Pi 를 참조해 주십시오.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별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타이틀

내용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취급설명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전반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Studuino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 입문 가이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중 하나인
아이콘 프로그래밍 환경 사용 설명서입니다.

Studuino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입문 가이드 (전편/후편)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중 하나인
블록프로그래밍 환경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위 자료는 Studuino 의 웹 페이지(http://artec-kk.co.jp/studuino/download_ko.html)
[소프트웨어 매뉴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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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Windows 에서는 웹 설치버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실행 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업데이트 알림을 수신, 최신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2.1.1. 웹 설치 버전 설치 방법
1.

Studuino 의 웹 페이지(http://www.artec-kk.co.jp/studuino) 의 [Studuino
소프트웨어], [Windows]를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2.

다운로드 한 파일(setup.exe)을 인스톨 해 주십시오.

3.

프로그램의 인스톨이 실행된 후, 사용중인
컴퓨터에 [.NET Framework 4]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Microsoft .NET
Framework 4]의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창이
표시되면
[동의한다]를
선택하여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 작업 중
dotNetFx40_Client_setup.exe 의 실행과
dotNetFx40LP_Client_x86_x64ja.exe 의 실행
을 확인 하므로, 모두 [예]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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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T Framework 4]가 설치되면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창이 뜨면 설치 버튼을
클릭 해 주십시오.

설치 완료 후, 스타트업 화면이 표시됩니다.

※1. 본 소프트웨어는 아래의 위치에 설치됩니다. 붉은색 글자[username] 는 사용자명, [***]에는 사용자마다
다른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Windows XP
C:\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Local Settings\Apps\2.0\[***]\[***]\[***]

Windows Vista / 7 / 8
C:\Users\[username]\AppData\Local\App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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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실행
2.2.1. Windows XP / Vista / 7
설치 완료 후, 스타트 메뉴에 등록되는
[Studuino Software]를 선택하면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메뉴에 [Studuino Software]의
아이콘이 없는 경우,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Artec]폴더에서 [Studuino
Software]를 선택하면 Studuino
Software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2.2. Windows 8
스타트 (메트로) 화면에 추가되는
[Studuino Software]를 선택해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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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프트웨어의 삭제
2.3.1. Windows XP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Studuino Software]를 선택하여 [제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Studuino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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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Windows Vista/7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를 선택하고 [Studuino Software]를 선택하여
[제거와 변경]을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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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Windows 8
바탕화면의 왼쪽 하단 끝에서 오른쪽 클릭으로 관리 메뉴를 열어, 다음 프로그램과
기능을 선택해 주십시오.

②

표시된 관리 메뉴에서
프로그램과 기능을 선택

①

바탕화면의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클릭

프로그램과 기능 화면에서 [Studuino Software]를 선택해서 [제거와 변경]을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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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c OS X
Mac 의 경우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Mac OS X 대응의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1.1.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사용중인 PC 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웹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Studuino 의 웹 페이지(http://artec-kk.co.jp/studuino/download_ko.html)) 의[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Mac OS X]을 클릭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2.

다운로드 한 파일을 압축 해제한 후 파일이 열리면 소프트웨어
(StuduinoBPE.app)를 설치하고 싶은 폴더로 이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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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실행
1.

설치한 StuduinoBPE.app 를 더블 클릭합니다.

2.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실행합니다.

3.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의 지구본 버튼으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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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spberry Pi
Raspberry Pi 의 경우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
1.

Studuino 의 웹 페이지(http://artec-kk.co.jp/studuino/download_ko.html)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운로드 한 파일을 압축 해제한 후 폴더 (Robotist)를 설치하고 싶은 폴더로
이동해 주십시오.

4.2.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실행
1.

아래의 폴더에 있는 bpe.sh 를 더블클릭합니다.

2.

아래 그림처럼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실행]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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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이 실행됩니다.

4.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의 지구본 버튼으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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