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입문 가이드

본 자료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활용 매뉴얼 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갱신에 따라 첨삭/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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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Studuino 의 설정
http://www.artec-kk.co.jp/Studuino 에서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설정 방법을
확인한 후 설정 해 주십시오.

1.2. 접속 방법
① 각종 센서 / LED / 버저 접속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이 센서 부품에 센서 접속 코드를 연결한 후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가속도 센서 이외의 센서는 센서 접속 코드(3 선)를 사용, 가속도 센서는 접속 코드(4 선)를 사용해 주십시오.

센서 접속 코드는 아래 그림과
코드가 위로 오도록 연결합니다.

같이

회색

A0 A1 A2 A3
A4 A5 A6 A7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
※음 센서, 광 센서, 적외선 반사 센서는 A0~A7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터치 센서, LED, 버저는 A0~A5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A4 와 A5 에 접속합니다.
※A0~A3 의 커넥터 사용시 푸시 버튼 A0~A3 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

② DC 모터 연결 방법
DC 모터는 두 개까지 연결 가능하며, DC 모터용 커넥터 (M1, M2)에 연결합니다.
※DC 모터용 커넥터는 반대방향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M1
M2

※DC 모터용 커넥터 M1 과 서보모터용 커넥터 D2, D4 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DC 모터용 커넥터 M2 와 서보모터용 커넥터 D7, D8 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서보모터 연결 방법
서보모터는 8 개까지 연결 가능하며, 서보모터용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D9
D10
D11
D12
D2
D4
D7
D8

서보모터용 코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색 코드가 오른쪽에 오도록 연결합니다.

※DC 모터용 커넥터 M1 과 서보모터용 커넥터 D2, D4 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DC 모터용 커넥터 M2 와 서보모터용 커넥터 D7, D8 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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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지 박스 연결 방법
전지 박스는 전원 커넥터(POWER)에 연결합니다.
센서/LED/스위치는 USB 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동작되나, DC 모터나 서보모터를
움직일 경우, 전원 커넥터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B 케이블과 분리된 상태에서 작동시킬 때도 전원 커넥터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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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를 점등
2.1. 한 개의 LED 를 점등
학습 항목：● 입출력 설정방법 ● 아이콘 배치 ● LED 점등, 소등 ● 프로그램 전송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LED 를 A0 에 연결합니다.

LED

A0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메뉴 바의 [편집]을 선택, 표시된 메뉴에서 [입출력 설정]을 선택한 후 입출력
설정 화면을 엽니다.
클릭

클릭

모든 체크 박스에서 체크를 해제하고, 센서/LED/버저의 A0 의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 후 메뉴에서 LED 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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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ED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아이콘 팔레트 위의 LED 아이콘

을 프로그램 에어리어 내부의 처리 아이콘

박스에 드래그&드롭합니다.
드래그&드롭

LED 아이콘
아이콘 팔레트

처리 아이콘 박스

프로그램 에어리어

③ LED 스위치를 ON 으로 합니다.
배치된 LED 아이콘을 클릭하면 속성 에어리어에 스위치의 선택화면이
표시됩니다. ON 을 선택해 주십시오.
실수로 아이콘은 잘못 배치했을 경우에는 지우고 싶은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후, 표시 된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클릭

삭제방법

오른쪽 클릭

속성 에어리어
에어리어
속성

선택

선택

5

④ 프로그램을 전송합니다.
USB 케이블로 Studuino 기판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전송 버튼

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전송은 몇 초 걸립니다.
아래의 창이 사라지면 전송 완료입니다.

클릭

전송 중에는 USB 케이블을 빼지
마십시오! 전송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Studuino 프로그래밍 환경 취급설명서]의 6. 문제 해결을 참조해 주십시오.

⑤ 결과 확인
전송이 완료되면 LED 가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USB 케이블에 접속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컴퓨터의 전력으로 점등됩니다.

USB 케이블에서 뺀 상태에서 점등시킬
경우에는 전지 박스를 연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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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 개의 LED 를 차례로 점등시킴
학습 항목：●아이콘 삭제/삽입 ●대기 아이콘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네 개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LED 를 A0, A1, A2, A3 에 연결합니다.

LED×４

A0 A1 A2 A3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0, A1, A2, A3 에 LED 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③ LED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의 1~8 의 처리 아이콘 박스에 LED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아이콘의 배치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드래그＆드롭으로
배치가 완료된
아이콘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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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박스의 LED 아이콘의 설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설정합니다.

NO

스위치

접속핀

1

ON

A0

2

OFF

A0

3

ON

A1

4

OFF

A1

5

ON

A2

6

OFF

A2

7

ON

A3

8

OFF

A3

이대로 프로그램을 전송해도 LED 는 점등하지 않습니다.
이는 1~８까지의 처리를 순간적으로 실행하므로, 각 LED 가 점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⑤ 대기 아이콘

삽입

각각의 처리 아이콘 박스에 있는 LED 아이콘 사이에 대기 아이콘을 삽입하여 점등
시간을 설정합니다.
삽입하고 싶은 위치의 처리 아이콘 박스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후 표시된 메뉴에서 삽입을
선택하면 비어있는 처리 박스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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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아이콘을 삽입된 처리 아이콘 박스에 배치,
시간을 설정합니다.

드래그&드롭

마찬가지로 ON 으로 설정한 LED 아이콘
바로 뒤에 대기 아이콘을 배치해 주십시오.

시간설정

⑥ 다시 프로그램을 전송합니다. LED 가 차례로 점등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으로는 네 개의 LED 가 차례로 한 번씩 점등/소등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점등시킬 경우에는 RESE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RESE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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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복 기능을 사용
학습 항목: ●반복 기능
[2.2. 네 개의 LED 를 차례로 점등]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반복 기능을 사용해
반복해서 점등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① 맨 앞의 반복 박스에 반복 개시점

을 배치합니다.

드래그&드롭

반복 박스

② 마지막 반복 박스에 반복 종료점

을 배치합니다.

종료점 배치 후에 표시되는 창에서 반복 횟수를 설정하면 설정된 횟수만큼 점등을
반복합니다.
드래그&드롭

잘못 배치한 반복 아이콘을 지울 경우에는 지우고
싶은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 표시된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른쪽 클릭

클릭

③ 다시 프로그램을 전송하면 설정한 횟수 LED 가 점등을 반복합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경우, 메뉴 바의
[편집]을 선택하여 표시된 메뉴 바에서
[메뉴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입출력 설정도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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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저를 울림
3.1. 버저를 울림
학습 항목● 버저 설정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버저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버저를 A0 에 연결합니다.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0 에 버저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② 버저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 1 의 처리 아이콘 박스에 버저 아이콘

을 배치합니다.

아이콘 배치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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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력 음을 설정합니다.
원하는 음정과 길이를 선택합니다.

클릭

클릭

시간설정

④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전송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송한 후, 설정한 길이의 음이 한 번만 재생됩니다..
다시 음을 재생하고 싶을 때는 RESE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RESE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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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멜로디 작성
학습 항목：● 멜로디 아이콘 ● 테스트 모드
버저에서 나는 음의 높이나 길이를 확인하며 멜로디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① [3.1. 버저를 울림]설정으로 둔 채 버저 아이콘 대신 멜로디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프로그램 에어리어 1 의 처리 아이콘 박스에 멜로디 아이콘

을 두 개

배치합니다.
아이콘 배치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② 출력 음을 설정합니다.
음계와 음표(또는 쉼표)를 설정하여 화살표
클릭

클릭

를 클릭하면 출력 음이 등록됩니다.

클릭

클릭

13

등록된 음을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지우고 싶은 음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
표시된 창의 버튼을 선택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
클릭

예：반짝반짝 작은 별
한 개의 멜로디 아이콘으로 8 개의 음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１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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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SB 케이블이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테스트 모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클릭
몇 초 지나고 아래 표시가 사라진 후,
전송 버튼이 회색으로 변하면 테스트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테스트 모드

테스트 모드에서는 출력 음을 설정할 때 실제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 중 USB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소프트웨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멜로디 아이콘을 클릭하면 작성한 멜로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템포는 90, 120, 150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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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테스트 모드 버튼

을 클릭하고 일반 모드로 돌아가 프로그램을 전송합니다.

클릭하면 전송되어
소리가 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송한 후, 설정된 멜로디가 한번만 재생됩니다.
다시 음을 재생하고 싶을 때는 RESE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RESE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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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서브 메뉴를 사용 (푸시 버튼, 센서)
4.1. 푸시 버튼을 사용
학습 항목：● 조건 설정

Studuino 위에 있는 푸시 버튼을 사용해서 LED 를 점등시키거나 멜로디를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Studuino 의 기판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와 버저를 연결합니다.
LED 는 A4 에, 버저는 A5 에 연결합니다.

LED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버저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4 에 LED, A5 에 버저를 설정합니다.
버튼의 A0~A3 의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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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ED 아이콘과 버저를 울리는 멜로디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아이콘 배치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④ [2.1. 한 개의 LED 를 점등][3.2 멜로디를 작성]을 참고로 각 아이콘을 설정합니다.
１． LED→ON
２． 멜로디 작성
３． LED→OFF
로 설정해 주십시오.

⑤ 각 아이콘 아래의 조건 아이콘 박스에 단일 조건 아이콘

을 배치합니다.

드래그&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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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각 조건 아이콘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클릭

１． A0 버튼１→ON
２． A1 버튼２→ON
３． A2 버튼３→ON
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선택
ON/OFF 를 바꿀 때는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에어리어를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십시오.

선택

⑦ 반복 아이콘을 사용해서 1~3 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2.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⑧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A1 버튼을 누르면 멜로디가 재생됩니다.

A0 버튼을 누르면 LED 가 켜집니다.

A２버튼을 누르면 LED 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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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브 메뉴 사용
학습 항목：●서브 메뉴
서브 메뉴의 기능과 푸시 버튼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며 LED 가 점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4.1. 푸시 버튼을 사용]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에 이어 서브 메뉴 아이콘
단일 조건 아이콘

에

을 배치합니다.

드래그&드롭
드래그&드롭

A3 버튼 4→ON 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② 반복 아이콘의 종료점의 위치를 네 번째 박스로 바꿉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1.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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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③ 서브 메뉴 1 의 탭를 선택하여 서브 메뉴 1 의 화면을 엽니다.

클릭

④ 아래와 같이 처리 아이콘 박스에 아이콘을 배치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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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LED
２：버저
３：대기

４：LED
５：버저
６：대기
⑤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A3 버튼을 누르는 동안 LED 의
점멸에 맞추어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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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조건 아이콘에 대하여
조건 아이콘 박스에 복수 조건 아이콘을 배치해 중복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두 가지의 조건을 양쪽 다 만족시킬 때 처리 아이콘 박스에 설정된 동작을 실행합니다.
또는：두 가지의 조건 중 어느 한쪽만 만족시킬 때 처리 아이콘 박스에 설정된 동작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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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터치 센서 사용
학습 항목：●터치 센서
터치 센서를 누르면 LED 가 켜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와 터치 센서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LED 를 A4 에, 터치 센서를 A5 에 연결합니다.

LED

터치 센서

A4

A5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4 에는 LED, A5 에는 터치 센서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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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리 아이콘 박스에 LED 아이콘을, 조건 아이콘 박스에 단일 조건 아이콘을 배치한
후,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④ 반복 기능을 사용하여 1~2 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2.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⑤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터치 센서를 누르는 동안 LED 가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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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광 센서 사용
학습 항목：● 광 센서 ● 센서 수치 확인 모드
광 센서를 사용하여 어두워지면 LED 가 켜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와 광 센서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LED 를 A4 에, 광 센서를 A4 에 연결합니다.

LED

A4

광 센서

A5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4 에 LED, A5 에 광 센서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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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서 수치 확인 모드를 열어 센서 수치를 확인합니다.
메뉴 바의 [실행]을 선택하여 표시된 창에서 [센서 수치 확인 모드]를 선택한 후,
센서 수치 확인 화면을 엽니다.
기판에 USB 케이블이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클릭

센서 수치 확인 화면을 여는데 몇 초 시간이 걸립니다.

클릭

센서 수치 확인 화면

광 센서가 받는 빛의 정도를 변경하여 광 센서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광 센서를 손으로 가렸을 때

형광등 빛을 비추었을
때

광 센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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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센서 수치 확인이 끝나면 센서 수치 확인 화면을 닫습니다.

클릭

⑤ 처리 아이콘 박스에 LED 아이콘을, 조건 아이콘 박스에 단일 조건 아이콘을 배치,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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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광 센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 설명

＝

센서 수치가 지정한 수치와 동일

＜

센서 수치가 지정한 수치보다 작음

＞

센서 수치가 지정한 수치보다 큼

|→←|

센서 수치가 지정한 수치의 범위 안

←||→ 센서 수치가 지정한 수치의 범위 밖
여기서는 “어두워지면”이라는 조건은 붙이기 위해 “센서 수치가 3 보다 작음”이란
조건을 설정합니다.

⑦ 마찬가지로 밝아지면 LED 가 꺼지는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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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반복 기능을 사용하여 1~2 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2.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⑨ 프로그램을 전송한 후,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형광등 빛을 비추었을 때

광 센서를 손으로 가렸을 때

※잘 작동되지 않을 때는 조건 설정 수치를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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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음 센서 사용
학습 항목：● 음 센서
음의 크기로 점등하는 LED 수가 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네 개와 사운드 센서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LED 를 A0~A3 에, 사운드 센서를 A4 에 연결합니다.

LED×４

A0 A1 A2 A3

음 센서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A4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0~A3 에 LED 를, A4 에 음 센서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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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서 수치 확인 모드에서 음 센서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센서 수치 확인 모드의 사용 방법은 [3.4. 광 센서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음 센서가 감지하는 음의 크기를 바꿔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음 센서가 소리를 감지했을 때

조용할 때

음 센서 수치

④ 아래와 같이 처리 아이콘 박스에 LED 아이콘을, 조건 아이콘 박스에 단일 조건
아이콘을 배치 및 설정합니다.

１

5

２

6

３

7

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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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복 기능을 사용해서 1~8 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2.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⑥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음 센서가 감지하는 음의 크기에 따라 점등하는 LED 수가 변합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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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적외선 반사 센서를 사용
학습항목：●적외선 반사 센서

적외선 반사 센서로 버저에서 나오는 음의 음정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버저와 적외선 반사 센서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버저를 A0 에, 적외선 반사 센서를 A1 에 연결합니다.

버저

A0

A1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적외선 반사 센서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0 에 버저, A1 에 적외선 반사 센서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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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서 수치 확인 모드에서 적외선 반사 센서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센서 수치 확인 모드의 사용 방법은 [3.4. 광 센서를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적외선 반사 센서에 장애물을 가까이 대었을 때, 거리에 따라 적외선 반사 센서의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장애물을 가까이 대었을 때

장애물을 가까이 대지 않을 때

적외선
반사 센서의 수치

적외선 반사 센서란?
적외선 반사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비추어, 장애물에 반사된 적외선을
포착해 그 강도를 감지합니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장애물이 흰색 등 빛을 잘
반사하는 색일수록 수치가 커집니다.
단, 가까이 할 수록 수치는 커지나, 너무 가까우면 수치가 작아집니다.
(약 6mm 정도의 위치가 최고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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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와 같이 처리 아이콘 박스에 버저 아이콘을, 조건 아이콘 박스에 단일 조건
아이콘을 배치 및 설정합니다.

１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２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３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４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5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6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7

赤外線フォトリフレクタ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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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복 기능을 사용해서 1~8 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2.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⑥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버저
흰 블록을 멀리 놓음 → 낮은 음이 나옴

흰 블록을 가까이 놓음 → 높은 음이 나옴

적외선 반사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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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속도 센서 사용
학습 항목：●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경사의 크기를 빛과 소리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① Studuino 기판의 센서 / LED / 버저용 커넥터에 LED 세 개와 버저, 가속도 센서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LED 를 A0~A2 에, 버저를 A3 에, 가속도 센서를 A4 와 A5 에 연결합니다.

LED×３

A0 A1 A2

버저

A3

센서 접속 코드 방향 주의!
위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4 선 코드를 사용하여
A4 와 A5 에 접속해야 합니다.
가속도 센서

A4-A5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A0~A2 에 LED, A3 에 버저, A4, A5 에 가속도 센서를
설정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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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서 수치 확인 모드에서 가속도 센서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센서 수치 확인 모드의 사용 방법은 [4.4. 광 센서를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센서의 방향을 바꾸면 각 방향의 수치가 변화합니다.

가속도 센서란?
가속도(속도가 일정 시간 당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센서이며, X, Y, Z 각 방향의
가속도를 감지합니다.

Z
X

Y

가속도 센서를 고정한 상태에서도 가속도가 0 이 되지 않는 방향이 있는 것은
중력 가속도*를 검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질로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란 항상 중력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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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와 같이 처리 아이콘 박스에 각종 아이콘을, 조건 아이콘 박스에 단일 조건
아이콘을 배치 및 설정합니다.

１

２

３

서브 메뉴 1 의 내용은
아래에 기재
서브 메뉴 2 의 내용은
아래에 기재

４

5

6

１

２

３
１

２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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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복 기능을 사용해 1~6 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반복 기능의 사용 방법은 [2.3. 반복 기능을 사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⑥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LED, 버저, 가속도 센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블록으로 조립해 주십시오.

조립 예
LED A0

LED A1

LED A２
가속도 센서
※방향 주의!

버저

수평 상태에서는 가장 왼쪽의
LED 가 점등됩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면 가운데의
LED 가 점멸하며,
점멸에 맞추어 버저가 울립니다

오른쪽으로 더 기울이면 가장
오른쪽의 LED 가 점멸하며 점멸
에 맞추어 버저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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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C 모터를 사용
5.1. DC 모터를 작동시킴
학습 항목：●DC 모터의 설정
① Studuino 기판의 DC 모터용 커넥터에 DC 모터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DC 모터를 M1 에 연결합니다.

DC 모터

M1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DC 모터의 M1 에 체크를 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③ 아래와 같이 처리 아이콘 박스에 DC 모터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드래그&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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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C 모터의 설정

DC 모터를 설정할 때는, 테스트 모드로 하여 DC 모터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설정해 주십시오.
※테스트 모드에 대해서는 [3.2. 멜로디 작성]을 참조해 주십시오.
※DC 모터의 동작을 확인할 경우, Studuino 기판에 전지 박스를 연결하여 스위치를
ON 으로 설정 해 주십시오.
DC 모터는 USB 케이블 전원만으로는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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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C 모터 두 개로 이동하는 자동차 만들기
학습 항목：● 동작 아이콘

① 아래의 순서로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１）DC 모터에 아래와 같이 타이어를 부착합니다.
※좌우 대칭으로 두 개를 조립

（2）DC 모터를 기판 베이스의 뒷면에 부착합니다.

（3）블록으로 뒷바퀴를 만듭니다.

（4）DC C 모터 및 배터리 박스를 각각 Studuino 기판에 연결합니다.
M1：오른쪽 DC 모터
M2：왼쪽 DC 모터

POWER：전지 박스

（5）배터리 박스를 기판 베이스에 고정합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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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DC 모터의 M1, M2 에 체크를 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③ 동작 아이콘을 배치하여 각 동작을 테스트 모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테스트 모드에 관해서는 [3.2. 멜로디를 작성]을 참조해 주십시오.
※DC 모터의 동작을 확인할 경우, Studuino 기판에 전지 박스를 연결하여 스위치를
ON 으로 해 주십시오. DC 모터는 USB 케이블 전원 만으로는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동작 아이콘

전진

후진

좌우의 모터가 정 방향으로

좌우의 모터가 역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회전합니다.

좌회전 (앞)

좌회전 (뒤)
오른쪽 모터만 역 방향으로

오른쪽 모터만 정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회전합니다.

우회전 (앞)

우회전 (뒤)
왼쪽 모터만 역 방향으로

왼쪽 모터만 정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회전합니다.

회전
좌우의 모터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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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작 아이콘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예：정해진 세 군데를 목표로 순서대로 경유해가며 움직이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작성 포인트
각 동작 아이콘에서 설정하는 시간이나 속도에 의해 진행하는 거리나 회전하는 각도를 테스트
모드에서 미리 측정해 둡니다.

프로그램 예

⑤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원하는 대로 코스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RESET 버튼을 누르면 항상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RESET 버튼

※※바닥의 재질이나 배터리의 잔량 등의 영향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하는 거리 등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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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C 모터 교정
학습 항목：●DC 모터 교정
DC 모터는 같은 설정이라도 개체 차이에 의해 회전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DC 모터 두 개로 이동하는 자동차를 만들 때, 전진명령에서 똑바로 달리지 않는 경우
DC 모터 교정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Studuino 기판의 DC 모터용 커넥터에 DC 모터를 연결합니다.
DC 모터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회전 속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②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DC 모터의 M1, M2 에 체크를 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③ 메뉴바의 [편집]을 선택하여 표시된 창에서 [모터 교정]을 선택합니다.
기판에 USB 케이블이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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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교정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아래쪽의 DC 모터 교정을 사용합니다.
④ 회전 버튼을 눌러 모터를 회전시킵니다.
회전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의 모터가 최대 속도로
회전을 시작합니다.

클릭

⑤ 슬라이더로 속도를 조정합니다.
회전 속도가 빠른 쪽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느린쪽과 회전을 맞춥니다.
교정이 완료되면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해서
회전을 멈춥니다.

슬라이더로 속도를 조정
클릭
느림

빠름

⑥ OK 버튼을 클릭해 교정을 완료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반영시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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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보모터를 사용
6.1. 서보모터의 각도교정
학습 항목：●서보모터 각도 교정
서보모터는 같은 각도로 설정해도 개체차이에 의해 몇 도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서보모터의 각도 교정으로 이 차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서보모터 구동 축 각도의 조정
서보모터를 부착하기 전에 서보모터의 구동 축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었는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구동축을 기준 위치에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돌렸을 때, 본체와의 각도가 좌우로 크게
다를 경우, 구동축의 블록 부분이 돌아가 정상위치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코드
구동축

정상

본체

기준 위치
이상

이는 구동축이 큰 힘을 받았을 때, 블록 부분 만 미끄러져 회전하는 것으로 내부 기어의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구동축 블록 부분을 크게 회전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손으로 돌리면, 찰칵 소리가 나며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십시오.
서보모터의 성능 저하 및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다소의 각도 차이는 후에 소프트웨어에서
각도 교정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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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tuduino 기판의 서보모터용 커넥터에 서보모터를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서보모터를 D9 에 연결합니다.
※동시에 전지박스도 연결해 주십시오.

서보모터 코드 방향 주의!
오른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③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서보모터의 D9 를 체크 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④ 아래와 같이 처리 아이콘 박스에 서보모터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드래그&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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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메뉴 바의 [편집]을 선택해 표시된 창에서 [모터 교정]을 선택합니다.
기판에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클릭

클릭

모터 교정을 선택하면 접속된 서보모터가 모두 90 도 위치에서 고정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테스트 모드로 전환되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기판에 전지 박스를 연결하여 전원을 ON 한 상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90 도 위치
구동축과 본체가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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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때, 90 도의 위치에서 약간 어긋나있을 경우, 서보모터 교정 화면에 수치를 입력해
서보모터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90 도 위치가 되도록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교정 시 설치된 커넥터에 다른 서보모터를 바꾸어 끼운 경우에는 다시 서보모터의
각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각도 교정을 마친 서보모터에는 서보모터용 커넥터의 번호와 같은 번호의 스티커를
붙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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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보모터 세 개를 사용해 로봇 팔을 제작
학습 항목：●서보모터
① [6.1. 서보모터의 각도 교정]에 따라 서보모터 세 개의 각도 교정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서보모터를 D9, D10, D11 에 연결해 주십시오.

② 아래 순서로 로봇 팔을 조립합니다

부품１

D9

부품 2

완성

완성
※부품 1 과 같은 모양으로 조립

D10

부품 3
D11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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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조립
(1) 팔 1~3 을 아래 그림과 같이 조립합니다.
부품 2
부품１
부품 3

(2) 기판 베이스에 아래 그림과 같이 배터리 박스를 부착하고 POWER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POWER

(3) 팔을 부착하고 각 서보모터를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D10
D9
D11

서보모터 코드 방향 주의!
오른쪽에 회색 코드가 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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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출력 설정을 합니다.
입출력 설정 화면에서 서보모터의 D9, D10, D11 및 버튼 A0~A3 에 체크를 합니다.
입출력 설정 방법은 [2.1. 한 개의 LED 를 점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④ 아래와 같이 아이콘을 배치, 설정합니다.

반복 횟수 설정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해 주십시오.

１

２

３

４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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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프로그램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A1 버튼：팔을 아래로 굽힘

A3 버튼:
팔을 왼쪽으로 돌림

A0 버튼:
팔을 오른쪽으로 돌림

A2 버튼: 팔을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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