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에 장비를 연결하기 전 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중 19~23페이지, 55~56페이지는 본 매뉴얼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시스템 요구 사양  (Windows)

USB 연결을 위한 시스템 요구 사양 

윈도우와 USB연결을 위해 다음의 시스템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구성은 지원되지 않는다. 

운영 시스템 윈도우 XP/Vista/7 (32비트/ 64비트 에디션)

컴퓨터 

1) 구매 시 윈도우 XP/Vista/7가 기 설치된 컴퓨터 
   (윈도우 XP/Vista/7로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포함)

2) 컴퓨터 제조사가 USB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증한 컴퓨터 

Roland 컷스튜디오를 위한 시스템 요구 사양 

운영 시스템 윈도우 XP/Vista/7 (32비트/ 64비트 에디션)

컴퓨터 컴퓨터 실행 윈도우 

최적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비디오 카드와 모니터 
권장 해상도가 800*600 이상인 적어도 16비트 
컬러 (하이 컬러) 

메모리 (RAM) 적어도 128MB 이상 권장 

설치에 필요한 하드 디스크 10 MB

STIKA 드라이버용 시스템 요구 사양 

“USB 연결을 위한 시스템 요구 사양”과 동일 

소프트웨어 설치(Windows)

STIKA 드라이버 설치 

순서

  설치 및 설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 USB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를 확인한다.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에 로그인한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장비가 컴퓨터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정확한 순서를 따르지 않

을 경우 설치가 안될 수 있다. 

 Roland 소프트웨어 패키지 CD-ROM을 컴퓨터에 삽입한다. 
자동 플레이백 윈도우 메시지가 뜨면, [Run menu.exe]을 클릭한다.

자동적으로 화면에 설치 메뉴가 보인다.

 [Windows Driver]와  [Install]
를 클릭한다.
설치 및 설정 가이드 화면이 뜬다. 

[User Account Control] 화면이 뜨면 

[YES]를 클릭한다.

  설치 종료를 위한 설정 가이드의 
지시 사항에 따른다.
설정 가이드 지시 사항에 따라 장비가 컴

퓨터와 연결 순서가 검색된다. 아래의 지

시 사항에 따랐는지 확인한다.

  2개 이상의 장비를 한 개 의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는다.

  제품에 포함된 USB케이블을 사용한다.

  USB허브를 사용하지 않는다.

CutStudio 설치 

순서

  소프트웨어 설치 메뉴용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한다.

 [CutStudio]과[Install]을 클릭
한다.
설정 창이 뜬다.

 메시지를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한다.
[User Account Control]가 뜨면, [Allow]클릭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윈도우 고급 가이드 설치 

순서

 소프트웨어 설치 메뉴를 위한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한다.

 [Advanced Guide]와 [Install]
을 클릭한다.
설정 창이 뜬다.

 메시지를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한다.
[User Account Control] 가 뜨면  [Allow]클릭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설치 작업이 끝나면 설치 메뉴  
 를 클릭한다.

 CD-ROM드라이브에서 CD-ROM을 제거한다.

윈도우 고급 가이드 보기 

[Start]메뉴에서, [All Programs] (or [Programs]) - [Roland SV Series Manual] - [Ad-

vanced Guide]를 클릭한다.

CutStudio 플러그-인 설치 

CutStudio 플러그-인 설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윈도우 고급 가이드” 를 참조한다. 

(electronic 포맷).

매킨토시용 시스템 요구 사양 

“맥 OS설치와 설정 가이드”를 확인한다.

  사용자 매뉴얼의 “맥킨토시 사용자라면 2-3 단계” 중 “소프트웨어 설치” 참조 .

사용자 매뉴얼의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본 페이지로 대체됩니다.
뒷면에서 계속됩니다.



설치가 안될 경우 

드라이버 설치가 중단된 경우 또는 USB케이블을 사용해 장비와 
PC를 연결할 시 위저드가 화면에 뜨지 않은 경우 아래의 순서를 
적절하게 따르십시오.

Windows 7

1. [Found New Hardware] 이 뜨면 , [Cancel] 을 클릭하여 종료한다.

2. [Start] 메뉴를 클릭하고, [Computer] 오른쪽을 클릭한다. 

    [Properties]를 클릭한다.

3. [Device Manager]를 클릭한다. [User Account Control] 대화 상자가 

뜨면 , [Continue]를 클릭한다. [Device Manager]화면이 뜬다.

4. [View] ] 메뉴의 , [Show hidden devices]를 클릭한다.

5. 리스트에서 [Other devices]를 검색한 후 더블 클릭한다. 모델 명 또는 

    선택 대상 아래의 [Unknown device] 를 클릭한다.

6. [Action] 메뉴의, [Uninstall]을 클릭한다.

7. In "Confirm Device Uninstall" 대화 상자에서, [Delete the driver soft-

ware for this device.]을 선택하고, [OK]클릭한다. [Device Manager]

를 종료한다.

8. 프린터에 연결된 USB케이블 연결을 해제하고, 윈도우를 재 시작한다.

9. 드라이버를 제거한다. “드라이버 윈도우 7 제거” 의 3단계 및 

    이하 단계들에 따라 드라이버를 제거 한다.

10. "STIKA 드라이버 설치" 작업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 한다.

Windows Vista

1. [Found New Hardware]이 뜨면, [Cancel]를 클릭하고 종료한다.

2. [Start]메뉴를 클릭하고, [Computer]를 오른쪽 클릭한다. 

    [Properties]을 클릭한다.

3. [Device Manager]를 클릭한다. [User Account Control] 대화 상자가 

뜨면 , [Continue]를 클릭한다. [Device Manager]화면이 뜬다.

4. [View] 메뉴의 , [Show hidden devices]를 클릭한다.

5. 리스트에서 [Printers] 또는 [Other device], 를 검색한 후 더블 클릭한다. 

모델 명 또는 선택 대상 아래의 [Unknown device] 를 클릭한다.

6. [Action] 메뉴의 , [Uninstall]를 클릭한다.

7. "Confirm Device Uninstall" 대화 상자에서 [Delete the driver software 

for this device.], [OK]를 클릭한다. [Device Manager]를 종료한다.

8. 프린터에 연결된 USB케이블 연결을 해제하고, 윈도우를 재 시작한다.

9. 드라이버를 제거한다.  “드라이버 윈도우 7 제거” 의 3단계 및 이하 

    단계에 따라서 드라이버를 제거한다.

10. "Installing STIKA Driver"작업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 한다. .

Windows XP

1. [Found New Hardware Wizard]가 뜨면, [Finish] 클릭하고 종료한다.

2. [Start]을 클릭하고 , [My Computer]를 오른쪽 클릭한다. 

    [Properties]를 클릭한다.

3. [Hardware]탭을 클릭한 후 [Device Manager]를 클릭한다.

    [Device Manager] 가 뜬다.

4. [View] 메뉴의 , [Show hidden devices]를 클릭한다.

5. 리스트에서[Printers] 또는 [Other device]를 검색한 후 더블 클릭한다. 

    모델 명 또는 선택 대상 아래의 [Unknown device]를 클릭한다.

6. [Action] 메뉴의 [Uninstall]를 클릭한다.

7. "Confirm Device Uninstall"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한다.

8. [Device Manager]를 종료하고, [OK]를 클릭한다.

9. 컴퓨터에 연결된 USB케이블 연결을 해제하고, 윈도우를 재 시작한다.

10. 드라이버를 제거한다. “드라이버 윈도우 XP 제거” 의 3단계 및 이하 

     단계에 따라 드라이버를 제거한다. 

11."Installing STIKA Driver"작업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 한다.

드라이버 제거 

드라이버를 제거할 때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Windows 7

* 아래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거하는 경우 재 설치 작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장비 전원 스위치를 끄고 장비와 컴퓨터 연결 케이블을 분리시킨다.

2.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에 로그인한다.

3. [Start] 메뉴에서, [Control Panel]을 클릭한다. 

    [Uninstall a program]를 클릭 한다.

4. 선택 삭제를 위해 장비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 [Uninstall]를 클릭 한다.

5. 드라이버 설치 해제를 원하는 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뜨면 [Yes]를

    클릭한다.

6. [Start] 메뉴에서, [All Programs], [Accessories], [Run], [Browse]를 

클릭한다.

7. 드라이브 및 드라이버 위치 폴더 명을 선택한다. (*)

8. SETUP.EXE (32-bit 버전) 또는 SETUP64.EXE (64-bit 버전)을 선택하여,

    [Open]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한다.

9. [User Account Control]대화 상자가 뜨면 , [Allow]를 클릭한다.

10.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1. [Uninstall]를 선택 클릭한다. 장비 삭제를 선택하고, [Start]를 클릭한다.

12. 컴퓨터를 재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시작 창이 뜨면 [Yes]를 클릭한다.

13.컴퓨터를 재 시작한 후 제거 작업이 종료된다.

(*)

CD-ROM사용 시 다음의 폴더 중 하나를 지정한다. (예를 들면 CD-ROM 

드라이브는 D드라이브를 말한다.)

D:\Drivers\WIN7X64 (64 bit edition)

D:\Drivers\WIN7X86 (32 bit edition)

Windows Vista

1. 장비 전원을 끄고 PC와 장비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연결 해제한다.

2.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를 시작한다.

3. [Start] 메뉴에서, [Control Panel]을 클릭한다. [Hardware and Sound] 

그룹에서, [Printer]를 클릭 한다. [Printer] 폴더를 연다.

4. 사용 중인 모델 명 아이콘을 클릭한다. [Organize] 메뉴에서, [Delete]를 

클릭 한다. [User Account Control]가 뜨면, [Continue]를 클릭 한다.

5. 드라이버 제거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뜨면, [Yes]를  클릭 한다.

6. [Printers]폴더에서 프린터 아이콘이 없는 곳을 오른쪽 클릭한다.

    [Run as administrator]메뉴에서 [Server Properties]을 선택한다. 

    [User Account Control]가 뜨면, [Continue]를 클릭 한다.

7. [Drivers] 탭을 클릭하고, [Installed printer drivers]리스트에서 장비 

     삭제를 선택한다. [Remove]를 클릭 한다.

8. [Remove Driver And Package]가 뜨면, [Remove driver and driver 

package]를 선택한다. [OK]를 클릭한다.

9. 메시지가 뜨면, [Yes]를 클릭한다.

10. 삭제 패키지와 드라이버가 디스플레이 된다. 삭제를 원하는 장비인지 

      확인하고, [Delete]를 클릭한다.

11. 삭제된 대상이 화면에 보인다. [OK]를 클릭한다.

12. [Remove Driver And Package]창에서, [Close]를 클릭한다.

13. [Start]메뉴에서, [All Programs], [Accessories], [Run], [Browse]

를 클릭한다.

14. 드라이브 및 드라이버 위치 폴더 명을 선택한다. (*)

15. SETUP.EXE (for 32-bit 버전) 또는 SETUP64.EXE (for 64-bit 버전)을 

선택하고,  [Open]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한다.

16. [User Account Control]이 뜨면, [Allow]를 클릭한다.

17.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8. [Uninstall]를 선택 클릭한다. 장비 삭제를 선택하고 [Start]를 클릭한다.

19. 컴퓨터를 재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시작 창이 뜨면, [Yes]를 클릭

한다.

20. 컴퓨터를 재 시작한 후 제거 작업이 종료된다.

(*)

CD-ROM사용 시 다음의 폴더 중 하나를 지정한다. (예를 들면 CD-ROM 

드라이브는 D드라이브를 말한다.)

D:\Drivers\WINVISTAX64 (64 bit edition)

D:\Drivers\WINVISTAX86 (32 bit edition)

Windows XP

1. 장비 전원을 끄고 PC와 장비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연결 해제한다.

2.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를 시작한다.

3. [Start] 메뉴에서, [Control Panel]을 클릭한다. [Printers and Other 

Hardware]를 클릭한고, [Printers and Faxes]를 클릭한다.

4. 사용 중인 모델 명 아이콘을 클릭한다. [File]메뉴에서 [Delete]를 클릭한다.

5. 삭제를 원하는 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뜨면, [Yes]를 클릭한다.

6. [File]로 가서 [Server Properties]을 선택한다.

7. [Driver]탭을 클릭한 후, [Installed printer drivers]리스트에서 장비를 

    선택한 후삭제한다.

8. [Delete]를 선택한다. 메시지가 뜨면, [Yes]를 클릭한다.

9. [Start] 메뉴에서, [Run]을 선택하고, [Browse]를 클릭한다.

10. [File Locations]리스트에서 드라이버가 위치한 드라이브 및 폴더 명을 

선택한다. (*)

11. SETUP.EXE (for 32-bit 버전) 또는 SETUP64.EXE (for 64-bit 버전)을 

선택하고, [Open]를 클릭하고, [OK]를 클릭한다.

12.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3. [Uninstall]를 선택 클릭한다. 장비 삭제를 선택하고, [Start]을 클릭한다.

14. 컴퓨터를 재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시작 창이 뜨면,[Yes]를 클릭한다.

15. 컴퓨터를 재 시작한 후 제거 작업이 종료된다.

(*)

CD-ROM사용 시 다음의 폴더 중 하나를 지정한다. (예를 들면 CD-ROM 

드라이브는 D드라이브를 말한다.)

D:\Drivers\WINXPX64 (64 bit edition)

D:\Drivers\WINXPX86 (32 bit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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