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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uino-24 

2.4” 아두이노 IDE 프로그래머블 디스플레이 모듈 

감압식 터치 및 WiFi 기본 탑재 

 

Wifi 와 감압식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2.4” TFT LCD 에 아두이노와 4D Systems 사의  

Picaso 그래픽 GPU 가 결합된 4Duino-24 를 통해 어려운 그래픽 프로그래밍 작업없이 

누구나 멋진 사용자 디스플레이 화면(GUI)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4Duino 2.4 "TFT LCD IoT 디스플레이 모듈 

 

구성품 

 4Duino 2.4" 
(Resistive Touch) 
Display Module 

 
 Male and Female 

Heade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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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uino 는 240x320 해상도 TFT LCD 디스플레이에 Resistive Touch 및 Wi-Fi 기능이 내장 

된 Arduino ™ 호환 디스플레이 모듈로 IoT (Internet of Things)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4Duino 의 핵심은 Atmel 의 ATmega32U4 8 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동일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인기있는 Arduino Leonardo 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Duino 는 2.4 "컬러 TFT LCD 

디스플레이와 저항 막 터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제품은 기능이 풍부한 4D Systems Picaso 

그래픽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모든 디자이너 / Maker 를위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능과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4Duino 는 AT 명령어 세트 펌웨어로 사전 프로그래밍 된 popularESP8266 

Wi-Fi 모듈을 특징으로 하며, 4Duino 는 즉시 다양한 Wi-F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Duino 는 온 - 보드 microSD 커넥터와 전원 핀 (5V, 3.3V, GND 및 VIN), 20 개의 디지털 IO 

핀을 포함하여 Arduino 의 레이아웃에 헤더를 갖추고 있습니다.이 중 7 개는 PWM 출력과 12 

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4Duino 는 Workshop4 IDE 및 3 가지 

4Duino 기반 개발 환경으로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Workshop4 IDE 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인기있는 Arduino IDE 와 마찬가지로 인기있는 

Arduino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온보드 Atmel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 4D 

Systems Picaso GPU 의 도움으로 그래픽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으로 

Arduino 기반 GUI 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4Duino 디자인은 유연하고 대단히 뛰어난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TFT LCD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Wi-Fi 솔루션을 통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Markers 와 Designer 는 

프로젝트의 품질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4D Systems Workshop4 IDE 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프로젝트는 http://www.4duino.com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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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사이즈 및 디스플레이 모듈 정보 

• ATmega32U4 포함 

o 32KB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래시 

o 2.5KB 내부 SRAM 

o 1KB 내부 EEPROM 

o 최대 16 MIPS 처리량 

• PICASO가 제공하는 강력한 2.4 "지능형 LCD-TFT 디스플레이 모듈 

o 14KB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래시 

o 14KB 내부 SRAM 

o 240 x 320 해상도, RGB 65K의 진실 된 색상, 4-wire Resistive Touch Panel이 

     내장된 TFT LCD 디스플레이. 

• ESP8266 Wi-Fi 모듈 포함 

o 802.11 b / g / n 지원 

o Wi-Fi Direct (P2P), 소프트 -AP 

o TCP / IP 프로토콜 스택 

o 1MB 플래시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위한 범용 I / O 핀. 

o 디지털 I/O 핀 20개 

o 20개 중 7개는 PWM이 가능하며, 

o 12 개는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합니다. 

• 4Duino에 전원을 공급하고 ATmega32U4를 프로그래밍하기위한 온보드 USB. 

• 4D 시스템 프로그래밍 케이블 또는 어댑터를 통해 Picaso 및 ESP8266 프로그래밍을 위한 

2x5 헤더 

• 멀티미디어 저장 및 데이터 로깅을 위한 온보드 래치형 마이크로 SD 메모리카드 커넥터. 

• DOS 호환 파일 액세스 (FAT16 형식) 및 카드 메모리에 대한 로우레벨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풀 컬러 이미지, 애니메이션, 아이콘 및 비디오 클립을 표시합니다. 

•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글꼴을 지원합니다. 

• 4.0V ~ 5.5V 범위 동작 (단일 전원). 

• 전원 공급을 위한 1x 5V DC 배럴 잭. 

• 모듈 크기: 72.8 x 53.3 x 14.6mm. 

• 무게 약 36 g. 

• 디스플레이 면적: 36.72 x 48.96mm. 

• RoHS 및 CE 준수.    

• 모듈 크기: 

o (D): 187.0 x 102.1 x 7.2mm. 
o (D-CLB): 190.1 x 121.9 x 7.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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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T): 187.0 x 102.1 x 8.3mm. 
o (DCT-CLB): 190.1 x 121.9 x 8.2mm. 

 

 
 

 

소프트웨어 

4D Systems 의 All New Workshop4 IDE 소개 
다양한 사용자 요구 사항 및 기술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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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4는 4D 계열의 모든 프로세서 및 모듈에 통합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Microsoft Windows 용의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IDE입니다. IDE는 편집기, 

컴파일러, 링커 및 다운로더를 결합하여 완벽한 4DGL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합니다. 모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코드는 Workshop4 IDE에서 개발됩니다. 

Workshop4 IDE는 윈도우 전용 제품으로 윈도우 XP계열, 윈도우 10과 호환됩니다. 

*단 윈도우ME, Vista등은 호환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7 이상 또는 윈도우 10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orkshop4의 일반버전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하며, Workshop4 

pro버전은 저렴한 가격에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일반버전으로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대부분의 기능이 구현됩니다. pro버전의 경우 다양한 

추가 툴을 제공하여 사용자정의 그래픽, 위젯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Workshop4 pro버전의 평가판은 다운로드 받고 7일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Workshop4 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또는 사용자 기술 수준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아래 네 가지 개발 환경을 포함합니다. 

Workshop4 는 4Duino 를 위한 추가 3 가지 개발 환경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Workshop4 IDE 

내부에서 익숙한 Arduino 스타일 코드를 사용하여 Atmel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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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이 환경을 통해 사용자는 

4DGL 코드를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디스플레이 모듈 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ViSi 
4DGL 코드 생성 을  

돕기 위해 객체의  

드래그앤드롭 유형 

배치를 가능케 하는 

시각적 프로그래밍을 경험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개발중에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ViSi – Genie 

전혀 4DGL 코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급 

환경입니다. 이 개발환경은 

모두 자동으로 수행 됩니다.   

간단히 당신이 원하는 객체를 

디스플레이로 배치하면 

됩니다. 

 ViSi - Genie 는  

4D Systems 의 최신 개발  

경험을 제공합니다 

 Serial 

이 환경은 디스플레이 

모듈을 슬레이브 

직렬 디스플레이 모듈로  

변환하여 사용자가 모든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직렬 포트가 

있는 장치 에서 

디스플레이를 제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 

됩니다. 

 

 

DOWN LOADS 

Documentation 

 

4Duino-24 데이터 시트 

Rev 1.4 | 3.22MB 

 

4Duino-24 Drawing 
Rev. 1.2a | 4.04 MB 

  
4Duino-24 schematic 
Rev. 1.2 | 719.45 KB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gen4-uLCD-50D/downloads/gen4-uLCD-50D_datasheet_R_1_4.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gen4-uLCD-50D/downloads/gen4-uLCD-50D_datasheet_R_1_4.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4Duino-24/downloads/4Duino-24_datasheet_R_1_4.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4Duino-24/downloads/4Duino-24_drawing_R_1_2a.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4Duino-24/downloads/4Duino-24_schematic_R_1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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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USB Driver 

 
4Duino USB Driver 
Signed. Windows 

 

4Duino-24 3D PDF 

Rev. 1.2 | 14.34 MB 

 

Software Tools 

4D Workshop4 IDE 
Product Page 

 
Arduino IDE 
Product Page 
 

Picaso Processor Documentation 

 
Picaso Processor 
Product Page 

 
PICASO Processor Datasheet 
Rev. 2.0 | 2.57 MB 

 
PICASO Internal Functions Manual 
Rev. 7.0 | 4.86 MB 

 

PICASO Serial Command Set Reference Manual 
Rev. 2.0 | 3.14 MB 

 

Picaso Serial Arduino Library 
Github 
 

Atmel Processor Information 

Atmel ATmega32U4 

Product Page 

ESP8266 WiFi Information 

ESP8266 SDK + Tools 

External Link 

ESP8266 SDK + Downloader 

Rev. 1.0 | 19.50 MB 

Related Documents 

http://www.4dsystems.com.au/downloads/4Duino/4Duino_Signed_Driver_Windows.zip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4Duino-24/downloads/4Duino-24_3dpdf_R_1_2.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4D_Workshop_4_IDE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icaso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icaso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PICASO/downloads/PICASO_datasheet_R_2_0.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PICASO/downloads/PICASO_internalfunctions_R_7_0.pdf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PICASO/downloads/PICASO_serialcmdmanual_R_2_0.pdf
https://github.com/4dsystems/Picaso-Serial-Arduino-Library
https://github.com/4dsystems/Picaso-Serial-Arduino-Library
http://www.atmel.com/devices/atmega32u4.aspx
http://www.espressif.com/en/support/download/overview
http://www.4dsystems.com.au/productpages/4Duino-24/downloads/4Duino-24_espfirmware_R_1_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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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uino Website 
Product Page 

 
Development Environments Documentation 

 

Application Notes 

http://www.4duino.com/
http://www.4dsystems.com.au/product/4D_Workshop_4_IDE/downloa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