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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en4-43DT(Starter Kit)  

4.3” 스마트 TFT 디스플레이 

 

멋진 사용자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어려운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거나 

통신 연결을 위해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D Systems 의 gen4 시리즈 터치 LCD 

모듈은 라즈베리파이 및 아두이노와 아주 간단하게 연결 될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상품 특징 

gen4 4.3 Diablo16 지능형 디스플레이 모듈 

Gen4 4.3”Diablo16 통합 디스플레이 모듈은 4D Systems가 설계 및 제조 한 최신 Gen4 

시리즈 모듈의 하나입니다. 

gen4 시리즈는 공간 요구사항 및 기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통합 및 사용이 용이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gen4 모듈에는 4.3"컬러 TFT LCD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커버 렌즈 베젤 (CLB), 

저항식 터치 또는 정전용량식 터치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들은 잘 알려진 4D Systems 

Diablo16 그래픽 프로세서에 의해 구동되며, 모든 회로설계자와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옵션을 제공합니다. 

KIT 구성품 

 

• gen4-uLCD-43DT 

(Resistive Touch) Display 

Module 

• gen4-IB  

(Interface Board) 

• 150mm FFC Cable 

• gen4-PA  

(Programming Adaptor) 

• 5-way F-F Ribbon Cable 

w/ M-M Adaptor 

• 4GB microSD Card 

• Quick Star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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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Diablo16 통합 디스플레이 모듈은 TFT LCD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며 터치 감지, 

microSD 메모리 저장, GPIO 및 통신, 다중 밀리 초 해상도 타이머 및 오디오 생성이 

가능합니다.  

gen4 시리즈는 Workshop4 IDE 및 4가지 개발 환경과 100% 호환되므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통합 디스플레이 모듈의 gen4 시리즈에는 30핀 FPC 케이블 용으로 설계된 30핀 ZIF 

소켓이 있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마더 보드에 쉽고 간단하게 연결하거나 다양한 기능 향상을 

위해 액세서리 보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Gen4 시리즈 모듈은 디스플레이 관련 회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품 통합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전자 장치가 플라스틱 마운팅베이스 

내부에 위치하여 응용 회로 보드의 표면이 사용자 회로에 대해 깨끗한 상태로 남겨 지므로 

필요에 따라 응용 보드가 Gen4 뒷면에 나란히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크기의 다른 모델 : 

gen4-uLCD-43D  (커버 렌즈 베젤없이 비터치) 

gen4-uLCD-43DT  (커버 렌즈 베젤없이 감압식(저항) 터치) 

gen4-uLCD-43D-CLB  (비 터치 커버 렌즈 베젤) 

gen4-uLCD-43DCT-CLB  (커패시티브 터치, 커버 렌즈 베젤 포함) 

 

gen4-uLCD-43D-SB (non Touch, without Cover Lens Bezel, Superbright Display) 

gen4-uLCD-43DT-SB (Resistive Touch, without Cover Lens Bezel, Superbright Display) 

gen4-uLCD-43D-CLB-SB (non Touch, Cover Lens Bezel, Superbright Display) 

gen4-uLCD-43DCT-CLB-SB (Capacitive Touch, Cover Lens Bezel, Superbrigh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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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사이즈 및 디스플레이 모듈 정보 

• 강력한 DIABLO16 프로세서 탑재 4.3”지능형 LCD-TFT 디스플레이 모듈 

• 480 x 272 해상도, RGB 65K 트루컬러, 4 선식 감압식 터치 패널이 통합된 TFT 스크린 

(*DT 모델만 해당). 

•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용 6개의 32750 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 뱅크 

• 순전히 사용자를 위한 32Kb의 SRAM. 

• 16개의 범용 I/O 핀으로 구성 가능한 4 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싱을 지원합니다. 

• 모듈 크기 : 

o (D): 127.6 x 69.3 x 6.7mm. 

o (D-CLB): 123.0 x 84.5 x 7.4mm. 
o (DT): 127.6 x 69.3 x 7.8mm. 
o (DCT-CLB): 123.0 x 84.5 x 8.4mm. 

 

 
 
 

• GPIO는 다음과 같은 대체 기능을 위해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o 3x I2C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SD 카드 전용의 1x SPI 및 사용 가능한 3x 구성 가능 SPI 채널. 

o 1x 전용 및 3x 구성 가능 TTL 직렬 통신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핀 카운터로 최대 6 개의 GP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PWM (단순 및 서보)에 대해 최대 6 개의 GPIO. 

o 펄스 출력을 위한 최대 10 개의 G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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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적 엔코더 입력 (2 채널)에 대해 최대 14 개의 GPIO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호, 전력, 통신, GPIO 및 프로그래밍을 위한 30 핀 FPC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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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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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PWM 오디오 핀은 마이크로 SD 카드의 WAV 파일로 구동되며 사운드 생성을 위해 

외부 앰프 용으로 사용. 

• 풀 컬러 이미지, 애니메이션, 아이콘 및 비디오 클립을 표시. 

•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글꼴을 지원합니다. 

• 4.0V ~ 5.5V 범위 동작 (단일 전원). 

• M3 나사를 사용하여 기계 장착을위한 3.2mm 구멍이 있는 4x 장착 탭. 

• RoHS 및 REACH 준수. 

• CE인증 

     
 
 

소프트웨어 

4D Systems의 All New Workshop4 IDE 소개 

다양한 사용자 요구 사항 및 기술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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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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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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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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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