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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빛채는 DIBD 컨트롤러가 내장된 LED 전광판을 위한 운영/편집 소프트웨어 입니다. 

DIBD는 “Display Intelligent BoarD”의 약어이며, 일반형/프로토콜형 LED 전광판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2017.12월부터 DIBD 라는 용어는 “Dabit 컨트롤러”로 변경하고, 웹싸이트도 davitsol.com를 dabitsol.com로 

변경합니다. 

 

다빛채로 할 수 있는 작업들 
 

 시스템 환경 설정 : 통신방법, 화면 크기/색상, 사용언어 등 

 표시파일 작성 : 텍스트/그래픽 이미지 편집(*.dat), 비디오변환(*.frm), 애니메이션변환(*.ani),  

정보문구(현재시간, 날짜 등) 표시방법 설정 등 

 표시목록 작성 : 표시파일 등록, 표시순서/효과/시간 등 설정 

 표시목록 미리보기 

 데이터 전송 

 추가 기능 : 다중통신 설정, 폰트 전송, 시간 동기화 등 

 

 

 

  

그림 1 전광판 표시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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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전 

 

다빛채 버전3.05    2009. 1 

- 3칼러 전광판 전용 소프트웨어 

- 2009년 ~ 2011년 출고된 다빛채의 모든 하위버전과 호환됨 

- 텍스트/그래픽/동영상 이미지를 새로 작성 및 편집해서 전광판에 표출하는 일반적인 기능 

- 임베디드 시스템 또는 PC 등의 외부장비에서 전광판에 문구를 표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DIBD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기능  

 

다빛채 버전3.43    2012. 12 

- 2011년 ~ 2012년 5월까지 출고된 다빛채 3.10 ~ 3.40 버전과 호환됨 

- 다빛채 버전3.05에서 표시목록의 표시일시 포맷이 변경됨. 표시 일시 이외의 모든 기능은 호환됨 

- DIBD120/160/220/260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다빛채 버전5.43    2013. 4 

- 3컬러/풀컬러 전광판 겸용 소프트웨어 

- 다빛채 3.40버전과 전혀 호환이 안됨 

- 2012년 ~ 2013년 출고된 다빛채 4.00 ~5.40 버전과 호환됨 

- 이미지 편집 창에서 그래픽이미지를 배경이미지로 두고 텍스트문구를 겹쳐서 표출하는 기능 

- 중국어, 일본어 등의 유니코드 폰트를 지원하는 DIBD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기능 

 

다빛채 버전6.10 2014. 11 

- 2012년 ~ 2014년 출고된 다빛채 4.00 ~ 6.00 버전과 호환됨 

- 전광판 화면 크기 내에서 문구를 블록단위로 여러 개 나누어서 텍스트이미지 작성 

- 이미지 편집 창에서 GIF 애니메이션을 배경에 두고 텍스트문구를 겹쳐서 표출하는 기능 

- 정보문구 사용방법을 쉽게 익히도록 정보문구 기본서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배경이미지 전송 창을 없애고 메인 화면의 표시목록에서 전송방식으로 기능 개선 

- 전광판 화면 설정 창에서 이미지 전용의 일반형 DIBD와 프로토콜 전용의 DIBD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DIB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현재 전광판에 표시 되고 있는 표시목록을 편집 할 수 있는 

파일 목록 창 추가 

- DIBD 모든 제품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다빛채 버전6.50 2016. 3 

- Client TCP/IP, Server TCP/IP 랜통신 기능 추가 

- 다중통신 기능 개선 

- 메뉴표시 설정 창에 통신방식 선택방법 추가 

- HDMI 디스플레이 서버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추가 

- USB 메모리에 이미지파일과 표시목록 저장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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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빛채 버전6.60 2016. 10 

- UDP/IP 랜통신 기능 추가 

- DIBDNet 프로그램 기능개선 

- 이미지편집창에 16x16픽셀 Protocal 형식의 폰트 입력기능 추가 

 

 

 

 

주요 약어 및 용어   

다빛채 전광판 컨트롤러 운영 및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다중 전광판 관리 가능 

DIBD 전광판내부에 설치되는 컨트롤러이며, “Display Intelligent BoarD” 의 약자임. 

2017.12.1일부터 DIBD 라는 용어 대신 “DABIT 컨트롤러” 를 사용함. 

전광판  3컬러(또는 풀컬러) LED 전광판 

표시파일 전광판에 표시될 텍스트/그래픽/비디오 개별 파일 또는 정보문구 표시 형식 

표시목록 전광판에 표시될 표시파일 목록이며, 표시 순서/효과 등을 설정한 파일 

정보문구 날짜, 아날로그/디지털 시계, D-day 카운터, 온도/습도 등 표시 방법을 설정함 

  

  

  

  

[텍스트] 괄호 안의 문구는 “메뉴 버튼” 혹은 “아이콘”을 의미함. 예) [이미지편집기] 

팁: 유용한 정보 

참고:  참조 사항(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 

☞ 참조 사항(간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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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준비 

2.1 다빛채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 요구 사양 

구분 요구 사양 

운영 체계 Windows XP/Vista/Win7, Win8, Win10  

인터페이스 RS-232, LAN통신  

CPU Pentium IV Processor 이상  

메모리 256MB RAM 이상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20MB 이상 

지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설치방법 

1. 다빛채 소프트웨어( DavitChe-V6.50)를 다운로드합니다. 

다빛채 소프트웨어는 www.dabitsol.com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압축을 풉니다.  

3. “DavitChe.exe” 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그림 2 다빛채 소프트웨어 파일 구성 

 

http://www.dabits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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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면 구성 

 

 

 

 

 

 

 

 

 

 

 

 

 

 

 

그림 3 다빛채 소프트웨어 메인 화면 구성 

☞ 메뉴표시 설정 창([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에서 선택한 아이콘과 메뉴들만 다빛채 화면에  

 표시됩니다. 

① 메인 메뉴 

다빛채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을 열람/실행할 수 있습니다.( “2.3 메인 메뉴 구성” 참조) 

 

② 주요 작업 도구 

 텍스트/그래픽이미지 편집 창을 엽니다.   

 정보문구(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D-Day, 온도/습도)의 표시형식 설정 창을 엽니다. 

동영상 파일 변환기(DIFC)를 엽니다. (풀컬러 전광판 사용 모드에서만 적용) 

 미리보기창이 팝업되면서, 표시목록에 등록된 표시파일들을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표시목록을 전광판에 전송합니다.  

 다중통신(RS485)에서 통신을 주고받을 DIBD의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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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모음창을 엽니다. 

  [DIBD 접속] > [DIBD 시간 읽기]를 선택하면, 전광판에 내장된 시계의 현재 

시간을 읽어와서 표시합니다. 시간오차가 있는 경우 [DIBD 접속] > [시간동기]를 클릭해 줍니다. 

 

③ 표시목록 편집 도구 

  

[새 표시목록 작성], [열기],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 [표시목록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시목록상의 표시파일을 [추가], [삭제], [복사], [편집],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고급기능]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각 표시파일 왼쪽의 첫번째 셀을 더블클릭하면, 탐색창이 열리므로, 원하는 표시목록 파일을 불러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셀들을 더블클릭하면, 표시효과/방향, 속도, 유지시간 등 설정을 위

한 콤보상자가 나타납니다. 

 

④ 표시파일 보기 창 

표시목록에서 마우스가 클릭된 표시파일(이미지/정보문구/일반문구)의 처음 표시 이미지를 보여 줍니다. 

 

⑤ 통신 로그 창 

다빛채 PC와 전광판 제어보드(DIBD) 사이의 통신 정보를 보여 줍니다. 

 

⑥ DIBD 버전 정보 보기 창 

다빛채 PC에 연결된 전광판 제어보드의 버전 정보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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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인 메뉴 구성 

메뉴 서브 메뉴 주요 기능 

파일 

새 표 시 목 록 새 표시목록을 작성합니다.  

열 기 이전에 작성한 표시목록을 엽니다.  

표 시 목 록  추 가 현재의 표시목록에 다른 표시목록을 불러와서 추가(병합)합니다. 

저 장 편집한 표시파일을 저장합니다. 

새 이 름 으 로 저 장 작성한 표시파일을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프 로 그 램 종 료 다빛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편집 

추 가 표시파일(라인)을 추가합니다.  

삭 제 클릭하여 선택한 표시파일을 삭제합니다. 

수  정 클릭하여 선택한 표시파일을 편집합니다. 

복 사 선택한 표시파일을 한 줄 아래에 복사합니다. 

위 로 선택한 표시파일을 한 줄 위로 이동합니다. 

아 래 로 선택한 표시파일을 안 줄 아래로 이동합니다. 

환경

설

정 

통 신 설 정 DIBD의 통신방식의 세부항목을 설정합니다.  

전 광 판  화 면 설 정 전광판 스크린의 모듈 수, 표시 색상 및 화면방향을 설정합니다. 

휘 도 설 정 LED 모듈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전 원 설 정 전광판의 전원을 예약 설정합니다. 

기 타 설 정 사용 언어 선택, DIBD 메모리 삭제, 전광판 표시 상태 점검 가능합니다. 

온 도 설 정 온도센서나 냉각팬을 설치한 경우 동작점을 설정합니다. 

표시

파

일 

이 미 지  편 집 
전광판에 표시할 텍스트/이미지를 작성하거나 편집합니다. 

화면을 분할하여 배경화면을 삽입하여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래 픽 이 미 지 윈도우의 그림판을 열어, 그래픽이미지를 편집합니다. 

정 보 문 구 현재날짜, 시간, D-Day, 온도 등의 정보문구 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동 영 상  변 환 일반적인 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frm” 형식의 파일로 변환합니다. 

보기 
통 신 기 록 다빛채와 DIBD 사이의 과거 통신기록을 불러와서 확인합니다. 

미 리 보 기 표시목록을 미리보기 합니다. 

DIBD 

접속 

D I B D  업 로 드 다빛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표시목록을 DIBD로 전송합니다. 

전 원 켜 기 DIBD의 전원을 ON 시킵니다. 

전 원 끄 기 DIBD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시 간 동 기 전광판 DIBD 의 시간을 다빛채 PC의 현재시간과 동기화시킵니다. 

D I B D  시 간 읽 기 전광판 컨트롤러에 내장된 시계의 시간을 불러와서 표시합니다. 

U S B 메 모 리 로 저 장 표시목록과 이미지파일, 환경설정파일들을 USB메모리로 저장합니다. 

USB메모리에서읽어오기 USB의 파일들을 읽어와서 다빛채의 표시목록, 환경설정을 동기화 시킵니다. 

 

고급

설

정 

D I B D 폰 트 전 송 정보문구 또는 외부시스템 연동 메시지로 사용할 폰트를 전송합니다. 

D I B D 프 로 토 콜 
외부시스템/장비와 연동하여 표시할 긴급/일반문구 프로토콜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버전5가 있습니다. 

메 뉴  표 시  설 정 
DIBD의 통신방식을 설정합니다. 

각종 메뉴의 표시 여부와 미리보기 화면 크기 등을 설정합니다. 

정보 정보 다빛채의 제품정보와 폴더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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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본 사용법 

 

 

 

 

 

 

 

 

 

 

 

 

 

 

그림 4 다빛채 소프트웨어 메인 화면 

☞ 메뉴표시 설정 창([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화면구성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다빛채 프로그램에서 아래의 순서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고, 표시파일과 표시목록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DIBD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① 환경 설정 

[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을 선택하여, “메뉴표시 설정 창”을 열고, 통신방식을 설정하고, 메뉴 그룹과 

세부메뉴 표시방식을 설정합니다. 이곳에서 선택한 아이콘과 메뉴들만 다빛채 화면에 표시됩니다. 

[환경설정] > [통신설정]를 선택하여, “통신 설정 창”을 열고, 구체적인 통신접속방식을 설정합니다. 

[환경설정] > [전광판 크기]를 선택하여, 세로/가로 전광판 모듈수와 픽셀당 비트수(2BPP(3컬러), 3BPP(8

컬러), 8BPP(256컬러), 24BPP(풀컬러))를 설정한 후, [전송]을 눌러 설정 정보를 DIBD에 전송합니다. 

 

② 표시파일 작성 

[이미지 편집]을 클릭하여 텍스트/그래픽이미지 표시파일을 작성/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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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구설정]을 클릭하면, 아날로그 시계, 현재 날짜/시간, D-Day, 온도/습도 등 정보문구 표시형식

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변환기]는 풀컬러 모드에서만 나타납니다. wmv, avi, mov, mp4등의 동영상 파일을 DIBD 영상

포맷인 *.frm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DIBD를 처음 연결한 경우, 정보문구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DIBD 접속]>[시간동기]를 클릭

하고, [고급설정]>[DIBD 폰트전송]에서 DIBD에 저장될 폰트를 재전송합니다.  

 

③ 표시목록 작성 

“표시파일”들을 등록하고, 표시순서/효과 등을 설정합니다.  

3-1. 표시목록(*.pla)을 새로만들기/열기/추가/저장 할 수 있습니다. 

3-2. 표시파일명 아래의 빈칸을 더블 클릭하면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표시파일 또는 정보/일

반문구를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3-3. 등록하고자 하는 표시파일(라인)을 추가/수정/삭제/복사/순서변경 할 수 있습니다. 

3-4. 각 셀들을 더블 클릭하여, 표시 효과/속도/시간을 설정합니다. 

3-5. 을 클릭하여, “고급효과 설정 창”이 나타나면, 퇴장효과, 테두리효과, 표시일시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④ 미리보기 

를 클릭하면, 미리보기 창이 나타나서 표시목록에 등록된 표시파일들이 표시효과와 함께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미리보기를 종료하려면,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합니다.  

 표시목록(*.pla)을 미리보기 한 후, 업로드 하기 전에, 을 클릭하여 반드시 저장합니다. 

 

⑤ DIBD 업로드  

DIBD 주소를 선택하고, 을 클릭하면, 표시목록과 관련 파일들이 DIBD 에 전송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전광판이 표시목록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다빛채 PC 1 대가 전광판 한 대를 관리하는 싱글통신(RS232)의 경우는 DIBD00(Default) 주소만을 

사용하나, 여러 대의 전광판을 관리하는 다중통신(RS485)의 경우에는 해당 전광판명칭(주소) 또는 

그룹명칭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일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모리가 너무 크거나, 통신라인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DIBD 업로드” 대신에 

이동식디스크(USB, SD)에 저장하여 컨트롤러에 삽입/표시할 수 도 있습니다. 

 

⑥ 표시파일보기 : 표시목록상의 선택된 표시파일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⑦ 로그 창 : 다빛채와 제어보드(DIBD) 사이의 통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⑧ DIBD 버전 정보 : 제어보드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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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설정 

주 메뉴의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아래의 순서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합니다. 

매뉴 설명 

통신 설정 전광판을 제어하는 DIBD와의 통신접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 화면 설정 전광판 화면의 크기와 표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휘도 설정 전광판 밝기를 시간대별로 설정합니다.  

조도센서를 장착하면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광판 밝기가 조절됩니다. 

전원 설정 요일, 날짜 및 시간에 따라 전광판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타설정 프로그램 사용언어 선택, LED모듈선택, DIBD 메모리 삭제, 화면색상 채우기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온도설정 온도센서의 온도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또는 ‘–‘의 보정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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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신방식설정 

[환경설정]>[통신설정]을 선택한 후, 다빛채와 전광판을 제어하는 DIBD간의 통신접속방식을 설정합니다.  

3.1.1 시리얼 통신 설정 

“메뉴표시 설정 창”([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을 열고, 통신방식을 시리얼통신으로 설정합니다. 

시리얼통신(RS-232/485)으로 전광판의 DIBD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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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erial 통신을 선택합니다.  

② 통신포트설정 버튼을 눌러서 제어보드(DIBD)와 연결된 PC 의 통신 포트를 설정합니다.  

[장치관리자]>[포트]를 클릭하여, DIBD에 연결된 PC의 통신포트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③ 통신속도를 설정합니다. 

9,600 bps에서 115,200bps까지 데이터 통신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BD의 딥스위치로 설정한 

통신속도를 확인하여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④ [포트열기] / [포트닫기] 를 클릭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컴퓨터의 통신포트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지 점검합니다. 

⑤ [DIBD연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통신 상태 점검용 메시지 패킷을 DIBD에 전송합니다. DIBD로부터 

동일한 메시지 패킷을 다빛채 PC가 수신하면, 컴퓨터와 제어보드와의 통신라인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통신 상태 점검용 메시지 패킷 

   DIBD Connecting... [OK] 10 02 01 00 0B 6A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0 03  

   Receive : 10 02 00 00 0B 6A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0 03 

⑥ 다중통신(RS485)을 하는 전광판은 주소 1(DIBD01)부터 15(DIBD15)까지 사용합니다.   

⑦ [닫기]를 클릭하여 통신 설정을 종료합니다. 

 

-USB 시리얼 통신 포트 확인- 

시리얼 변환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USB 드라이버를 PC 에 설치하고, 

USB 케이블을 PC 에 연결한 후,  

아래의 순서로 USB 케이블에 할당된 COM Port 번호를 확인합니다. 

 

 

 

 

 

 

 

 

 

참고: 윈도우의 [시작]  [제어판]  [장치관리자]  [포트] 클릭해도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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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LAN통신 설정 

“메뉴표시 설정 창”([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을 열고, 통신 방식을 LAN통신으로 설정합니다.  

통신 설정 창에서 전광판을 제어하는 DIBD 에서 다빛채로의 통신 접속방식(TCP/IP Client 통신 / TCP/IP 

Serve 통신)을 설정합니다.   

1. Client TCP/IP 통신 

DIBD는 서버로 설정되어 있고, 항상 클라이언트인 다빛채가 접속하기를 기다립니다. 다빛채는 DIBD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서 접속을 끊습니다. 

① DIBD Local IP에 IP Address 또는 hostname을 입력합니다.  

고정 IP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전용 통신망에서 고정 IP를 이용하여 전광판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ress 입력박스에 

IP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192.168.0.201 

유동IP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DDNS(Dynamic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동 IP를 이용하여 전광판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DDNS 서비스 이용 방법은 설치된 “공유기의 메뉴얼”을 참고합니다. 

Address 입력박스에 Dynamic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기에서 설정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hostname.domain.com  

② DIBD Local Port 입력박스에 다빛채에서 접속할 DIBD의 TCP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DIBDNet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DIBD 의 로컬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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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rver TCP/IP 통신 

DIBD를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고, DIBD의 서버IP를 다빛채가 설치되어 있는 PC로 설정하면 DIBD가 부팅될 

때마다 다빛채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① DIBD Server Port 입력박스에 DIBD에서 접속할 다빛채 운영프로그램의 TCP 포트번호 값을 

입력합니다. DIBDNet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DIBD의 서버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3. UDP/IP통신 

UDP(User Datagram Protocal)는 비연결형으로 한대의 DIBD에 여러 대의 다빛채 프로그램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서 UDP로 DIBD에 통신하려면, DIBD의 UDP 서버 포토번호 5108로 접속합니다.. 

① DIBD Local IP에 IP Address 또는 hostname을 입력합니다.  

고정IP 서비스 또는 유동IP 서비스를 위의 “Client TCP/IP 통신”에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Davitche Local Port 입력박스에 다빛채의 UDP 서버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DIBD에서 다빛채로 응답 

값을 전송할 때 접속할 다빛채의 UDP 서버 포트번호 입니다. 

 

4. [접속하기]/[접속끊기] 다빛채와 LAN 게이트웨이(서버) 사이의 연결상태를 점검합니다. 접속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최고 25 초까지 걸릴 수 있으며, 접속 시도 기간 동안 다빛채 동작은 정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5. [DIBD연결]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통신상태 점검용 메시지 패킷을 DIBD 에 전송합니다. DIBD 로부터 

동일한 메시지 패킷을 다빛채 PC 가 수신하면, 컴퓨터와 제어보드와의 통신라인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통신상태 점검용 메시지 패킷 

   DIBD Connecting... [OK] 10 02 01 00 0B 6A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0 03  

   Receive : 10 02 00 00 0B 6A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0 03 

 

6. [닫기]를 클릭하여 통신 설정을 종료합니다. 

 

참고: 유동 IP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공유기에 전광판이 연결될 경우, 공유기의 외부 IP 주소를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기에서 제공하는 DDNS(Dynamic DNS)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동 IP가 호스트 이름으로 

자동 변경되므로 공유기의 유동 IP를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광판을 운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DDNS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유동 IP를 고정 IP로 변환해 주는 업체(dyndns.org, iptime.org 등)에서 사용자 이름 및 

호스트 이름을 등록한 뒤 공유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유기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포트 포워딩(Port 

Forwarding)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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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DIBD Net 프로그램 설명 

 

DIBDNet은 DIBD(Display Intelligent Board)컨트롤러가 이더넷(Ethernet)을 통하여 TCP/IP망에 연결될 수 있

도록 DIBD의 네트워크 주소 및 포트 설정 값을 변경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작업을 진행합니다. 

다빛채 메인화면의 메뉴줄에서 [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을 클릭한 후에 떠오르는 메뉴표시설정창의 

통신방식에서 LAN통신을 선택하고 적용버튼을 누릅니다. 

 

 

 

 

 

 

 

 

 

 

 

 

 

 

 

 

다빛채 메인화면의 메뉴줄에서 [환경설정]  [통신설정]을 클릭하여 통신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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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왼쪽하단의 DIBDNet 버튼을 클릭하면 DIBDNet Setting Program 이 열립니다. 

② Searching 버튼을 클릭하여 Board List 에 연결되어있는 보드의 MAC Address 를 찾습니다. 

③ Searching 된 Board List 에서 사용할 Board 의 MAC Address 를 선택합니다. 

④ IP Configuration Method, Local IP, Subnet Mask, Gateway, Local Port, DIBD Operation Mode, 

Server IP, Server Port 선택은 사용자의 랜통신 환경에 맞게 설정합니다.  

⑤ Setting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값이 Board List 에 선택되어있는 DIBD 에 전송되어서 적용됩니다. 

⑥ Add DIBD 버튼을 클릭하면 Board List 에서 선택된 보드의 설정 값이 다빛채의 통신 설정창에 바로 

적용됩니다. 

⑦ Reset 버튼을 클릭하면 Board List 에서 선택된 DIBD 가 재부팅 됩니다.  

⑧ Direct IP/DDNS Search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IP Address 또는 hostname 을 입력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떠오릅니다. 

고정 IP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전용 통신망에서 고정 IP를 이용하여 전광판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ress 입력박스에 

IP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192.168.0.201 

유동IP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DDNS(Dynamic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동 IP를 이용하여 전광판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DDNS 서비스 이용 방법은 설치된 “공유기의 메뉴얼”을 

참고합니다. 

Address 입력박스에 Dynamic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기에서 설정된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hostname.domain.com  



 

다빛채 FULL매뉴얼 (버전6.60) 21 

 

⑨ Exit 버튼을 클릭하고, 종료합니다.  

DIBD 에 접속하려는 컴퓨터의 IP 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DHCP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 망에서는 다빛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 속성 

창”에서 수동으로 IP 와 서브넷마스크를 입력합니다. 

 

- IP Configuration Method 

Static : 화면 왼쪽창의 Board list에서 사용할 Board의 Mac Address 항목을 클릭하고 Static Mode를 

선택하면 Local IP, Subnet Mask, Gateway 창이 활성화됩니다. IP주소를 입력하고 “Setting”버튼을 누르면  

선택 된 보드는 고정IP로 설정됩니다.  

DHCP : 화면 왼쪽창의 Board List에서 사용할 DIBD의 Mac Address 항목을 클릭하고 DHCP Mode를 

선택하면 Local IP, Subnet Mask, Gateway 창이 비활성화 됩니다. 공유기 등의 DHCP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망에 접속하면 DIBD의 IP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할당해 줍니다. 

 

- DIBD Operation Mode 

Client : DIBD를 클라이언트로 동작되고, 부팅될 때마다 설정되어 있는 서버IP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Server: DIBD는 서버로 동작되고, 다빛채 또는 외부프로그램에서 Local Port로 접속시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3.2 전광판 화면 설정 

전광판 화면의 크기(모듈수 X 16), 표시 색상, DIBD Type을 

설정합니다. 

①  [환경설정] > [화면설정]를 클릭하여, “전광판 화면 설정 

창”을 엽니다.  

② 전광판 세로/가로 크기를 설정합니다.  

설정한 화면크기가 DIBD에서 지원하는 최대크기를 벗어나면, 

최대크기로 제한되어 설정됩니다. 

③ 픽셀당 비트수(Bit Per Pixel)를 선택합니다.  

3칼라 전광판은 “2BPP”를, 8Bit 풀칼라는 8BPP를, 24Bit 

풀칼라 이면 “24BPP”를 선택합니다. 

④  [전송]을 클릭하여, 설정정보를 DIBD에 전송합니다.  

 

전광판 컨트롤러(DIBD)와 PC의 통신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프로그램만 설정”을 체크표시하고, 

전송합니다. 

그러면, 화면 설정 내용이 다빛채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전송]을 클릭했을 때, “다빛채와 DIBD의 버전 또는 픽셀당 비트수가 다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빛채와 DIBD의 버전 또는 픽셀당 비트수가 동일한지 정보창([정보]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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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광판 밝기 설정 

LED 모듈의 표시방식과 LED의 종류에 따라서 전광판을 구성하는 모듈의 최대 휘도(밝기)가 다릅니다. 최대 

휘도를 기준으로 휘도 범위를 백분율(%)로 설정하십시오. 

 

주변 밝기에 따라서 LED모듈의 밝기를 조절하고 빛의 퍼짐 현상을 제거하여 LED 모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휘도설정] 을 클릭하여, “휘도 설정 창”을 엽니다. 

 

수동 밝기 제어 

 

전광판의 밝기를 4단계로 설정합니다. 

① 수동제어를 체크 표시합니다. 

② 일출/주간/일몰/야간 시간대와 밝기(%)를 설정합니다. 

LED 모듈 표시방식이나 특성, 주변 밝기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설정합니다. 

예) 일출 75%, 주간 100%, 일몰 50%, 야간 25% 

③ [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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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밝기 제어 

조도센서(CDS 센서)가 설치된 경우에, LED 모듈밝기에 설정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내에서 

CDS(조도센서)로 측정된 주변밝기에 따라 LED 모듈의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5 조도 측정 및 LED 모듈 밝기 설정 사례 

 

① 자동제어를 선택하고, [전송]을 누르면 DIBD는 이때부터 밝기제어를 자동모드로 실행합니다. 

선택옵션 체크표시를 클릭하고, [전송]을 한번 클릭한 후 시작합니다. 

② 최대/최저 CDS 값을 측정합니다. 

CDS 센서가 설치된 상태에서 [CDS Read]를 클릭하면, 실제 측정값이 나타납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와 가장 어두운 때의 값을 측정합니다. 

CDS 값은 4~5초 간격으로 3~4회 클릭하여 평균값을 읽습니다. 

③ 측정한 최소/최대 값을 입력합니다. 

④ LED 모듈의 최고/최저 밝기를 설정/입력합니다. 

“최저” 밝기란 CDS 값이 최저(밤)일 때 표시될 LED 화면의 밝기를 의미하며,  

“최고” 밝기란 CDS 값이 최대(낮)일 때 표시될 LED 화면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⑤ [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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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원 설정 

 

설정된 요일과 시간에만 켜지도록 전광판 전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전원설정] 을 클릭하여, “전원 설정 창”을 엽니다. 

 

 

 

 

 

 

 

 

 

 

 

 

자동모드 

① 전광판을 사용하는 요일을 체크 표시합니다.  

② 전광판을 사용하는 요일의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③ [전송]을 클릭합니다. 

 

수동모드 

수동모드에서는 전광판은 항상 켜지게 됩니다. 

다빛채 소프트웨어는 수동모드가 Default 입니다. 

전광판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원은 수동모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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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설정 

 [환경설정] > [기타설정]을 클릭하여, “기타 설정 창”을 엽니다. 

 

 

 

 

 

 

<3컬러용 기타설정화면>                                    <풀컬러용 기타설정화면> 

 프로그램 언어 설정 

다빛채 프로그램의 표기문자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를 지원합니다. Microsoft Windows의 OS 언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언어로 변환되며, 수동으로 지원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 외의 다국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 자사로 문의바랍니다.  

 LED 모듈표시방식 설정 

사용할 제조사의 LED 모듈과 스캔 방식(1/4 Duty, 1/8 Duty, 1/16 Duty)에 맞는 버퍼보드 사양을 선택한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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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모듈생산업체/버퍼보드 모듈표시방식(Duty) 

 

 

 

 

 

 

 

 

 

 

 

 

 

 

3컬러 

Duty 버퍼보드 모듈생산 업체 

1/16 

16D-P16D1S11-1 HUB75: PH4-TCE, PH3RGB1.1(64X32)-16S, P7.62-16S-HX 

16D-P16D1S10-1 Vissem: VL096TR-16S, VS128T110-0 

16D-P16D1S21-1 HYP6-16X16-16S 

1/8 

08D-P32D1S22-9<1 HUB75: P8-3528-8S-V1 

08D-P16D2S10-1^9 Vissem: VL128TR-08S, VL200T210-8, VS128T110-8 

08D-P16D2S11-1^9 HUB75: P6FH8-06, PH6-1/8-1.7, PH7.62-8-V1.0, PH10-1/8 

08D-P16D2S23-1^2 Gapo, Seoul Led, Leddis, Adtronic, Comtel 

 

 

1/4 

04D-P32D2S31-2<1^4<3 Gapo, Seoul Led 

04D-P32D2S32- HUB75: PH10-1/4-1.2 

04D-P32D2S41- HUB75: PH7.62-1/4-1.4 

04D-P32D2S51- HUB75: PH6-1/4-1.2, 2PH15729R 

04D-P16D4S21-1^5^9^13 Leddis, Adtronic, Comtel 

Static 01D-P64D4S21-4^8^12^16 Vissem  VL240T110-1, VL300T110-1, VL320T210-1 

풀컬러 

Duty 버퍼보드 모듈생산 업체 

1/16 16D-P16D1S11-1 HUB75: PH4-TCE 

1/8 

08D-P32D1S22-9<1 HUB75: P8-3528-8S-V1 

08D-P16D2S11-1^9 Vissem, HUB75: P6FH8-06, PH6-1/8-1.7, PH7.62-8-V1.0 

08D-P32D1S31 HUB75: P6-32X32-8S-V2.0 

 

 

1/4 

04D-P32D2S21- HUB75: PH8-1/4-1.2 

04D-P32D2S32- HUB75: PH10-1/4-1.2 

04D-P32D2S41- HUB75: PH7.62-1/4-1.4 

04D-P32D2S51- HUB75: PH6-1/4-1.2, 2PH15729R 

04D-P16D4S11-1^5^9^13 Gapo, Seoul Led 

Static 01D-P64D4S21-4^8^12^16 Vissem  VL160F111-1, VL200F111-1, VL300F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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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표시 명칭 표기법 

 

 

 

 

 

 

 

 

 

☞DIBD600 제어보드는 16Duty와 8Duty의 LED모듈표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BD640 제어보드는 

Static, 2/4/8/16Duty의 모든 LED모듈표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목록에 없는 업체의 모듈에 DIBD를 사용할 경우는 버퍼보드를 별도 제작해야 하므로 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버퍼보드 역할? 

 LED는 그 구성이 일반적으로 16x16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로 LINE을 1줄만 ON하는 것이 아니라 

2,4,8줄을 동시에 ON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16 DUTY 는 한번에 1줄씩 켜는 것을 

말하고, 1/8 DUTY 는 2줄씩, 1/4 DUTY 는 4줄씩 켜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에 켜지는 줄이 늘어날수록 

그 제품의 휘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만큼 전력 소비가 커지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LED 모듈은 표준이 없어 모듈업체 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DIBD의 출력 데이터를 

LED모듈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버퍼보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DIBD에서는 각 업체에서 생산한 다양한 LED모듈의 신호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버퍼보드를 

제공합니다. DIBD를 사용하여 전광판에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LED 모듈마다 호환되는 

버퍼보드를 모듈의 신호 입력 측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외장메모리 파일 삭제 

USB 또는 SD메모리가 삽입되어 있는 전광판 제어보드에 이전에 전송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제어보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파일]을 선택하고 

전송하면 동영상파일과 이미지파일 등의 모든 파일들이 

삭제되고, [동영상 제외]를 선택하고 전송하면, 동영상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들이 삭제됩니다. 

 

참고: DIBD 컨트롤러에 이미지 파일이 수백개 이상이 되면 이미지파일을 읽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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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채우기 색상 점검 

전광판의 LED 들이 모두 균일하게 색상을 나타내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임의 색상을 클릭하고, [전송]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이 선택한 색상으로 채워지므로, LED 표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색상 점검을 마치고 원래의 화면목록 표시 상태로 

돌아가려면, 픽셀당 비트수 하위의 “표시목록”을 클릭한 

후, 다시 [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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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온도 설정 

 

DIBD에 온도센서를 장착하면 전광판 주변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온도설정]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온도 보정 방법 

① [온도 읽기]를 클릭하고, 센서가 감지한 온도를 읽습니다. 

② 표준 온도계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센서의 오차를 입력합니다. 

③ [온도 보정값 설정]을 클릭합니다. 

④ [온도 보정값 읽기]를 클릭합니다. 

⑤ [온도 읽기]를 다시 클릭하면, 보정된 온도가 표시됩니다. 

 

 전광판 내부에 팬 또는 히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ON/OFF 온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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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파일 작성 

4.1 이미지 작성/편집 

4.1.1 단순 텍스트 

 

 

 

 

 

 

 

<3컬러용 이미지편집화면> 

 

 

 

 

 

 

 

<풀컬러용 이미지편집화면> 

① 다빛채 메인 화면에서  을 클릭하여, 아래의 "이미지 편집" 창을 엽니다.  

② "텍스트 입력" 화면에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를 입력합니다.  

팁: “♬”와 같은 특수문자는 를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MS 워드 문서에서 보다 다양한 심볼

을 입력하고, 복사 한 후에 동 “텍스트 입력” 창에 붙여 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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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폰트(굴림, 9), 글자색(적색 또는 초록색 또는 노란색), 진하게 

참고: 일반적인 글자폰트는 전광판에서 가로로 표시되지만, 앞에 “@” 가 있는 글자폰트를  

      선택하면 세로로 표시됩니다.   예) @굴림채, @궁서채... 

④  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팁: 이미지 편집창의 미리보기 초기 화면 크기는 다빛채 메인화면의 [고급설정] > [메뉴 표시 설정] > 

“텍스트 화면 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을 클릭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2x6-2B-샘플1.dat 

그러면, “*.dat”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참고: “2x6-2B-파일이름.dat”은 “2단x6열-2 Bit Per Pixel(3칼라용 전광판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⑥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편집창” 이 닫히고, 저장한 파일이 표시목록에 추가됩니다. 

 

4.1.2 긴 텍스트  

 

 

 

 

 

 

 

 

 

 

① 다빛채 메인 화면에서  을 클릭하여, 아래의 "이미지 편집" 창을 엽니다.  

② “고급편집”을 체크 표시합니다. 그러면 고급화면 편집 모드로 변경됩니다. 

③ 왼쪽으로 이동하는 긴 문구를 입력하기 위하여, “화면크기”의 "가로화면배수"를 "4"로 설정합니다.  

☞ “가로화면배수”를 최대 9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입력박스가 모니터해상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미리보기 또는 전광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④ "텍스트 입력"화면에 "안녕하세요. 다빛솔루션 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팁: 오른쪽에 약 1프레임(화면배수) 정도의 여백을 주어야, 문구가 전광판 왼쪽 끝까지 이동합니다. 

⑤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ㆍ 폰트-굴림/18/녹색, 글자배경-붉은색 

⑥ 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⑦ 을 클릭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2x8-2B-샘플2.dat 

그러면, “*.dat”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⑧ 를 클릭합니다. 



 

다빛채 FULL매뉴얼 (버전6.60) 32 

 

 

이미지 편집창에서 선택하는 윈도우폰트는 1개의 LED모듈을 구성하는 16x16픽셀에 적합한 크기가 없습니

다. 16x16픽셀의 한글폰트(영문/숫자 폰트는 8x16픽셀)를 선택하려면 “Protocol Font”를 체크합니다. [고급설

정]>[폰트전송]에서 선택한 DIBD 프로토콜용 조합형 또는 완성형 폰트가 미리보기창에 적용됩니다. 

 

수평분할화면(텍스트/텍스트) 

전광판 화면을 수평 분할하여 서로 다른 문구/이미지를 입력한 후, 서로 다른 효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빛채 메인 화면에서  을 클릭하여, 아래의 "이미지 편집" 창을 엽니다.  

② “이미지 고급편집”에 체크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고급화면 편집 모드로 변경됩니다. 

③ “화면종류”는 “수평분할화면”을 선택합니다.  

④ “화면크기”의 “분할화면크기”를 “5” 정도로 설정합니다.  

⑤ 긴 문구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크기”의 “가로화면배수”를 “4” 정도로 크게 설정합니다.  

⑥ "텍스트 입력" 화면(상측)에 "환영“ 라고 입력합니다. 

⑦ “텍스트 입력” 화면(하측)에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⑧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ㆍ”환영” : 폰트(굴림, 9), 글자색(적색), 진하게 

ㆍ”방문을 환영합니다.” : 폰트(굴림채, 19), 글자색(노란색), 진하게 

⑨ 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⑩ 을 클릭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2x6-2B-샘플4.dat 

그러면, “*.dat”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⑪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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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직분할화면(그래픽/텍스트) 

전광판 화면을 수직 분할하여 서로 다른 문구/이미지를 입력한 후, 서로 다른 효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빛채 메인 화면에서  을 클릭하여, 아래의 "이미지 편집" 창을 엽니다.  

② “이미지 고급편집”에 체크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고급화면 편집 모드로 변경됩니다. 

③ “화면종류”는 “수직분할화면”을 선택합니다.  

④ “배경화면 불러오기”에 체크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불러오기 섹션이 나타납니다. 

⑤ “메인화면(상측)”에 그래픽이미지(로고 등)을 삽입합니다.  

ㆍ “메인이미지” 탐색버튼을 클릭합니다. 

ㆍ 탐색창이 열리면, 미리 작성하여 “Data/Image” 폴더에 저장한 해당 그래픽이미지(*.bmp, *.jpg)를 불

러옵니다. 그러면, 메인화면(상측)에 불러온 그래픽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배경이미지는 메인(상)/분할(하) 화면 어디에도 삽입가능하며, 배경이미지 없이 텍스트만 입력도  

가능하고, 배경이미지 위에 텍스트 입력도 가능합니다. 

⑥ “화면크기”의 “가로화면배수” 를 “3”로 설정합니다. (최대 9배까지 확대 가능) 

⑦ 하측의 "텍스트 입력" 화면에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⑧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ㆍ 폰트(굴림, 9),  글자색(적색),  진하게 

⑨ 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⑩ 을 클릭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2x6-2B-샘플3.dat 

그러면, “*.dat”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⑪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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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문구블록으로 입력 

문구블록으로 입력할 경우, 각 문구 블럭의 위치나 줄간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이미지 고급편집”에 체크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고급화면 편집 모드로 변경됩니다. 

② “문구 블록으로 입력”에 체크 표시합니다. 

③ 블럭개수는 “4”로 설정합니다. 최대 6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아래의 방법으로 각각의 “문구블럭”을 입력합니다.  

A. “블럭1”에 “새해에”를 입력합니다. 

B. 입력한 문구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폰트를 설정합니다.  

예) “폰트(굴림채, 크기-9), 진하게, 글자색(초록)” 

C.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문구 블럭이 빨간색 점선와 함께 미리보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D. 미리보기 화면상의 “블럭1(빨간색 점선 표시 안쪽)”을 마우스로 클릭한 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문구 블럭을 이동합니다.  

팁: “X시작/Y시작/폭/높이” 값을 변경하여, 각 문구 블럭의 크기(빨간색 점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블럭2/3/4”에 문구를 입력합니다. 

ㆍ 각 문구 블럭의 폰트, 색상, 글자색을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입력/설정합니다. 

ㆍ 각 문구 블럭의 문구를 수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을 클릭해야 미리보기창에 적용됩니다.   

⑤ 를 클릭하여, 최종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⑥ 을 클릭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2x6-2B-샘플5.dat 

그러면, “*.dat”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⑦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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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래픽 이미지 작성/변환 

 

여기서는 3컬러 전광판에 사용될 그래픽 이미지를 작성/변환/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일 작성 

 

간단한 이미지는 “윈도우 그림판” 으로, 고급 이미지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으

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다음 사항을 참고합니다.  

 표시할 전광판의 화면 크기와 같은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예) 2단6열 전광판 : 세로 32픽셀(2단 x 16), 가로 96픽셀(6열 x 16) 

 순수한 3칼라(빨강, 초록, 노랑)로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파일형식은 *.bmp 또는 *.jpg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윈도우 그림판”을 사용한 간단한 그래픽 이미지 작성 사례입니다. 

 

다빛채 메인 화면에서 [표시파일] > [그래픽이미지]을 클릭하여, "그림판" 을 엽니다.  

“이미지 편집창”에서 [고급설정] > [그림판]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림 6 그래픽 샘플 이미지 작성(윈도우 7, 그림판) 

① 3칼라 전광판의 경우, 3컬러 색상(빨강, 녹색, 노랑 그리고 검정)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작성/편집합니다.  

단, 풀컬러 전광판의 경우 작성 이미지의 색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ㆍ작업의 편리를 위해, [보기] 탭을 눌러 “격자”에 체크표시하고, 그림판 화면을 충분히  

  확대(CNTR+PgUp)합니다. 

ㆍ[홈] > [크기조정]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가로/세로 픽셀을 설정합니다.  

  “그림판”이 열릴 때, 그림판 화면크기는 다빛채의 화면크기와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예) 1단6열로 설정한 경우 : 세로 16픽셀(1단 x 16), 가로 96픽셀(6열 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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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그림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간단한 그림 또는 텍스트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② 작성한 그래픽 이미지 파일(BMP or JPG)을 “DavitChe/Data/Image” 에 저장합니다. 

③ “그림판”을 종료합니다. 

파일 변환 

 

일반적인 “*.bmp/jgp” 형식의 그래픽 파일은 아래의 순서로 “*.dat”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표시목록에 등록

하여 전광판에 전송/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을 

선택하여 “이

미지 편집”창

을 엽니다.  

② “이미

지 고급편집”

에 체크 표시

합니다. 그러

면 이미지 고

급화면 편집 

모드로 변경

됩니다. 

③ “배경

화면 불러오

기”에 체크 

표시합니다.  

④ “메인이미지/분할이미지” 영역에서 를 클릭하여, 탐색창을 열고, 위에서 저장한 그래픽 이미지 파일

을 불러와서 삽입합니다.   

⑤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크기를 확인합니다.  

불러온 이미지의 해상도가 전광판 크기와 다른 경우에는 이미지 표시 모드를 “원본표시”에서 “화면크

기(기본값)” 또는 “원본비율” 모드로 변경합니다.  

 

⑥ 이미지 파일을 “*.dat” 형식으로 “DavitChe/Data/Image” 폴더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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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영상 변환 

일반적인 동영상이미지(wmv, avi, mov, mp4, mpg, mpeg…)를 전광판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동영상변환기를 사

용하여 DIBD에서 처리할수 있는 “frm” 형식의 동영상포맷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이미지의 부분영상만을 캡쳐하거나, 전광판 크기에 맞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변환할 수 있습니다.  

 

4.3.1 변환 준비 

① 동영상변환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K-Lite_Codec_Pack”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서 K-Lite Codec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빛채 화면(풀컬러 모드)에서 동영상변환  아이콘을 선택하여, 동영상 편집창을 엽니다. 

 

 

 

 

 

 

 

 

4.3.2 동영상 변환 

화면 왼쪽의 원본 동영상이미지를 캡쳐하면, 화면 오른쪽에 DIBD동영상포맷(*.frm)으로 변환된 동영상이

미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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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파일의 캡쳐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일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변환하려는 원본 동영상파일을 불러오면 화면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② 변환하려는 동영상파일 이미지의 변환크기와 컬러(풀칼라, 256칼라)를 입력합니다. 전광판 화면과 동일한 

크기로 설정합니다. 

③ 원본 동영상 위에 있는 “흰색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해서 캡쳐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Original: 마우스로 임의의 크기로 조절한 원본 동영상이미지의 영역을 캡쳐합니다. 

Fit to Screen: 원본 동영상이미지의 전체크기를 캡쳐합니다. 

Fit to Ratio: 원본 동영상이미지의 원본비율로 변환합니다. 

④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프래임 진행바를 원본 동영상이미지의 캡쳐 시작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캡쳐시작,      캡쳐일시정지,       캡쳐종료 버튼을 사용하여 동영상 이미지 캡쳐를 진행합니다. 

캡처가 완료되면, 화면 우측의 재생, 정지, 종료 버튼을 사용하여 변환된 동영상파일의 이미지를 확인합니

다. 

⑤ 확인이 완료되면, 좌측상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캡처된 이미지를 DIBD동영상포맷(“*.frm”)으로 변환합

니다. 변환된 동영상은 “Davitche/Data/Video”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⑥ 종료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편집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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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기와 같이 변환된 동영상파일(*.frm)은 “Davitche/Data/Video” 에 저장되므로, “표시목록 등록 영역”에

서 “동영상” 파일형식을 선택하여 불러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4 애니메이션 변환(이미지편집기로..)  

일반적인 3컬러/풀컬러 애니메이션 파일(*.gif)을 다빛채프로그램의 이미지편집기를 사용하여 다빛 애니메이

션 포멧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파일(*.gif)을 “Davitche/Data/Video”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3칼라 애니메이션 파일(*.gif)을 “4단6열 3칼라전광판”에 표출하기 위하여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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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 클릭하여 “이미지편집창”을 엽니다. 

② “GIF 편집”에 체크 표시한 후 원하는 GIF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특정 : 사진의 특정부분에만 효과를 주어서 만든 GIF파일. 

-전체 : 전체화면크기로 여러장의 이미지파일을 만들어서 프래임수를 조절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서 만든 GIF파일. 

③ “메인이미지”의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탐색창이 열리면, “Davitche>Data>Video” 폴더에 미리 저장한 파일(예, “sing.gif”)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

옵니다. 그러면, 아래 “미리보기창”에 gif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④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탐색창이 열리면, “Davitche>Data>Video” 폴더에 “.ani” 확장자로 새이름으로 저장(예, “4x6-2B-sing.ani”)

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미지편집창”이 닫히고, 다빛채 메인화면의 “표시파일명”에 변환된 애니

메이션파일이 추가됩니다. 

 

⑤ “표시파일명”에 추가된, 해당 파일을 추가하면, 아래 “표시파일보기”창에 변환된 애니메이션 캡쳐이미

지가 나타납니다.  

⑥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창이 나타나면서 실제 변환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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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기와 같이 변환된 애니메이션파일(*.ani)은 “Davitche/Data/Video” 에 저장되므로, “표시목록 등록 영

역”에서 “동영상” 파일형식을 선택하여 불러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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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문구 표시형식 설정 

다빛채 메인화면에서 

클릭하면,  

“정보문구설정 창”이 열립니다.  

현재 날짜/시간, 온도, 습도, D-day 

등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 1 “정보 문구 설정 창” 구성 

구성 내용 

.①정보문구 1,2,3 정보문구는 3개까지 작성하여 표시목록에 등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문구1”은 아날로그/디지털 시계, 온/습도 표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보문구2”은 디지털시계, 배경화면 삽입, D-Day 설정, 온/습도 표시 설정 가능하고, 

“정보문구3”은 디지털시계, 배경화면 삽입, 온/습도 표시 설정 가능합니다. 

.②정보문구 서식 제공되는 기본 정보문구 서식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③ 섹션 구분 정보문구는 4개의 섹션까지 나누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가로 위치 / 세로 

위치 

정보문구(섹션) 표시 시작점(X,Y)을 설정합니다.  

전광판 상부/좌측 끝에서부터 4픽셀단위로 설정합니다. 

.⑤ 폰트크기 폰트크기를 설정합니다. 

.⑥ 코드표 정보문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코드를 설정합니다.(“표4. 정보문구 코드표” 참조. 

.⑦ 코드색상 코드(정보문구) 표시 색상을 설정합니다. 

.⑧미리보기 설정한 정보문구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⑨정보문구 관리 도구 [Clear] 현재의 정보문구 설정 내용을 지웁니다.  

[초기값 Load] 현재 정보문구의 모든 설정을 초기 초기화 합니다..  

[전송] 정보문구 설정내용을 제어보드에 전송합니다.  

[닫기] 정보문구 설정 창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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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보문구 코드표 

순번 코드 표시내용 표시형식 순번 코드 표시내용 표시형식 

1 YYYY 정보문구표시형식연도 2011 22 ‘ ‘Space 1칸 공란 Blank 

2 YY 
연도,  

십의 자리 ‘0’을 표시함 
01 ~ 99 23 / 사선 / 

3 MM 
월,  

십의 자리 ‘0’을 표시함 
01 ~ 12 24 ‘C-XX 섭씨 온도, 정수 XX 

4 M 
월,  

십의 자리 ‘0’은 표시안함 
1 ~ 12 25 ‘C-XX.X 

섭씨온도,  

소수점 첫째자리 표시 
XX .X 

5 DD 
날짜,  

십의 자리 ‘0’을 표시함 
01 ~ 31 26 ‘C 섭씨온도 기호 ℃ 

6 D 
날짜,  

십의 자리 ‘0’은 표시안함 
1 ~ 31 27 ‘F-XXX 화씨온도, 정수 XXX 

7 24H-HH 
24시간제,  

십의 자리 ‘0’은 표시함 
00 ~ 23 28 ‘F-XXX.X 

화씨온도,  

소수점 첫째자리 표시 
XXX..X 

8 24H-H 
24시간제,  

십의자리 ‘0’은 표시안함 
0 ~ 23 29 ‘F 화씨온도 기호 ‘F 

9 12H-HH 
12시간제,  

십의자리 ‘0’은 표시함 
01 ~ 12 30 ‘%-XX 습도, 정수 XX 

10 12H-H 
12시간제,  

십의자리 ‘0’은 표시안함 
1 ~ 12 31 ‘%-XX.X 

습도,  

소수점 첫째자리 표시 
XX .X 

11 NN 분 00 ~ 59 32 % 습도 기호 % 

12 N 
분 

0 ~ 59 33 D-Day 
D-Day와 오늘과의 차이 

일 수(+/-) 
XXXXX 

13 SS 초 00 ~ 59 34 년 문자 “년”  

14 S 초 0 ~ 59 35 월 문자 “월”  

15 AM/PM 영문 AM, PM AM, PM 36 일 문자 “일”  

16 SUN-SAT 영문 요일 SUN ~ SAT 37 시 문자 “시”  

17 JAN-DEC 영문 월 JAN ~ DEC 38 분 문자 “분”  

18 ‘-‘   하이픈 -  39 초 문자 “초”  

19 ‘:’ (On) 콜론 :  40 오전/오후 문자 “오전/오후”  

20 ‘:’ (Blink) 매초마다 깜빡이는 콜론 : (blinking) 41 일~토 문자 “일~토”  

21 ‘ ‘Space 1칸 공란 Blank 42 (일)~(토) 문자 “(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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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날짜/시간 표시  

전광판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문구1,2,3”에서 설정 가능) 

1. 다빛채 메인화면에서  [정보문구설정]을 클릭합니다. 

 

2. [정보문구1]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의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1) 자동설정 : “정보문구서식” 영역을 클릭하여 제공되는 기본 정보문구 중에서 원하는 정보문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 수동설정 

① “섹션1” 영역에서,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날짜 표시 형식을 설정합니다. 

② “섹션2”를 선택한 후,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시간 표시 형식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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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표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상기 “①②” 단계 진행 중에 수시로 미리 보기하며 진행하면 설정 작업이 쉽습니다. 

④ [전송]을 클릭하면 선택한 정보문구의 설정 값이 전광판에 정지상태로 표시됩니다. 

⑤ [닫기]를 클릭합니다. 

☞따로 저장하지 않더라도, “정보문구 설정 창”은 항상 마지막 설정한 파라미터 값을 기억합니다.  

☞[Clear]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파라미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초기값Load]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문구의 모든 설정값이 초기값으로 변경됩니다. 

 

3. 표시목록에 위에서 설정한 정보문구를 등록/저장한 후, DIBD(전광판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① [새 표시목록]을 클릭합니다.  

② 표시파일명의 파란색 공란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③ “파일형식” 선택 콤보박스가 열리면, “정보문구1”을 선택합니다. 

④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상기의 샘플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를 마치려면,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합니다. 

⑤ [새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표시목록을 저장합니다. 

⑥ [DIBD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전광판에 상기 샘플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팁: 전광판에 표시되는 날짜/시간이 틀린 경우에는 메인화면에서 [DIBD접속] > [시간동기]를 선택해 

줍니다.(“7.3” 내용 참조) 

 

팁: 전광판에 정보문구 자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인화면에서 [고급설정] > [폰트전송]을 

실행합니다. (“8.2”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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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D-Day 표시  

전광판에 다양한 형태의 D-day 카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문구2” 에서 설정 가능) 

1. 메인화면에서 를 선택하여 “이미지 편집창”을 열어서, 원하는 형태의 배경화면 텍스트이미지를 

작성/저장 합니다. (예. 2x6-2B-샘플7.dat) 

 

☞ 폰트 : 굴림/9/진하게, 글자색상 : 초록/붉은색 (“4.1.1 단순 텍스트” 참조) 

2. 다빛채 메인화면에서 를 선택하여 “정보문구 설정창”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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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문구2”을 선택합니다. D-day 는 “정보문구2”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Clear”를 선택하여 “정보문구 서식”을 “None”상태로 설정합니다. 

③ “배경이미지 표시”를 선택하고 파일검색 버튼 을 선택하여, 위에서 작성한 텍스트이미지 파일(예. 

2x6-2B-샘플7.dat)을 불러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불러온 텍스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문구의 배경이미지로는 “*.dat”, “*.bmp”, “*.jpg” 형식의 파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D-Day 날짜 설정”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예. 2014.11.7) 

⑤ “섹션1”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ㆍ가로위치:28픽셀, 세로위치:16픽셀, 폰트크기:16, 코드표: D-Day, 색상:Red 

⑥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전송]/[닫기]를 모두 한번씩 클릭합니다. 

 

3. 메인화면의 표시목록 등록 영역에서 “정보문구2”을 등록한 후, [DIBD업로드]를 클릭하면, 상기 

이미지가 전광판에 표시됩니다.(“4.4.1”의 “3”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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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온도/습도 표시  

전광판에 현재 온도와 습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온도/습도 센서는 별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1. 메인화면에서 를 선택하여 “이미지 편집창”을 열어서, 원하는 형태의 배경화면 텍스트이미지를 

작성/저장 합니다. (예. 2x6-2B-샘플8.dat) 

 

☞ 폰트 : 굴림/10/진하게, 글자색상 : 노란색 (“4.1.1 단순 텍스트” 참조) 

2. 다빛채 메인화면에서 를 선택하여 “정보문구 설정창”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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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문구3(또는 정보문구2)”을 선택합니다. “정보문구1”에서는 텍스트배경화면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Clear”를 선택하여 “정보문구 서식”을 “None”상태로 설정합니다. 

③ “배경이미지 표시”를 선택하고 파일검색 버튼 을 선택하여, 위에서 작성한 텍스트이미지 파일(예. 

2x6-2B-샘플7.dat)을 불러옵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이미지와 같은 불러온 

텍스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섹션1”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ㆍ가로위치:40픽셀, 세로위치:0픽셀, 폰트크기:16, 코드표: ’C-SXX.X/’C-2Byte, 색상:Red 

⑤ “섹션2”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ㆍ가로위치:48픽셀, 세로위치:16픽셀, 폰트크기:16, 코드표: %XX.X/%, 색상:Red 

⑥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전송]/[닫기]를 모두 한번씩 클릭합니다. 

 

3. 메인화면의 표시목록 등록 영역에서 “정보문구3”을 등록한 후, [DIBD업로드]를 클릭하면, 상기 

이미지가 전광판에 표시됩니다.(“4.4.1”의 “3”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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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아날로그시계 표시  

전광판에 아날로그 시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문구1” 에서 설정 가능) 

1. 다빛채 메인화면에서 를 선택하여 “정보문구 설정창”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① “정보문구1”을 선택합니다. (아날로그시계는 “정보문구1”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Analog 시계 파일의 파일검색 버튼  선택하여, “DavitChe/Data/Video”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예 4x4-24B-N1F-clock.ani) 

☞ 동 폴더에는 시계 애니메이션 파일(*,frm/*.ani)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ㆍAnalog시계선택:사용함, 가로위치:0픽셀, 세로위치: 0픽셀, 

ㆍ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ㆍ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Analog시계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섹션1”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ㆍ가로위치:72픽셀, 세로위치:8픽셀, 폰트크기:16,  

ㆍ코드표: YYYY/년/MM/월/DD/일, ㆍ코드색상:적색/파랑/노랑/파랑/녹색/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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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섹션2”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ㆍ가로위치:72픽셀, 세로위치:32픽셀, 폰트크기:16,  

ㆍ코드표: AM/PM/ 12H-H/ : /NN/ : /SS, ㆍ코드색상:분홍/주황/파랑/연두/파랑/다홍 

⑤ “섹션3” 정보문구표시형식을 설정합니다. 

ㆍ가로위치:160픽셀, 세로위치:32픽셀, 폰트크기:16,  

ㆍ코드표: [토], ㆍ코드색상:흰색 

⑥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⑦  [전송]/[닫기]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문구 설정창을 종료합니다. 

☞“정보문구 설정 창”은 항상 마지막 설정한 파라미터 값을 유지합니다.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파라미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파라미터들은 초기값을 유지합니다. 

2. 메인화면의 표시목록->표시파일명 등록 영역에서 “정보문구01”을 등록한 후, [DIBD업로드]를 클릭하면, 

상기 이미지가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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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목록 작성 

표시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표시목록 작성 영역에서 표시파일(이미지, 형식..)들을 불러와서 등록한 후, 표시 

순서, 표시효과(입장/퇴장효과), 표시일시 등을 설정하고, 표시목록 파일(*.pla)로 저장합니다.  

5.1 표시목록 작성 순서  

 

①    [새 표시목록]을 클릭하여 표시목록 설정 화면을 리셋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열고자 하려면,     을 클릭하고, 표시목록 파일을 추가고자 하면,     을 클릭합니다. 

② 표시파일 추가 라인의 공백(파란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③ 등록하고자 하는 “표시파일 형식(예, “이미지”)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미지 ㆍ“텍스트/그래픽 이미지파일(*.dat)”을 선택/등록 할 수 있습니다.  

ㆍ폴더 : DavitChe/Data/Image 

동영상  ㆍ“동영상/애니메이션 파일(*.frm/*.ani)”을 선택/등록 할 수 있습니다.  

ㆍ폴더 : DavitChe/Data/Video 

정보문구 1/2/3 ㆍ정보문구 번호를 선택/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문구  ㆍ외부에서 수신되는 프로토콜 일반문구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④ “탐색창”이 나타나면 해당 표시파일을 선택/등록합니다. 예) 2x6-2B-샘플1.dat 

☞ “2x6-2B-filename”는 “2단 6열 - 2 Bit Per Pixel(3칼라용 전광판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 단, 풀칼라 전광판 사용 모드에서 작성한 이미지파일은 “2x6-24B-filename” 형태로 표시됩니다. 

 

⑤ [추가]를 필요한 횟수 클릭하여, 표시파일 라인을 필요한 개수 추가합니다.  

⑥ 상기 ②~④ 번 방법으로 다른 표시파일들을 추가/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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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표시파일을 하나 선택(클릭)하고,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리보기 창이 나타나면서 선택된 

표시파일부터 순차적으로 미리보기가 실행됩니다.  
☞ [미리보기] 실행 중에는 다른 기능들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⑧ 표시파일명 우측의 셀부분을 더블클릭하여 효과선택 콤보상자가 나타나면, 표시효과/방향, 효과속도, 

유지시간을 선택합니다. “표시목록 편집도구” 모음 우측의  [표시목록고급설정]을 설정하면, 퇴장효과, 

표시일시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5.2 표시효과 설정하기”를 참고합니다.  

 

⑨ “표시목록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등록된 표시파일의 표시 순서 변경, 추가/삭제/복사, 내용 수정을 

합니다. 

도구 내용 

 [추가] 선택한 표시파일 아래에 새로운 라인을 추가합니다. 

 [삭제] 선택한 표시파일을 삭제합니다. 

 [복사] 선택한 표시파일과 동일한 라인을 아래에 추가합니다. 

 [수정] 
선택한 표시파일 편집 창을 엽니다. (이미지 파일에만 적용됨) 

 [위로]] 
마우스(클릭!)로 선택한 표시파일을 한 라인 위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마우스(클릭!)로 선택한 표시파일을 한 라인 아래로 이동합니다. 

[고급설정] 
“표시목록 고급설정” 창을 열어, 퇴장효과, 표시일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⑩ [새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표시목록 파일은 “*.pla” 형식으로 “DavitChe../Data/Playlist” 폴더에 저장합니다. 

⑪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미리보기창이 팝업되어 각 표시파일을 순차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⑫ [DIBD 업로드]를 클릭하여, 표시목록 파일, 표시파일, 파라미터 파일 등을 제어보드에 전송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전광판이 표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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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표시효과 설정하기 

등록된 각각의 표시파일에 입장효과/방향/속도, 유지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표시파일 형식 또는 화면 종류에 따라서 어떤 표시효과의 설정 상태가 비활성으로 될 수 있습니다. 

A. “화면종류” 는 [이미지 편집창] > [고급편집]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화면은 서로 다른 표시효과/속도/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화면(기본값)                   수평분할화면                     수직분할화면 

특정 표시파일의 메인화면효과 셀을 더블 클릭하여, 아래의 메인화면 이미지 출현효과를 선택합니다. 

표 3 이미지 입장 효과 및 방향 

입장효과 효과방향 설명 

정지효과 방향없음 효과 없음. 

밝아지기 밝기 상대값 10부터 250까지 휘도가 증가한다. 

어두워지기 밝기 상대값 250부터 10까지 휘도가 감소한다. 

수평반사 거울에 수직 반사된 이미지와 정상 이미지를 5번 번갈아 표시한다. 

수직반사 거울에 수평 반사된 이미지와 정상 이미지를 5번 번갈아 표시한다. 

전체효과 무작위효과 전체 효과 중에 임의 효과를 표시한다. 

이동하기 왼쪽 

이미지를 효과방향으로 효과속도에 따라서 1~16 픽셀씩 밀면서 

이동한다. 

오른쪽 

위쪽 

아래쪽 

위로 아래로 이미지를 위로 이동하고 나서, 다시 아래로 이동한다.(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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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아내기 왼쪽 

화면을 효과방향으로 1픽셀씩 덮어쓰면서 표시한다. 
오른쪽 

위쪽 

아래쪽 

블라인드 왼쪽 

화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16픽셀의 화면으로 나누고, 해당 방향으로 

덮어쓰면서 표출(창문 블라인드 연상) 

오른쪽 

위쪽 

아래쪽 

커튼효과 수평밖으로 

수평 안으로 화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2등분 하고, 양쪽에서 화면을 

해당 방향으로 밀면서 표출. 

수평안으로 

수직밖으로 

수직안으로 

축소효과 왼쪽 

화면을 0.04 스케일로 2부터 1까지 25회 해당방향으로 축소한다. 

오른쪽 

위쪽 

아래쪽 

왼쪽 위로 

확대효과 왼쪽 

화면을 0.04 스케일로 0부터 1까지 25회 해당방향으로 확대한다. 

오른쪽 

위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회전효과 시계방향 시계 방향 또는 반대방향으로 화면을 20도 단위로 18번 회전하여 

360도 돈다. 시계반대방향 

시계방향 2 화면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대방향으로 화면을 20도 

단위로 18번 회전하여 360도 돈다. 시계반대방향 2 

배경깜박이기 빨강 

배경이미지를 해당 색상으로 깜박인다.  녹색 

노란색 

전체 번갈아 배경이미지를 모든 색상으로 하나씩 깜박인다. 

색상깜박이기 빨강 

해당 글자 색상을 깜박이며 표시 내용을 강조한다. 녹색 

노란색 

전체 번갈아 모든 글자 색상을 하나씩 깜박이며 표시 내용을 강조한다. 

3D 효과 왼쪽 글자가 원통형을 따라서 회전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테스트하기 왼쪽 1라인씩 테스트 라인이 해당방향으로 이동한다. 

동 “테스트” & “방향”을 설정한 후, DIBD 업로드를 클릭하면, 

전광판에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LED 라인이 나타납니다. 동 

라인으로 전광판 LED 표시 상태를 시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참고: 전광판 화면보다 긴 텍스트이미지는 “왼쪽 이동하기” 퇴장 효과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퇴장효과는    [고급표시목록 설정]을 클릭하여 설정/변경합니다.  

 

① 특정 표시파일의 효과방향 셀을 더블 클릭한 후, 메인화면 출현효과 방향을 선택합니다.  

② 분할화면효과 셀을 더블 클릭한 후, 분할화면의 출현효과를 설정합니다. 

동 기능은 수직/수평 분할화면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③ 효과방향 셀을 더블 클릭한 후, 분할화면의 출현효과 방향을 설정합니다. 

④ 효과속도 셀을 더블 클릭한 후, 효과속도를 설정합니다. 

⑤ 유지시간 셀을 더블 클릭한 후, 표시파일의 유지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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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급표시목록 설정 

“표시목록 편집도구” 우측의  을 클릭하면, 아래의 “고급표시목록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미지퇴장효과, 배경효과, 표시 일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3 표시일자/시간 설정하기 

표시목록상의 특정 표시파일의 꺼지는(또는 커지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표시목록의 표시순서에 따라 항상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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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목록 편집 도구”의 [고급표시목록]을 클릭하여, “고급표시목록 설정” 창을 엽니다. 

② 특정 표시파일의 표시 일시 셀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표시 일시 설정 창”을 엽니다. 

③ 표시 요일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요일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표시가 없는 요일에는, 시간 설정과 관계없이 표시파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④ 켜지는 시간과 커지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본값 “00”(Case 1)은 항상 표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켜지는 시간과 커지는 시간이 같은 경우(Case 2)도 항상 표시됨을 의미합니다. 

 “월(M)”을 “0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일/시/분”을 설정하면(Case 3) 매월 설정된 “일/시/분”에만 

표시파일이 표시됩니다. 

 “월(M)”과 “일(D)”을 “0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분”을 설정하면(Case 4), 매일 설정된 “시/분”에만 

표시파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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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시일자/시간 설정 예 

Cases 

켜지는 시간 커지는 시간 

표시 시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M D AM/PM H M M D AM/PM H M 

1 00 00  00 00 00 00  00 00 항상 

2 01 12 AM 12 28 01 12 AM 12 28 항상 

3 00 10 AM 08 30 00 20 PM 12 00 매월 10일 08:30 ~ 20일 12:00  

4 00 00 AM 06 00 00 00 PM 12 00 매일 06:00 ~ 24:00  

5 05 01 AM 08 30 10 15 PM 06 30 5월1일 08:30 ~ 10월15일 18:30 

6 11 01 AM 08 30 05 31 PM 12 00 11월 1일 08:30 ~ 5월31일 24:00 

⑤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정보를 제어보드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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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 

6.1 통신 기록 보기 

 

[보기] > [통신기록]을 선택하여, “로그 보기 창”을 열면, 다빛채 PC 와 전광판 DIBD 사이의 통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7일간의 로그가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로그 테이터 자동 저장”에 체크 표시를 

유지합니다.  

 

[로그저장]을 클릭하면, 현재 로그를 

“*.log”파일로 “DavitChe/Log”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열기]를 클릭하면, 저장된 로그 파일을 불러 

읽을 수 있습니다. 

 

로그파일은 메모장에서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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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표시목록 미리보기 

 

① 미리보기를 시작 할 표시파일를 클릭/선택합니다. 

② [미리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미리보기” 창이 나타나며 선택한 표시파일을 시작으로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표시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표시목록의 첫번째 줄부터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미리보기를 중단하려면, [미리보기]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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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BD 접속  

 

7.1 DIBD 업로드  

[DIBD 접속] > [DIBD 업로드]를 클릭하면, 현재 표시목록상의 데이터(표시목록, 표시파일, 설정정보 등)가 

전광판에 전송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전광판이 자동으로 표시목록의 순서와 효과에 따라서 표시를 시작합니다. 

 

7.2 전원 켜기/끄기 

[DIBD 접속] > [전원켜기] 또는 [전원끄기]를 클릭하면, PC에 접속된 전광판의 LED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7.3 시간 동기화 

[DIBD 접속] > [시간동기]를 클릭하면, 다빛채 PC와 접속된 전광판 DIBD 의 시간이 동기화 됩니다. 

전광판의 DIBD에 내장되어 있는 Real Time Clock은 1개월에 수초~수십초 정도의 오차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매월 1회이상 전광판에 접속할 때 시간 동기화를 수행할것을 권장합니다. 

 

7.4 DIBD 시간 읽기 

[DIBD 접속] > [DIBD 시간 읽기]를 클릭하면, 다빛채 PC와 접속된 전광판 DIBD 의 시간이 아래의 표시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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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급 설정 

 

8.1 배경화면표시목록 전송 

텍스트/그래픽/동영상 형식으로 작성된 표시파일을 “배경화면표시목록” 파일(*.bgp)에 순서화하여 등록하여 

제어보드(DIBD)에 전송하면, 다음과 같은 용도로 불러와서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외부 장치(PLC, 릴레이, 센서 스위치 등)의 접점입력신호에 대한 메시지 연동 표시로 사용  

② 외부 서버 연동 프로토콜 메시지의 배경화면문구로 사용   예) 긴급/일반문구의 배경 화면 

③ 일반 텍스트 문구의 배경으로 사용                       예) 테두리 애니메이션 효과  

 

본 장에서는 전광판에 표시할 메시지를 여러 개 작성한 후, 외부 접점 신호(예, PLC 등)에 연동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합니다.  

 

그림 7 외부 접점 신호 표시 전광판(배경화면표시목록 적용 사례) 

 

다빛채 프로그램에서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개수의 텍스트 메시지 파일을 작성하여, 

“배경화면표시목록”에 등록/저장하고, 제어보드에 전송합니다. 

PLC 로부터 접점신호가 컨트롤러에 수신되면 그에 해당하는 배경화면표시목록 번호의 텍스트 메시지 파일을 

불러와서 전광판에 표시합니다. : PLC로부터 “00000001” 접점신호가 수신되면, 배경화면목록의 1번 

표시파일을 표시하고, “00000010” 접점신호가 수신되면 2번 표시파일을 표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대 

11111111(255H) 신호를 수신하여 255번까지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LC 로부터 접점신호를 수신하지 않으면 접점신호 0 이므로 전광판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조: 일반적인 홍보/안내/정보 문구를 표시목록으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접점신호가 0 일 때 전광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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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됩니다. 배경화면표시목록(*.BGP)과 표시목록(*.PLA) 작성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저장 시 

파일형식만 다릅니다. 

 

배경화면표시목록 작성/등록/전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시파일 작성  

다빛채 메인 화면에서  을 클릭하여, "이미지 편집" 창을 엽니다.  

그리고, PLC 접점입력신호 개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표시 메시지 파일을 작성합니다. 

 

☞ 폰트 : Arial/크기-9/진하게, 글자색상 : 붉은색 (“4.1.1 단순 텍스트” 참조) 

 

☞표시 메시지 파일은 그림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등을 사용하여 그래픽이미지(*.bmp,*.jpg..) 

  나 동영상 이미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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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화면표시목록(*.bgp) 작성 

 

① [새 표시목록] 클릭합니다.  

② 표시파일명 아래의 빈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③ “파일형식 선택창”이 열리면, “이미지” 를 선택합니다. 

④ “파일 검색창”이 열리면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파일을 선택합니다.  

예) 2x6-2B-Message1.dat 

 

⑤ [추가]를 클릭하여 표시파일명 라인을 하나 추가합니다. 

⑥ 상기 “②~⑤번” 항목을 반복하여, 필요한 표시파일을 모두 불러와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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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 표시파일명 우측 셀을 더블클릭하여, 콤보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표시효과/속도/유지시간등을  

설정합니다. ( “5.2 표시효과 설정하기” 참조 ) 

⑧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각각의 표시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를 중단하려면, [미리보기]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합니다. 

⑨ [새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⑩ “파일형식”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BG Playlist(*.bgp)” 을 선택합니다. 

⑪ 새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2x6-접점표시문구.bgp 

⑫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위치는 “DavitChe/Data/” 입니다. 

⑬ 다빛채 화면에서    를 클릭하면, 현재 표시목록상의 데이터(표시목록, 표시파일, 설정정보 등)가 

전광판에 전송됩니다. 

이 후, PLC로부터 접점신호가 수신되면, 해당되는 번호의 텍스트메시지가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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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DIBD 폰트 전송  

“이미지 편집창”에서 작성하는 일반 텍스트 문구들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 및 온도 표시를 위한 정보문구나 외부시스템의 프로토콜 메시지(긴급/일반문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DIBD 컨트롤러의 메모리 영역에 별도의 폰트 파일을 저장해 두어야, 폰트 코드가 수신될 때 

해당 폰트를 읽어와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DIBD 에 폰트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① [고급설정] > [DIBD 폰트전송] 을 클릭하여, “DIBD 폰트 전송” 창을 엽니다. 

② 첫 번째 언어(영어) 폰트 선택 영역 우측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DavitChe../Sys/Font” 폴더에서 원하는 ASCII(영어,숫자)폰트 파일(예, DVS-ENG08x16-DABIT standard.fnt, 

기본 설정)을 찾아 불러옵니다. 

④ 두 번째 언어 폰트 선택 영역에서는 “한글조합형(DVS-KOR16x16-DABIT standard.fnt, 기본 설정)”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폰트 선택 영역에서는 사용자 폰트(DVS-USER16x16-ASCII-Roman.fnt, 기본 설정)” 또는 

유니코드 폰트(필요시)를 선택합니다. 

참고: 두번째 언어 폰트 선택 영역에서 한글조합형을 선택하면, 세번째 선택 영역에서 

유니코드(유니코드 한글완성형, 유니코드 중구어, 유니코드 전체)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번째 

선택 영역에서 유니코드를 선택하면 세번째 선택 영역에서 한글조합형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한글조합형과 유니코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전송],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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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폴더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폰트 파일 종류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NG08x16(가로x세로 픽셀)-“는 영어, 숫자 폰트 파일입니다. DIBD에 저장되면, “0x0000~0x007F” 

사이의 문자 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폰트를 표시합니다.  

 “KOR16x16-“은 한글 조합형 폰트 파일입니다. DIBD에 저장되면, “0x8861~0xD3BD” 사이의  문자 

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폰트를 표시합니다. 완성형 한글코드(0xAC00~0xD7A3)가 수신되면, 조합형 

코드로 변환한 후에 해당 조합형 폰트를 표시합니다.  

 “USER16x16-“ 는 사용자 폰트 파일입니다. DIBD에 저장되면, “0xE000~0xE0XX” 사이의 문자 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폰트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폰트는 폰트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특수문자, 

기호 등을 16x16 픽셀 크기로 작성/편집/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_ALL_16x16-“는 유니코드 폰트 파일입니다. DIBD에 저장되면, 아래의 문자 코드가 수신되면 해당 

폰트를 표시합니다. 

 .0x0000~0x007F ASCII(영어, 숫자)         .0x3040~0x30FF 일본어(히라가나, 가타카나) 

 .0x4E00~0x9FFF 한중일 공통 한자        .0xAC00~0xD7A3 한글 유니 완성형 

 

참고: 유니코드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표시를 위한 6만여개의 문자 폰트(16x16 픽셀)로 

구성되며, 2MB의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므로, SD 메모리 사용이 필요합니다. 유니코드는 정보문구나 

긴급/일반문구 텍스트 입력 창에 바로 입력이 안되므로, 워드와 같은 문서에서 작성하고, 복사하여 

텍스트 입력 창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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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폰트를 수정/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간단한 폰트 편집 프로그램(Fontman.exe)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폰트 수정 방법 

 

① “DavitChe../Sys/Font” 폴더를 엽니다. 

② 수정하고자 하는 폰트파일을 엽니다.  예) 08x16-Gothic 

③ 수정하고자 하는 폰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④ Font Man 창의 모눈종이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수정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정색이 칠해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⑤ 변경된 폰트를 저장합니다. 필요시,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폰트들도 수정합니다.  

⑥ 변경된 폰트 파일을 “DavitChe../Sys/Font”  폴더에 [저장] 또는 [다른이름으로 저장] 합니다. 

 

폰트 작성 방법 

① “DavitChe../Sys/Font”의 “Fontman.exe”를 실행합니다. 

② FontMan 창이 열리면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합니다. 

③ 폰트 가로/세로 픽셀 크기를 입력합니다.  예) 가로 8 픽셀, 세로 16 픽셀 

④ Font Man 창의 모눈종이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작성합하고,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정색이 칠해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⑤ 이후에는 상기 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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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DIBD 프로토콜 시뮬레이터 

외부시스템(서버 PC, PLC, 임베디드 시스템, 측정장치 등)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전광판에 표시하는 것을 

프로토콜 전광판 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전송은 실시간 또는 일정한 주기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전광판 

컨트롤러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토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광판 프로토콜 형식은 정해진 표준이 없어 컨트롤러 제작사마다 상이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표시 

기능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다빛솔루션의 DIBD 프로토콜을 습득하고, DIBD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어떤 형태의 문구 또는 이미지라도 

효과적으로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DIBD 프로토콜 시뮬레이터는 외부시스템 엔지니어가 DIBD 프로토콜을 쉽게 이해하고, 여기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문구(긴급문구/일반문구)를 

입력하고, 다양한 표시 속성 

파라메터들을 변경하며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 다빛채의 로그창에 표시되는 실제 

프로토콜 패킷(코드)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적 메시지 

프로토콜 패킷을 도출하고, 

프로그램 작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www.davitsol.com 의 “DIBD 프로토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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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DIBD 펌웨어 업그레이드 

전광판 컨트롤러(DIBDxxx)의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전광판 DIBD 사양에 맞는 펌웨어 

파일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펌웨어 파일을 받아서, 임의 폴더에 저장합니다.  

예) DIBD600S_02B_02R020C-V6.30-4S.bin 

 다빛채를 실행합니다. 전광판 컨트롤러는 다빛채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고급설정] > [DIBD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② [DIBD 펌웨어 업그레이드]창이 열리면, [열기]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불러옵니다.  

③ 그러면 “DIBD 펌웨어 업그레이드” 창에 불러온 DIBD의 펌웨어 버전 정보가 나타납니다.  

④ [DIBD 읽기]를 클릭하여, 현재 연결된 전광판 컨트롤러의 펌웨어 버전 정보를 확인합니다. 

⑤ [전송]을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펌웨어 파일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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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메뉴 표시 설정 

다빛채 메인 화면의 각종 메뉴 표시 여부나 각종 미리 보기 창의 초기 화면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설정] > [메뉴표시설정]을 클릭한 후, “메뉴 설정 창”이 나타나면, 표시를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설정 영역 설명] 

A. 통신방식 선택 : 다빛채 프로그램과 전광판과의 통신방법을 선택합니다.  

B. 메뉴 그룹 선택 : 메뉴를 미리 설정된 그룹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메뉴 그룹을 선택한 후에도 아래의 개별 메뉴 표시 옵션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메뉴 표시 선택 : “메인 메뉴” 하위의 서브 메뉴들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 표시목록 : “표시목록 설정 영역”에 나타나는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아이콘 표시선택 : 메인화면 상부의 특수 목적 아이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 미리보기 초기 화면 크기 : “미리보기 팝업창”, “표시파일 보기창”, “텍스트 화면창” 의 초기 화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빛채 FULL매뉴얼 (버전6.60) 72 

 

9. 다빛채 정보  

 

[정보]를 클릭하여, 다빛채의 제품 정보와 각 정보가 저장된 

폴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다빛채 프로그램 버전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읽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제어보드(DIBD)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어보드 정보 읽기 

예) [DIBD500P]-02x006-03-SD V05.42, 2013-07-15 

 

구분 설명 

.DIBD①②③④ “①②③”는 DIBD 사양을 의미합니다. 예) DIBD120/160/220/260/500...   

“④”는 문자표시방식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프로토콜 메시지 전송방식의 제어보드이면  

“P”로, 일반적인 이미지 표시 제어보드이면 “N”으로 표시됩니다. 

예) “DIBD500P”는 프로토콜 메시지 표시용 DIBD500 제어보드를 나타냅니다. 

.⑤⑥x⑦⑧⑨ “⑤⑥”는 전광판의 세로 모듈 개수를 의미하고, “⑦⑧⑨”는 가로 모듈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 “02x006”는 2열6단 전광판용 제어보드를 나타냅니다. 

.⑩⑪ “⑩” 은 하나의 PC로 다중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전광판(DIBD) 주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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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는 PC와 DIBD와의 통신속도 값을 의미합니다.  

( 0=9,600bps, 1=38,400bps, 2=57,600bps, 3=115,200bps ) 

예1) “B3” : DIBD 주소 개수가 “B(11)”개이고, 통신속도는 “115,200 bps”를 의미합니다. 

.SD “SD” 는 SD(또는 USB) 메모리카드가 장착된다는 의미이다. 표시가 없으면 카드가 

장착되지 않습니다. 

.Vxx.xx “Vxx.x”는 사용중인 다빛채 프로그램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BPP 3칼라용 제어보드는 “2BPP(Bit Per Pixel)”, 풀칼라용 제어보드는 “24BPP”로 표시됩니다. 

 

 

 폴더 정보  

다빛채 프로그램의 파일 폴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문구설정 파일(*.isf)”, “DIBD 다중통신 목록 설정 파일(*.ssf)”은 “DavitChe/Sys” 폴더에 저장됩니다. 

파일 종류 저장 파일 형식 

표시목록 
 표시목록(*.pla) 

 배경화면표시목록(*.bgp) 

이미지 
 텍스트/그래픽 이미지(*.dat) 

 그래픽 이미지(*.bmp/jpg) 

동영상  비디오/애니메이션(*.frm/*ani) 

폰트파일  폰트파일(*.fnt) 

통신기록  로그파일(*.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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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B메모리로 저장하기  

다빛채 메인화면의 메뉴줄에서 [고급설정]  [메뉴표시설정]을 클릭한 후에 떠오르는 메뉴표시설정창의  

통신방식에서 USB메모리저장을 선택하고 적용버튼을 누릅니다. 

 

 

 

 

 

 

 

 

 

 

 

 

 

표시목록에 등록된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들을 시리얼/랜 통신으로 DIBD에 업로드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시리얼/랜 통신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USB(또는SD)메모리에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① 전광판 제어보드의 전원을 끕니다.  

② 제어보드의 슬롯에 삽입되어있는 USB(또는SD)메모리를 빼어내서, PC에 연결된 리더기에 삽입합니다.  

③ 다빛채에서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파일을 열어,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시목록 파일과 모든 관련 파일들이 “DavitChe/Memory/Write” 에도 저장됩니다. 

Write 폴더에는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들만 존재합니다. 

④ DIBD업로도 아이콘 또는 [DIBD접속]>[USB메모리로 저장]을 클릭하면, “DavitChe/Memory” 폴더에 있는 

데이터가 USB(또는SD)메모리에 복사됩니다 

⑤ USB(또는SD)메모리를 제어보드 슬롯에 다시 삽입합니다.  

⑥ 제어보드에 전원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USB(또는SD)메모리의 데이터에 의하여 전광판이 표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