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통의 보은전자와 CDMB의 공동 개발로 새롭게 탄생 !!

교회 HD 영상예배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Full HD 문자발생기 ~

지속적인 교회용 자료 제공과 기술 지원으로 고품격 영상예배 지원 !!

• HD/SD-SDI 환경에서 실시간 송출

• 64Bit Windows7 지원 / PCI-EXPRESS Slot.

• 객체별 레이어 효과(패닝, 와이프, 페이드효과)

• 객체별 효과 개수의 제한없이 페이지, 객체, 줄, 글자단위 적용

• 다양한 그래픽 파일 포맷 지원 

  (BMP, JPG, TGA, TIF, GIF, PSD 형식지원)

• 파워포인트 파일 불러오기

• 로고페이지 동시 송출(마스터페이지 기능)

• HD 출력과 동시에 SD 신호 출력!!

• Preview 및 송출 Dual Monitor 지원

제품 기능 및 특징 안내

MULTI FORMAT
SUPPORT

1. 다양한 입,출력 설정이 가능 (HD/HDMI/COMPONENT/SD/KEY)

- HD-SDI / HDMI / HD Component / SD등 다양한 입,출력 단자와 해상도를 지원.

- 오버레이 방식으로  HD 입력신호 한가지 타입을 입력시 여러 타입이 동시에 출력.

  (EX : HDMI로 영상 입력시 자막이 들어간 출력은 HD-SDI,HDMI, Componet,SD 동시출력)

  고가의 추가 영상 신호변환 컨버터가 필요없습니다.

- KEY 입력방식 기본지원(HD 영상 믹서기(스위쳐)에서  KEY 입력방식 지원여부 확인필요)

  장점 : 고가의 컨버터 사용 불필요, KEY 출력을 위해 고가의 별도 옵션보드 필요없음

KEY
OUT

※ 보드 타입은 사용자가 PC를 준비 -> 문자발생기를 사용 PC에 장착하는 형태

SD/HD HDMI HD Component(1080i)

BOARD TYPE



ANIMATION
EFFECT

2. 객체별 레이어효과,다양한 개별 에니메이션 효과

<효과설정>
<효과종류>

<애니메이션 효과>

3. 파워포인트 불러오기 및 각종 그림 파일 및 텍스트 파일 입력

MULTI FILE
SUPPORT

- 파워포인트를 불러와 자막기 페이지에 삽입하는 기능

-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서 간편하게 문자 입력이 가능

- PC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의 모든 디자인/그래픽 파일 입력가능

SPECIAL
FUNCTION

4. 로고 송출 / 편집중 송출 / 바이패스 기능

- 로고송출 : 교회명, 각종 행사명 등을 화면 상단에 상시 송출 가능

- 편집중송출 : 긴급한 내용을 송출시 유용한 기능, 편집 작업중에 언제든 화면 송출이 가능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작업환경제공



Windows
Support

64bit

4. Windows7 64bit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고사양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PCI Express 슬롯을 지원하여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Windows XP,  Windows7 32/64bit 지원)

5. 송출/프리뷰 화면 듀얼모니터 지원

- 듀얼모니터 송출 환경을 지원합니다.

- 송출이전 화면 / 송출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피시에 장학한 VGA 카드가 듀얼 모니터를 지원해야 합니다)

송출화면 준비화면

Dual Monitor
Support

6. 멀티뷰 형식을 지원합니다. (신속 대응 및 편집 가능)

- 듀얼모니터 사용시 브라우저 페이지를 프로그램 Secondary 듀얼 모니터에 배치해서

 멀티뷰 형식으로 볼 수 있다.

Multi View
Support



7. 브라우저 작업 페이지 편집 기능 강화

- 간편한 마우스 조작으로 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보기 설정 가능.

- 브라우저 페이지 크기조절/이동/삽입/복사/추가 작업에서 단축키지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창에서의 작업과 동일함)

Powerful
Editing



교회용 기능 및 특징 안내

교회에서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시 마다 사전 작업으로 일일이 해당 성경이나 찬양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자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로라 HD 교회용 자막기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성경, 찬송가, 복음성가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기본 제공합니다. 

막강한 검색 기능 사용 및 즉시 송출 기능으로 돌발적인 예배 상황에서 쉽게 자막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CDMB에서 제공하는 고품격 찬양 가사형, 악보형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자료 보강 및 

프로그램 개선 및 업그레이드로  더욱더 교회에서 인정받는 제품으로 완성되어질 것 입니다.

1. 성경기능 (수십권의 성경수록 / 검색 및 즉시송출)

- 수록 성경판 목록 : 개역한글판,개역한글판,공동번역개정판,쉬운성경,표준새번역개정판

                            현대어성경,현대인의성경,바른성경,카톨릭성경,우리말성경,한글킹제임스

                            킹제임스흠정역,개역개정국한문,개역한글판국한문,바른성경국한문

                            영문KJV,영문NKJV,영문NIV,영문NLT,영문NRSV,영문ESV,영문GNT

                            영문HCSB,영문MSG,영문NASB,영문TNIV  

- 검색방법 : 장별, 권별검색, 바로가기(창1:1)검색, 성구검색

- 송출방법 : 검색후 즉시 송출, 리스트 작업후 송출, 배경그림 입력후 송출, 페이지 사전작업

2. 찬송가 기능(최신 찬송가 수록/이미지/악보제공)
- 수록 찬송가 : 통일찬송가, 개역개정 새찬송가

- 검색방법 : 장검색, 찬송가 가사검색

- 작업방법 : 송출, 리스트 작업후 송출, 배경그림 입력후 송출, 페이지 사전작업

- 찬송가 가사 텍스트를 영상에 송출, 고품격 가사배경 이미지 제공, 고품격 악보제공



 3. 복음성가 기능(약3,000여곡 수록/악보제공)
- 수록 복음성가 : 찬미예수, 많은물소리, 최신곡 다수수록

- 검색방법 : 가사순 인덱스, 가사 내용중 검색

- 작업방법 : 송출, 리스트 작업후 송출, 배경그림 입력후 송출, 페이지 사전작업

- 신곡추가 : 사용자정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곡 추가 가능

- 복음성가 가사 텍스트를 영상에 송출, 고품격 가사배경 이미지 제공, 고품격 악보제공

4. 교회용 기타 주요기능 요약
- 교독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본 제공

- 고품격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배경 자료 수천개 기본 제공

- 성경, 찬양 사전 순서 송출리스트 작업으로 간편하게 예배준비

- 작업용 프로그램 제공 (문자발생기가 없는 PC에서도 사전에 작업이 가능)

교회 기능 설명 동영상보기 실제 송출  동영상보기► ►

http://www.cdmb.co.kr/bon/play/bon_00/bon_00.html
http://www.cdmb.co.kr/bon/play/bon_00/bon_00.f4v


5. 교회용 프로그램 검색/즉시송출 기능 강화
성경 검색 후 해당 구절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스페이스바 누르면 즉시 송출.

찬송가 / 복음성가 검색 후 송출하고자 하는 찬양을 마우스로 클릭한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송출 대기리스트에 추가됨과 동시에 즉시 송출.

검색     클릭      스페이스바      송출

SPACEBAR
+

5Sec 1Sec 1Sec 7Sec+ + =

6. 강력한 교회용 템플릿 도구모음 기능
교회용 장르별 고품격 작업, 배경 이미지 제공

추후 지속적인 템플릿 보강과 교회 자료 제공

7. 교회용 기능과 일반 편집/송출 기능 동시 사용 가능
교회용 ADDON 송출 기능창이 독립적으로 실행

일반 편집을 동시에 사용할수 있어서, 교회 자막 송출시 일반 편집작업 동시 사용가능.

긴급한 자막을 송출하거나, 순간적인 자막 대응이 100% 가능.

검색     클릭      스페이스바      송출



8. 동영상 사용법 강의 / 교회용 자료 지원

- 제품지원 사이트를 통한  설치방법 안내 및 사용법 강의 동영상 지원

- 오로라  교회용 문자발생기 전용 고객자료실 운영 / 정기적으로 추가 교회용자료 제공

-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지원 및 고객요청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 정기적인 교회용 템플릿 개발 보급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원

본사 사이트 :
http://www.cdmb.co.kr

제품 지원사이트:
http://www.cdmb.net

■ 구입문의 및 상담전화 ■  Tel.02-784-1197 / Fax.02-78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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