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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디로거(SmartDLogger) 소개 

 

1.1 개요 
 

스마트디로거(SmartDLogger) 프로그램은 각 시스템의 현상에 맞는 측정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들을 레코딩하고, 레코딩한 파일을 컨버전하여 분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까지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프로그램 설치 :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 PC 환경 설정과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설치, 삭제 등을 알려준다. 

2) 블루투스 페어링(Bluetooth paring) : 블루투스 동글(dongle) 설치, 디로거 장비의 페어링 방법 

등을 알려준다. 

3) 펌웨어 업데이트(Firmware update) : 디로거 장비의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준다. 

4) 스마트디로거 이벤트(event) 생성 :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 및 현상에 

맞는 이벤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5) 스마트디로거 레코딩(recording) 파일 컨버전(conversion) : 데이터를 레코딩 한 후 이를 분석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도록 컨버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6) 레코딩 데이터 분석 : 레코딩 한 데이터를 분석 프로그램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7)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DLoggerAnalyzer) : 분석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기능 및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8) 사용자 사이트 : 사용자 사이트의 여러 가지 기능 및 분석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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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 
 

1) 데이터 측정 작업 

센서는 엔진 파라미터를 측정하여 그 파라미터 값을 ECU 가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만든다. 

측정 작업은 특정한 시간 동안에 모든 센서 값을 샘플링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얻어진 기록은 특정 캘리브래이션 값들의 집합에 대응하는 엔진의 동작을 설명한다. 

2) 캘리브래이션(Calibration) 작업 

캘리브래이션 작업은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원하는 동작을 나타내도록 엔진을 

제어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ECU 는 이를 위해 피드백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센서를 사용하여 

엔진의 상태를 측정하고 액츄에이터(actuator)를 사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나타내도록 엔진 상태를 

변화시킨다.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의 새로운 상태를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조정한다. 

캘리브래이션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동차가 원하는 동작을 나타내도록 피드백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자동차의 상태는 운행 중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많은 평형 

상태가 존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형 상태를 프로세스 포인트라고 한다. 자동차는 

비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어 알고리즘이 산술 계산에 의존하여 피드백 값을 결정할 수 없다. 

대신에 제어 알고리즘은 센서 값을 조회 기준 값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액츄에이터 설정 값을 

특정 테이블 집합에서 조회한다. 

캘리브래이션 작업은 특정 테이블 집합에 있는 값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동일한 

ECU 가 서로 다른 엔진 동작을 구현하는 서로 다른 유효 캘리브래이션 값의 집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집합이 고속 차량에 적용되고, 다른 집합이 저연비 차량에 적용될 수 

있다. 

3) 변수, 측정 변수, 캘리브래이션 변수 

변수는 측정 변수와 모든 유형의 캘리브래이션 변수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측정 변수는 센서가 전달하는 값으로서 캘리브래이션 변수의 조회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도되거나 계산된 특성 값을 측정하거나 해당 설정을 적용하여 캘리브래이션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 

스마트디로거는 측정 변수만 레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4) 데이터베이스 관리 

각 차종의 시스템 별 현상에 맞는 측정 데이터(측정 변수 파일)는 기아자동차 연구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5)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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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각 시스템에 맞는 측정 변수들의 집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스마트디로거 

사용자는 이를 불러와 현상에 맞는 변수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 

6)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스마트디로거 측정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정의로 통신속도, DAQ(Data 

Acquisition) 사이즈, 변수 값을 반영하는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된다. 

7) 하드웨어 구성 

하드웨어 구성은 특정 작업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정의한다.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의 경우, 

사용할 프로젝트와 해당 데이터 셋을 정의한다. 

8) 스마트디로거(SmartDLogger) 

 스마트디로거는 사용자에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ECU 에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고품질의 데이터 측정 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9)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DLoggerAnalyzer)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은 기록된 측정 데이터를 표시하고 분석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 창으로 실행되며 표시 모드 또는 분석 모드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측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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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드웨어 구성 
 

1.3.1 컴팩트 VCI (Compact VCI) 

 

 하드웨어는 총 10 개(기본 7 개 + 옵션 3 개)로 구성되어 있다. 

 

1) 컴팩트 VCI : 통신 및 레코딩을 하는 주 본체이다. 

2)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 수동 트리거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로 이 신호에 의해 레코딩을 

수행한다. 

3) SD 카드 :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이벤트 파일 및 레코딩 데이터가 저장되는 매체. 기본 

4GB 를 지원하며, 최대 64GB 까지 지원한다. 

4) USB SD 카드 리더기 : SD 카드를 USB 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이다. 

5) 트리거 모듈 연장 케이블 : 차량의 특성상 시거잭 위치가 상이하므로 트리거 모듈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연장 케이블이다. 

6) 8pin to 20pin 케이블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엔진룸 20 핀에 전원, 접지 등의 핀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7) 블루투스 동글 : PC 에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경우 USB 로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8) SD 카드 산업용(옵션) : 엔진룸에 컴팩트 VCI 를 장착할 경우, 온도, 진동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체이다. 

9) 16pin to 20pin 케이블(옵션)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엔진룸 20 핀에 전원, 접지 등의 핀이 없는 

경우 사용한다.) 

10) 바디 CAN(Body CAN) 케이블(옵션) : 바디 CAN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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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컴팩트 VCI 하드웨어 구성 

   

1) 컴팩트 VCI          2)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3) SD 카드 

    

4) USB SD 카드 리더기    5) 트리거 모듈 연장 케이블     6) 8pin to 20pin 케이블 

  

7) 블루투스 동글           8) SD 카드 산업용(옵션) 

  

9) 16pin to 20pin 케이블(옵션)   10) 바디 CAN 케이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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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D 카드 사양 정보 

 

 

일반용 SD 카드 사양 

 

 

산업용 SD 카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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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VCI-II 

 

 하드웨어는 총 8 개(기본 6 개 + 옵션 2 개)로 구성되어 있다. 

 

1) VCI-II : 통신 및 레코딩을 하는 주 본체이다. 

2) VCI-II 용 트리거 모듈 : 수동 트리거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로 이 신호에 의해 레코딩을 

수행한다. 

3) 트리거 모듈 연장 케이블 : 차량의 특성상 시거잭 위치가 상이하므로 트리거 모듈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연장 케이블이다. 

4) 30pin to USB 케이블 : VCI-II 를 PC 의 USB 로 연결하는 케이블이다. 

5) 블루투스 동글 :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PC 인 경우 USB 로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6) 30pin to 20pin 케이블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엔진룸 20 핀에 전원, 접지 등의 핀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7) 16pin to 20pin 케이블(옵션)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엔진룸 20 핀에 전원, 접지 등의 핀이 없는 

경우 사용한다.) 

8) 바디 CAN(Body CAN) 케이블(옵션) : 바디 CAN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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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VCI-II 하드웨어 사진 

       

1) VCI-II                 2) VCI-II 용 트리거 모듈 

       

3) 트리거 모듈 연장 케이블      4) 30pin to USB 케이블 

       

5) 블루투스 동글             6) 30pin to 20pin 케이블 

     

7) 16pin to 20pin 케이블(옵션)    8) 바디 CAN 케이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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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CVCI-II 

 

 하드웨어는 총 8 개(기본 7 개 + 옵션 1 개)로 구성되어 있다. 

 

1) CVCI-II : 통신 및 레코딩을 하는 주 본체이다. 

2) CVCI-II 용 트리거 모듈 : 수동 트리거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로 이 신호에 의해 레코딩을 

수행한다. 

3) 트리거 모듈 연장 케이블 : 차량의 특성상 시거잭 위치가 상이하므로 트리거 모듈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연장 케이블이다. 

4) 30pin to USB 케이블 : CVCI-II 를 PC 의 USB 로 연결하는 케이블이다. 

5) 30pin to 20pin 케이블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엔진룸 20 핀에 전원, 접지 등의 핀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6) 바디 CAN(Body CAN) 케이블 : 바디 CAN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7) CAN 모니터링용 케이블 : CAN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8) 16pin to 20pin 케이블(옵션)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엔진룸 20 핀에 전원, 접지 등의 핀이 없는 

경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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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VCI-II 하드웨어 사진 

       

1) CVCI-II                2) CVCI-II 용 트리거 모듈 

       

3) 트리거 모듈 연장 케이블        4) 30pin to USB 케이블 

       

5) 30pin to 20pin 케이블           6) 바디 CAN 케이블 

     

7) CAN 모니터링용 케이블        8) 16pin to 20pin 케이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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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BD-II(Onboard Diagnostic-II) 커넥터 핀 정보 
 

 OBD-II 16 핀 커넥터는 표준이나, 엔진룸 20 핀 커넥터의 일부 핀은 없을 수 있다. 

 

그림 1-5 OBD-II 커넥터 핀 정보 

 

OBD-II 16 핀 커넥터                     엔진룸 20 핀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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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마트디로거 적용 현황 
 

스마트디로거는 2007 년 이후 CAN 적용 차종의 엔진, 변속기, 바디(body)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1.5.1 프로토콜 

CCP(Can Calibration Protocol), XCP(eXtended Calibration Protocol), KWP DDLI(Dynamically 

Define Local Identifier), CAN Monitoring, 바디 CAN(Body CAN) 등을 지원한다. 

 

1.5.2 시스템 

스마트디로거 적용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그림 1-6 디로거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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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설치 

 

2.1 프로그램 설치 전 PC 환경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 의 환경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PC 운영체제에 

따라 시스템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은 윈도우 7 32/64bit 이상의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2.1.1 윈도우 7 의 서비스 팩 확인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윈도우 7 운영체제의 서비스 팩 1 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서비스 팩 1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PC 에서 시작 è 제어판 è 시스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서비스 팩 확인 방법 

1)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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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정보에서 확인 

 

 

서비스 팩 1 이 아닐 경우, “시작” è “Windows Update”를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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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설치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https://dlogger.kia.com 사용자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자료실에서 “SmartDLogger v3.5 Program”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은 

압축되어 있으므로 압축을 풀고, “SmartDLogger_v3.5.0.0.exe” 실행파일을 실행한다. 

 

그림 2-2 SmartDLogger v3.5 Program 다운로드 

1) 자료실에서 “SmartDLogger v3.5 Program”을 다운 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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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설치 화면 

1) SmartDLogger 프로그램 설치 파일 실행 

. 

2) 소프트웨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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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완료 

 

 

그림 2-4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설치 후 생성 아이콘 

1) SmartDLogger 

2) DLoggerAnalyzer 

3) Kia-Dlogge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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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삭제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PC 에서 “시작” è “프로그램” è “GDS inside2” 

è “SmartDLogger Uninstall”을 선택하여 삭제한다. 

 

그림 2-5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삭제 시 화면 

1) PC 에서 “시작” è “프로그램” è “GDS inside2” è “SmartDLogger Uninstall”을 선택 

 

2) “Remove” 선택 à “Next” 클릭 à “예(Y)” 클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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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완료 

 

 

2.4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업데이트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 

그림 2-6 스마트 업데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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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루투스 페어링(Bluetooth paring) 

 

3.1 개요 
 

스마트디로거에서 사용하는 디로거 장비(Compact VCI, VCI-II, CVCI-II)와 PC 간의 통신은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 디로거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PC 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 한다. 

 

그림 3-1 스마트디로거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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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블루투스 동글 설치 

 

PC 에 블루투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USB 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3.2.1 블루투스 동글 하드웨어 설치 

스마트디로거 하드웨어 세트에 블루투스 동글이 포함되어 있다. PC 에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경우 블루투스 동글을 USB 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3.2.2 블루투스 동글 소프트웨어 설치 

블루투스 동글을 설치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블루투스 동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https://dlogger.kia.com è 자료실 è “Bluetooth Dongle Software” 

 

그림 3-2 Bluetooth Dongle Software 다운로드 

1) 블루투스 동글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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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블루투스 동글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 

1) 블루투스 동글 소프트웨어 실행 

 

 

 

2) “다음”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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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권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함” 선택 후, “다음” 버튼 선택 

 

 

 

4) “다음”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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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버튼 선택 

 

 

6) 설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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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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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컴팩트 VCI(Compact VCI) 블루투스 페어링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장치셋업” è 검색 è 등록 

순으로 컴팩트 VCI 를 블루투스 페어링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그림 3-4 컴팩트 VCI 페어링 등록 화면 

1)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장치셋업”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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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COM Port 검색 

 

 

3) “등록” 버튼을 선택한 후 검색된 장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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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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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블루투스 페어링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을 PC 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이다.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을 시거잭에 연결하고, 

트리거 모듈의 페어링 스위치를 누른다. 

 

그림 3-5 컴팩트 VCI 페어링 스위치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장치셋업” è “검색” è “등록” 

순으로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을 블루투스 페어링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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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페어링 등록 화면 

1)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장치셋업” 버튼 선택 

 

 

2) “검색” 버튼 선택하면 자동으로 COM Port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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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버튼 선택한 후 검색된 장치 등록 

 

 

4)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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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컴팩트 VCI 와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페어링 
 

컴팩트 VCI 와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은 처음 장비를 구입할 때 페어링이 되어서 출하된다. 

사용하다가 다시 페어링을 하고자 하거나, 여러 개의 장비가 섞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다시 페어링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페어링을 한다. 

 

3.5.1 컴팩트 VCI 1 개와의 페어링 (1:1) 

 

컴팩트 VCI 1 개와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1 개를 1:1 로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컴팩트 VCI 를 OBD-II 커넥터에 연결하고, 컴팩트 VCI 의 페어링 스위치를 누른다. 셋팅 되면 

녹색/적색이 1Hz 로 교대로 점등된다. 컴팩트 VCI 의 페어링 대기모드는 60 초간 유지된다. 

2) 트리거 모듈을 시거잭에 연결하고, 트리거 모듈의 Enter Key 를 5 초 이상 누른다. 비프(Beep) 

음이 울리고, Enter Key 는 주황색(녹색/적색이 다 켜진 경우)이 되고, VCI2 의 LED 가 빠르게 

적색으로 교변 한다. 페어링을 할 대상 컴팩트 VCI 가 검색되면 VCI1 의 CAN1 에 녹색 불이 

들어오고, 다음 컴팩트 VCI 를 검색한다. 20 초 정도의 페어링 시도를 한 후 비프 음이 

들어오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20 초 정도는 무조건 검색 상태이다.) 

3) CAN1 에 녹색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페어링 실패이므로 1), 2)의 과정을 반복한다. 

4) 페어링을 완료한 후 컴팩트 VCI 및 트리거 모듈의 전원을 재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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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컴팩트 VCI 페어링 스위치 

 

 

그림 3-8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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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컴팩트 VCI 2 개와의 페어링 (2:1) 

 

컴팩트 VCI 2 개와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1 개를 2:1 로 페어링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컴팩트 VCI 1 개를 OBD-II 커넥터에 연결하고, 컴팩트 VCI 의 페어링 스위치를 누른다. 셋팅 

되면 녹색/적색이 1Hz 로 교대로 점등된다. 컴팩트 VCI 의 페어링 대기모드는 60 초간 

유지된다. 

2) 트리거 모듈을 시거잭에 연결하고, 트리거 모듈의 Enter Key 를 3 초 이상 누른다. 비프(beep) 

음이 나면서 Enter Key 는 주황색(녹색/적색이 다 켜진 경우)이 되고, VCI2 의 LED 가 빠르게 

적색으로 교번한다. 페어링 대상 첫 번째 컴팩트 VCI 가 검색되면 VCI1 의 CAN1 에 녹색이 

들어온다. 

3) 이때 첫 번째 컴팩트 VCI 를 빼고, 두 번째 컴팩트 VCI 를 OBD-II 커넥터에 연결하고, 

컴팩트 VCI 의 페어링 스위치를 누릅니다. 트리거 모듈이 두 번째 컴팩트 VCI 가 검색되면, 

CAN2 에 녹색이 들어온다. 20 초 정도 페어링 시도 후 비프 음이 들어오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20 초 정도는 무조건 검색 상태이다.) 

4) CAN1 및 CAN2 에 녹색이 들어오지 않으면 페어링 실패이므로 1)~3) 의 과정을 반복한다. 

5) 페어링을 완료한 후 컴팩트 VCI 및 트리거 모듈의 전원을 뺏다가 재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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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VCI-II 블루투스 페어링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장치셋업” è 검색 è 등록 순으로 VCI-II 를 블루투스 페어링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페어링 방법은 “3.3 컴팩트 VCI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한다. 

 

3.7 VCI-II 와 VCI-II 용 트리거 모듈 페어링 
 

VCI-II 와 VCI-II 용 트리거 모듈은 처음 장비를 구입할 때 페어링이 되어서 출하된다. 

사용하다가 다시 페어링을 하고자 하거나, 여러 개의 장비가 섞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다시 페어링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페어링을 한다. 

1) VCI-II 를 OBD-II 커넥터에 연결하고, VCI-II 의 페어링 스위치를 누른다. 셋팅되면 

녹색/적색이 1Hz 로 교대로 점등된다. VCI-II 의 페어링 대기모드는 60 초간 유지된다. 

2) 트리거 모듈을 시거잭에 연결하고, 트리거 모듈의 Enter Key 를 5 초 이상 누른다. 

비프(Beep) 음이 울리고, Enter Key 는 녹색/적색이 교변이 되고, A 열과 B 열의 LED 가 

빠르게 적색으로 교변 한다. 페어링을 할 대상 VCI-II 가 검색되면 A 열의 VCI II 에 녹색 

불이 들어오고, 다음 VCI-II 를 검색한다. 20 초 정도의 페어링 시도를 한 후 비프 음이 

들어오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20 초 정도는 무조건 검색 상태이다.) 

3) A 열의 VCI II 에 녹색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페어링 실패이므로 1), 2)의 과정을 반복한다. 

4) 페어링을 완료한 후 VCI-II 및 VCI-II 용 트리거 모듈의 전원을 재인가한다  

그림 3-9 VCI-II 페어링 스위치            그림 3-10 VCI-II 용 트리거 모듈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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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VCI-II 블루투스 페어링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장치셋업” è 검색 è 등록 순으로 VCI-II 를 블루투스 페어링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페어링 방법은 “3.3 컴팩트 VCI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한다. 

 

3.9 CVCI-II 과 CVCI-II 용 트리거 모듈 페어링 
 

CVCI-II 과 CVCI-II 용 트리거 모듈은 처음 장비를 구입할 때 페어링이 되어서 출하된다. 

사용하다가 다시 페어링을 하고자 하거나, 여러 개의 장비가 섞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다시 페어링 하고자 할 때의 페어링 방법은 “3.7 VCI-II 와 VCI-II 용 트리거 모듈 페어링”을 

참조한다. 

 

그림 3-11 CVCI-II 페어링 스위치          그림 3-12 CVCI-II 용 트리거 모듈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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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웨어 업데이트(Firmware update) 

 

4.1 컴팩트 VCI 펌웨어 
 

컴팩트 VCI 의 경우 통신, 데이터 레코딩 등의 작동 기능의 개선이나 추가 기능이 발생할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4.1.1 자동 펌웨어 

컴팩트 VCI 를 페어링 후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 중, 컴팩트 VCI 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발생되면, 이벤트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4.1.2 수동 펌웨어 

사용자가 수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다.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에서 컴팩트 VCI 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컴팩트 VCI 가 페어링 

되어 있어야 한다. 페어링 방법은 “3.3 컴팩트 VCI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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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컴팩트 VCI 펌웨어 수동 업데이트 방법 

1)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 선택 

 

 

 

2) 컴팩트 VCI 장치를 선택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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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펌웨어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의 경우 컴팩트 VCI 용 트리거 작동 기능의 개선이나 추가 기능이 

발생할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기능 업데이트가 발생되면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과 

사용자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내역이 공지되며, 이때 사용자는 수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에서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트리거 모듈을 먼저 페어링 해야 한다. 페어링 방법은 “3.4 컴팩트 VCI 용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한다. 

 

그림 4-2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1)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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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을 선택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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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D 카드를 이용한 컴팩트 VCI 펌웨어 
 

블루투스 사용하지 못하거나 블루투스 페어링이 안되어 있는 경우, SD 카드에 펌웨어 파일을 

넣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설치 위치의 Firmware 

폴더(변경하지 않았다면 C:\Program Files\GDS-inside2\SmartDLogger\Firmware)에 있는 펌웨어 

최신 파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펌웨어 종류 파일 이름 

Host InsideH.rom 

Slave InsideS.rom 

 

변경한 파일을 SD 카드에 넣고, OBD-II 커넥터에 컴팩트 VCI 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컴팩트 VCI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 

예를 들어 Host 의 경우 InsideH v10.87.hex è InsideH.rom 으로, Slave 의 경우 InsideS 

v0.33.hex è InsideS.rom 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SD 카드에 저장해서 OBD-II 커넥터에 

컴팩트 VCI 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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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VCI-II 펌웨어 
 

VCI-II 의 경우 통신, 데이터 레코딩 등의 작동 기능의 개선이나 추가 기능이 발생할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4.4.1 자동 펌웨어 

VCI-II 를 페어링 후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 중, VCI-II 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발생되면, 

이벤트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4.4.2 수동 펌웨어 

사용자가 수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다.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에서 VCI-II 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VCI-II 가 페어링 되어 

있어야 한다. 페어링 방법은 “3.3 컴팩트 VCI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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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VCI-II 펌웨어 수동 업데이트 방법 

 

1)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 선택 

 

 

2) VCI-II 장치를 선택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페이지 | 48  

4.5 CVCI-II 펌웨어 
 

CVCI-II 의 경우 통신, 데이터 레코딩 등의 작동 기능의 개선이나 추가 기능이 발생할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4.4.1 자동 펌웨어 

CVCI-II 를 페어링 후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 중, CVCI-II 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이벤트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4.4.2 수동 펌웨어 

사용자가 수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다.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에서 CVCI-II 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CVCI-II 가 페어링 되어 

있어야 한다. 페어링 방법은 “3.3 컴팩트 VCI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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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VCI-II 펌웨어 수동 업데이트 방법 

1) 스마트디로거 툴바 상단의 “FW 업데이트” 선택 

 

 

 

2) CVCI-II 장치를 선택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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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5.1 기능 설명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시스템의 원하는 현상에 맞는 측정변수를 셋팅하고, 

데이터를 레코딩하고, 레코딩 한 파일을 분석 프로그램용으로 컨버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기까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스마트디로거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정상적인 동작을 

한다. 

스마트디로거 상단 툴바의 기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5-1 스마트디로거 상단 툴바 

 

 

1) 초기화(Initialization) : 초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2) 데이터변환(Convertor) : 데이터를 레코딩 후, 레코딩한 데이터를 분석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도록 컨버전한다. 

3) 분석프로그램(Analyzer) : 레코딩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선택하면 분석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4) 장치셋업(Setup) :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 등)를 페어링하고 해당 정보를 저장, 

관리한다. 

5) FW 업데이트(FW Update) :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 등)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한다. 

6) 사용자옵션(User Option) : 셋업 타입, 주행거리, 스킨테마, 언어, 데이터 폴더 위치 선정, 옵션 

초기화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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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셋업 타입(Setup Type) – 자동(Auto), 수동(Manual) 

l 주행거리(Mileage Type) – mile, km 

l 스킨 테마(Skin Theme) – Kia (Red) 

l 언어(Language) – 한국어, English, 中國語, Deutsch, Español 

l 데이터 폴더(Data Folder) 

ü 기본 경로 : C:\Program Files\GDS-inside2\SmartDLogger\ProjectData 

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l Option Initialization – 옵션 정보 초기화 

l Homepage – 디로거 사용자 웹페이지 링크(https://dlogger.kia.com) 

 

그림 5-2 사용자 옵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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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벤트 생성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 및 현상에 맞는 이벤트파일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를 차량 OBD-II 커넥터에 연결하고,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한다.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를 통해 차량의 VIN, 롬 아이디(ROM ID) 정보와 사용자가 선택한 현상 정보를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는 정보에 맞는 이벤트 파일을 생성하여 사용자 PC 로 보내고, 블루투스를 통해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로 전송해 이벤트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5.2.1 이벤트 정보 

 

이벤트 파일 이름은 날짜, 시간 순으로 자동 생성이 된다. evt 파일과 dat 파일 확장자를 갖는 

두 개의 이벤트 파일이 생성되고, evt 파일에는 변수 관련 정보들이 들어 있고, dat 파일은 통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 20130807053038.evt / config.dat) 

 

5.2.2 자동 생성 

 

차량이 있고,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를 차량 OBD-II 커넥터에 연결한 후 이벤트 

생성을 하는 경우이다.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는 PC 와 페어링 되어 있어야 한다. 

디로거 장비(컴팩트 VCI, VCI-II, CVCI-II)가 페어링 되어 있지 않다면 “3.3 컴팩트 VCI 블루투스 

페어링”을 참조하여 페어링을 한 후 이벤트 생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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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이벤트 생성 – 자동셋업(ex. 컴팩트 VCI) 

1) 로그인 

 

 

2) 컴팩트 VCI 를 차량의 OBD-II 커넥터에 연결하고, IG-KEY 를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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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및 IG-KEY ON 확인 

 

 

4) VIN 및 Mileage 입력 (VIN 이 비어 있으면 수동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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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상 선택 

 

6) 이벤트 파일 생성 

 

※ 뮤(Mu), 람다(Lamda), 타우(Tau) 및 하이브리드(HEV) 엔진의 경우, CCP, CAN 모니터링 라인이 

엔진룸 20 핀에 위치하므로 상기 엔진의 CCP, CAN 모니터링 통신을 할 때 옵션으로 

제공되는 16pin to 20pin 케이블을 엔진룸 20pin 커넥터에 연결한 후 이벤트 파일을 생성한다.  

 

7) 컴팩트 VCI 용 트리거 모듈을 시거잭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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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벤트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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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수동 생성 

 

차량이 없고, 이벤트파일만 생성하여 사용하거나, 먼 거리의 외부에 이벤트 파일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수동 생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ROM ID, VIN 및 현상을 알아야 한다. 이벤트 

파일 저장 위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다. 

 

그림 5-4 이벤트 생성 – 수동셋업 : 컴팩트 VCI 

1)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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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팩트 VCI 선택 

 

 

3) 이벤트 파일 저장 위치 선택 및 ROM ID, VIN, 주행거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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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상 선택 

 

 

5) 이벤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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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벤트 파일 생성 확인 

 

 

7) 이벤트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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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이벤트 생성 – 수동셋업 : VCI-II 

1) 로그인 

 

 

2) VCI-II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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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I-II 에 전원을 인가하고, 30pin to USB 케이블을 통해 VCI-II 와 PC 를 연결 

 

 

4) PC 와 연결된 VCI-II 를 선택하고, ROM ID, VIN, 주행거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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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상 선택 

 

 

6) 이벤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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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벤트 생성 완료 

 

 

 

 

그림 5-6 이벤트 생성 – 수동셋업 : CVCI-II 

1)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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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VCI-II 선택 

 

 

3) CVCI-II 에 전원을 인가하고, 30pin to USB 케이블을 통해 CVCI-II 와 PC 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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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 와 연결된 CVCI-II 를 선택하고, ROM ID, VIN, 주행거리 입력 

 

 

5) 현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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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벤트 생성 

 

 

7) 이벤트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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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전달받은 이벤트 파일을 사용할 때 : 컴팩트 VCI 

1) SD 카드에 이벤트 파일과 config.dat 파일을 복사해서 컴팩트 VCI 에 삽입 

 

그림 5-8 전달받은 파일을 사용할 때 : VCI-II 

1) Convertor 데이터가 있는 폴더 경로(기본 폴더는 C:\Program Files\GDS-

inside2\SmartDLogger\ProjectData)에 새 폴더(ex. 20161118T16260)와 하위 폴더(RecordData) 

생성해서 이벤트 파일과 config.dat 파일을 복사 

 

2) Convertor 메뉴의 Data Folder 에서 이벤트 파일과 config.dat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Record Mode 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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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I-II 를 선택 

 

 

4) VCI-II 에 전원을 인가하고, 30pin to USB 케이블을 통해 PC 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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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CI-II 로 이벤트 전송 완료 

 

 

 

그림 5-9 전달받은 파일을 사용할 때 : CVCI-II 

1) Convertor 데이터가 있는 폴더 경로(기본 폴더는 C:\Program Files\GDS-

inside2\SmartDLogger\ProjectData)에 새 폴더(ex. 20161118T16260)와 하위 

폴더(RecordData) 생성해서 이벤트 파일과 config.dat 파일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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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vertor 메뉴의 Data Folder 에서 이벤트 파일과 config.dat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Record Mode 를 클릭 

 

 

 

3) CVCI-II 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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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VCI-II 에 전원을 인가 

 

 

 

5) CVCI-II 로 이벤트 전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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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레코딩 파일 컨버전 

 

데이터를 레코딩하면 컴팩트 VCI 의 SD 카드에 저장한 레코딩 파일이 raw 포맷(확장자: 

rem/rec)으로 저장이 된다. (ex; 20151228-942333.rem) 이 데이터는 raw 통신 포맷 데이터이기 

때문에 컨버전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물리적인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5.3.1 gdl 파일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는 디로거 전용 gdl 파일이다.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dat 파일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된다. (ex: 20151228-942333_Engine 

stalling.gdl) 

 

5.3.2 dat 파일 

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INCA MDA 에서 분석할 수 있는 MDA 전용 dat 파일이다. (ex: 

20151228-942333_Engine stalling.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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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코딩 데이터 분석 

레코딩 파일을 컨버전 했다면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법은 “6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DLoggerAnalyzer)”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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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DLoggerAnalyzer) 

 

6.1 기능 설명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은 기록된 측정 데이터를 표시하고 분석하는 오프라인 툴이다.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레코딩 한 데이터를 현상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변수를 셋팅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까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6.1.1 메인 화면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메인 메뉴 6 개 (File, Edit, View, Window, Option, About) 

2) 툴바 2 개 (메인, 컨트롤) 

 

그림 6-1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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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메인 메뉴 - File 메뉴 

 

 

1) Open Configure ( )- 파일을 불러온다. 

2) Load Configuration ( )- 환경파일을 불러온다. 

3) Save Configuration ( ) - 열려있는 현재 파일을 환경파일로 저장한다. 

4) Save All Configuration ( )- 열려있는 모든 파일을 환경파일로 저장한다. 

5) Close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열려있는 파일을 닫는다. 

6) Exit -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림 6-3 메인 메뉴 - Edit 메뉴 

 

 

1) Measured Variables ( ) - 변수 선택하는 다이얼로그를 불러온다. 

2) Undo Zoom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 되돌리기 

3) Redo Zoom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 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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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메인 메뉴 - View 메뉴 

 

 

1) Signals List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변수 리스트 활성화 여부를 선택한다. 

2) Show Cursor Mode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 커서 모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한다. 

3) Oscilloscope's Grid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그래프 격자 모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한다. 

4) Synchronize Time Range ( ) – 시간 범위를 동기화한다. (그래프 창이 2 개 이상일 때 

활성화된다.) 

5) Synchronize Scroll Range ( ) – 이동 범위를 동기화한다. (그래프 창이 2 개 이상일 때 

활성화된다.) 

6) Synchronize Time Cursor ( ) – 시간 커서를 동기화한다. (그래프 창이 2 개 이상일 때 

활성화된다.) 

7) Synchronize Trigger Time ( ) – 트리거 시간을 동기화한다. (그래프 창이 2 개 이상일 때 

활성화된다.) 

8) Toolbar - 툴바 활성화 여부를 선택한다. 

9) Control Bar - 컨트롤 바 활성화 여부를 선택한다. 

10) Status Bar - 상태 바 활성화 여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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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메인 메뉴 - Window 메뉴 

 

 

1) Cascade ( ) - 계단식 창 배열로 보여준다. 

2) Tile Horizontally ( ) - 가로 바둑판 식 창 배열로 보여준다. 

3) Tile Vertically ( ) - 세로 바둑판 식 창 배열로 보여준다. 

4) Minimize All - 모두 최소화한다. 

5) Close Active Window - 활성 윈도우를 닫는다. 

6) Close All Window - 모든 윈도우를 닫는다. 

7) Oscilloscope[n] / Table[n] (불러온 파일이 있을 때만 보인다.) - 열려 있는 윈도우를 

선택한다. 

 

그림 6-6 메인 메뉴 - Option 메뉴 

 

 

1) Change Chart Background Color ( ) - 그래프 배경색을 변경한다. 

2) Change Language ( ) - 언어를 변경한다. 

3) Save Current Language ( )- 현재 선택된 언어 옵션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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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메인 메뉴 - About 메뉴 

 

 

1) About Me ( ) - Analyzer 의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6-8 메인 툴바 

 

 

1) 파일열기 ( ) 

2) 환경파일 열기 ( ) 

3) 저장 ( ) 

4) 모두 저장 ( ) 

5) 변수 선택 ( ) 

6) 되돌리기 ( ) 

7) 다시하기 ( ) 

8) 변수 리스트 모드 활성화 여부 ( ) 

9) 커서 모드 활성화 여부 ( ) 

10) 차트 격자 모드 활성화 여부 ( ) 

11) 계단식 창 배열 ( ) 

12) 가로 바둑판식 창 배열 ( ) 

13) 세로 바둑판식 창 배열 ( ) 

14) 시간 범위 맞춤 ( ) 

15) 스크롤 범위 맞춤 ( ) 

16) 시간 커서 모드 맞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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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트리거 시간 모드 맞춤 ( ) 

18) 차트 배경색 변경 ( ) 

19) 언어 변경 ( ) 

20) 현재 언어 상태 저장 ( ) 

21) 도움말 ( ) 

 

그림 6-9 컨트롤 툴바 

 

1) 스크롤 영역 

2) 창 선택 

3) From – 시작 시간 

4) To – 끝 시간 

 

6.1.2 파일 로드 화면 

 

파일을 로드 하기 위해 거치는 화면은 다음과 같다. 

1) Open and Configuration - 로드 할 파일을 선택한다. 

2) Measured variables - 로드 할 변수를 선택한다. 

3) Select Display Window - 표시할 창을 선택한다. 

4) Select Axis type - 그래프를 표시할 경우, 축을 설정한다. 

  



 

페이지 | 81  

그림 6-10 팝업 창 - Open and Configure 

 

 

1) Change 버튼 - 기존 환경파일을 불러온다. 

2) Add 버튼 - 파일을 불러온다. 

3) Delete 버튼 - 불러온 파일을 삭제한다. 

4) Replace 버튼 - 불러온 파일을 바꾼다. 

5) Select 버튼 - 파일을 선택한다. 

6) OK 버튼 - 선택한 파일을 확인한다. 

7) Cancel 버튼 - 취소한다. 

 

그림 6-11 팝업 창 - Measur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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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rce - 불러온 파일 

2) Variables - 불러온 파일의 변수 리스트 

3) Selected - 선택한 변수 리스트 

4) [V] Default 버튼 - 언어 변경 버튼 

5) OK 버튼 -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6) Cancel 버튼 - 취소한다. 

7) 메인 메뉴 – Source 

 

l Add Measure File –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다 

8) 메인 메뉴 – Variables 

 

l Search for variables – 변수를 검색한다. 

l Select All – 모두 선택한다. 

9) 메인 메뉴 – Selected  

 

l Deselect All – 선택된 변수를 모두 해제한다. 

l Deselect – 선택된 변수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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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팝업 창 - Select Display Window 

 

1) OK 버튼 -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2) Cancel 버튼 - 취소한다. 

3) Category 구성 

 

l All Windows – 모두 창으로 보여준다. 

l All Oscilloscopes – 모두 그래프로 보여준다. 

l All Table – 모두 표로 보여준다. 

4) Select windows to show signals 

 

l <new Oscilloscope> - 그래프로 보여준다. 

l <new Table> - 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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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팝업 창 - Select Axis type 

 

1) OK 버튼 -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2) Cancel 버튼 - 취소한다. 

3) Select axis type for <new Oscilloscope> 

l <signal axis> - 변수 축으로 보여준다. 

l <one axis per signal> - 변수 별로 하나의 축으로 보여준다. 

l <one axis per unit> - 단위 별로 하나의 축으로 보여준다 

 

  



 

페이지 | 85  

6.1.3 그래프 화면 구성 

 

그래프 화면은 크게 좌측의 아날로그/디지털 그래프와 우측의 signal list 로 구성된다. 

 

그림 6-14 그래프 화면 

 

 

그림 6-15 그래프 - Signal List of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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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 컬럼 구성 

l Nr. – 순서 

l Color - 그래프 색상 

l Name – 이름 

l Cursor 1 – 커서 1 에 해당하는 Y 축 값 

l Cursor 2 – 커서 2 에 해당하는 Y 축 값 

l Diff – (커서 2 데이터 – 커서 1 데이터) 값 

l Unit – 단위 

l Description – 설명 

l Channel – 채널 

l Protocol – 프로토콜 

l Per-Div. - 평균 값  

l Base – 편차 

l Signal Description - 변수 설명 

2) 하단 탭 구성 

l All - 모든 변수를 모아둔 탭 

l Analog - 아날로그 변수를 모아둔 탭 

l Comments - 코멘트 변수를 모아둔 탭 

l Digital - 디지털 변수를 모아둔 탭 

l CCP - CCP 변수를 모아둔 탭 

l KWP - KWP 변수를 모아둔 탭 

l CAN - CAN 변수를 모아둔 탭 

l XCP - XCP 변수를 모아둔 탭 

l A1, A2, ~ An - 선택된 각 변수를 모아둔 탭 

3) 추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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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ignal Configuration - 선택한 변수의 속성을 편집한다. 

 

ü Name - 변수 이름 

ü Visible - 변수 활성화 체크 

ü Display Mode - 표시 모드(Line/Step/Step None Connect) 

ü Line Type - 선 타입(Solid/Dash/Dot/Dash-Dot/Dash-Dot-Dot) 

ü Line Width - 선 두께(0~8) 

ü Graph Color - 그래프 색상 선택 

ü Numerical System - 진수(Decimal/Hexadecimal)) 

ü Symbol - 기호(None/Square/Circle/Triangle/Down Triangle/Cross/Diagonal 

Cross/Star/Diamond/Left Triangle/Right Triangle/Hexagon) 

ü Symbol Size - 기호 크기(4~8) 

ü Axis Parameters - Minimum - 축의 최소값 

ü Axis Parameters - Maximum - 축의 최대값 

ü OK 버튼 - 셋업 사항을 적용 

ü Cancel – 취소 

l Add variables - 변수를 추가한다. 

l This signal scale - 선택한 변수의 눈금 

l Default Scale - 디폴트 스케일 

l Move selected variable to Axis - 선택한 변수를 축으로 이동한다. 

l Remove - 변수를 삭제한다. 

l Remove selected variables - 선택한 변수를 삭제한다. 

l Select all variables - 변수를 모두 선택한다. 

l Deselected all variables - 선택한 변수를 모두 해제한다. 

l Invisible of selected variables - 선택한 변수를 숨김 

l Visible of invisible variables - 숨김 변수를 보여준다. 

l DLogger Versions and A2L information - 디로거 버전과 A2L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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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석 방법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레코딩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로거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 

 

2) “파일 열기” 버튼을 선택 

3) Open and Configure 창에서 “Add” 버튼을 선택 

4) 레코딩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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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lect” 버튼을 선택 

 

 

6) Variable 창에서 변수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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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w Oscilloscope>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선택 

8) <one axis per signal>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선택 

 

 

9) 새로운 오실로스코프 창이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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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수를 선택하고 팝업 메뉴 중, “Signal Configuration”을 선택 

 

 

11) 컬러, 라인 두께 등을 설정하고, “OK”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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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를 분석 

 

 

13)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 나온 팝업 창에서 “Add Variables”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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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추가 

 

 

15) 데이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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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사이트 

 

7.1 개요 
 

사용자 사이트는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웹사이트이다.  

스마트디로거 사용 권한 요청,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의 자료 공유,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 공지, 레코딩 데이터 분석 요청, 프로그램 개선 및 오류사항 개선 요청과 사례 

공유 등을 수행한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logger.kia..co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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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권한 요청 방법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로거 사용자 사이트에서 권한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1 기아자동차 직원인 경우 

비회원 등록 창에서 모든 항목을 확인하여 작성한 후, 권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는 기아자동차 사번이다. 

그림 7-1 권한 요청 방법 - 기아자동차 직원인 경우 

 

7.2.2 기아자동차 직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등록 창에서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권한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스마트디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는 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다. 

그림 7-2 권한 요청 방법 - 기아자동차 직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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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패스워드 정책 

1) 로그인 

l 최초 로그인 시 초기 패스워드 변경 페이지로 이동한다. 패스워드는 

영문/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 자리 이상이거나 영문/숫자를 조합하여 10 자리 

이상이어야 한다. 

l 로그인을 5 회 실패하게 되면 계정이 차단되며, 패스워드는 6 개월(180 일) 이상이 

되면 변경해야 한다. 최종 로그인 날짜가 90 일 이상이면 해당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처리된다. 

2) 비밀번호 재발급 

l 기존에 등록했던 회원 ID, 이름, E-mail 이 모두 일치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어 

사용자에게 초기 패스워드가 메일로 발송된다. 사용자가 최초 로그인시 초기 

패스워드 변경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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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지사항 
 

공지사항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역 및 기타 공지사항 관련 내용 등을 공지한다. 

그림 7-3 공지사항 

 

 

7.4 자료실 
 

 자료실에는 디로거 프로그램 및 매뉴얼 관련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지원한다. 

그림 7-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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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분석 요청 
 

디로거 사용자가 레코딩 한 데이터를 분석 지원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웹 페이지이다. 내 문서, 

분석요청 리스트, 북마크 리스트 3 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내 문서 : 로그인 사용자가 작성한 임시 리스트, 분석요청 리스트, 리턴 리스트, 완료 

리스트로 구성된다. 

2) 분석요청 리스트 : 로그인 사용자와 같은 지역 사용자들의 분석요청 리스트이다. 

3) 북마크 리스트 : 로그인 사용자가 분석요청 리스트에서 마크하면 북마크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5 분석요청 - 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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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분석요청 - 분석요청 리스트 

 

 

그림 7-7 분석요청 - 북마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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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Case Study 와 Q&A 로 구성된다.  

1) Case Study : 디로거 사용자가 레코딩 후 분석하여 원인을 확실히 정비한 사례를 다른 디로거 

사용자와 공유하는 웹 페이지이다.  

2) Q&A : 디로거 관련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웹 페이지이다.. 

그림 7-8 커뮤니티 – Case Study 

 

 

그림 7-9 커뮤니티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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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로거 장비의 활용 

 

8.1 개요 
 

스마트디로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디로거를 사용하여 이벤트 생성한 후, 데이터 

레코딩을 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추가로 변수를 레코딩 해야 하거나 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 특정 

변수를 레코딩 해야 할 경우 기아자동차 품질팀이나 기아자동차 본사팀의 이벤트 파일을 

지원받아 레코딩을 하고 분석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림 8-1 스마트디로거 자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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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스마트디로거 이벤트 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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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디로거 장비 1 대 활용 
 

8.2.1 OBD-II 커넥터 연결 사용 

1) 가솔린 엔진(Gasoline engine) 

l 케피코(KEFICO) – 알파 2(Alpha2), 감마(Gamma), 입실론(Epsilon), 카파(Kapa), 

람다(Lambda), 누우(Nu) 엔진 등 

l 콘티넨탈(CONTINENTAL) – 세타 1(Theta1), 세타 2(Theta2), 누우(Nu) 엔진 등 

2) 디젤 엔진(Diesel engine) 

l 보쉬(BOSH) – U, U2, D, A, A2, S, S2, R 엔진 

l 델파이(DELPHI) – J2.9, U2 1.4, A2 엔진 

3) 자동변속기 : 신소형, 현세대, 신세대 4/5 속, 전/후륜 6 속/8 속 

4) CAN 모니터링 : HEV (C-CAN) 

 

그림 8-3 OBD-II 커넥터 연결 사용 

      

      1) 컴팩트 VCI                               2) VCI-II 

 

 



 

페이지 | 104  

 

3) CVCI-II 

 

8.2.2 엔진룸 20 핀 단자 연결 사용 

1) 가솔린 엔진 

l 델파이(DELPHI) – 람다 1(Lambda1), 람다 2(Lambda2), 뮤(Mu) 엔진 

l 케피코(KEFICO) – 타우(Tau) 엔진 

l 콘티넨탈(CONTINENTAL) – HEV (세타, 누우 엔진) 

2) CAN 모니터링 

l HEV(H-CAN) – 1 채널 

l HEV: 엔진룸 20 핀 커넥터(H-CAN) + OBD-II 커넥터(C-CAN) - 2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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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컴팩트 VCI 의 엔진룸 20 핀 단자 연결 사용 

 – 컴팩트 VCI 가 OBD-II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에서 8 to 20 핀 케이블 추가 사용 

 

주의사항 

* 엔진룸 20 핀 커넥터에 전원, 접지 단자가 있는 차량만 가능 

* 컴팩트 VCI 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산업용 SD 카드로 사용할 

것을 권장 

 

그림 8-5 VCI-II 의 엔진룸 20 핀 단자 연결 사용 

– VCI-II 가 OBD-II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에서 30 to 20 핀 케이블 추가 사용 

 

 

주의사항 

* 엔진룸 20 핀 커넥터에 전원, 접지 단자가 있는 차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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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CVCI-II 의 엔진룸 20 핀 단자 연결 사용 

– CVCI-II 가 OBD-II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에서 30 to 20 핀 케이블 추가 사용 

 

 

주의사항 

* 엔진룸 20 핀 커넥터에 전원, 접지 단자가 있는 차량만 가능 

 

8.2.3 바디(Body) CAN 커넥터 연결 사용 

 

1) 바디 CAN 모니터링 

 

그림 8-7 바디 CAN 연결 사용 

       

                   1) 컴팩트 VCI                             2) VC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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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VCI-II 

 

8.3 컴팩트 VCI 2 대 활용 

컴팩트 VCI 2 대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벤트 파일을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SD 카드에 저장한 후 사용한다. 컴팩트 VCI 2 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채널 1/2 와 CCP(Can Calibration Protocol), XCP(eXtended Calibration Protocol), KWP 

DDLI(Dynamically Define Local Identifier), CAN Monitoring 등 여러 가지 프로토콜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시 1. HEV CAN 모니터링 

컴팩트 VCI 1: 엔진룸 2 핀 커넥터 H-CAN 모니터링 

컴팩트 VCI 2: OBD-II 커넥터 C-CAN 모니터링 

 

예시 2. 엔진 + 바디 CAN 모니터링 

컴팩트 VCI 1: 엔진룸 2 핀 커넥터 뮤/람다/타우 엔진 CCP 레코딩 

컴팩트 VCI 2: OBD-II 커넥터 바디 CAN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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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처 

* NORTH AMERICA 

    - GIT America     

    - C : Sean Jo (조승현) 

    - T : 1-714-433-2180  

    - E : seanjjo@gitauto.com 

 * EUROPE 

    - GIT Europe 

    - C : Na num Park (박나눔) 

    - T : 070-7618-7750  

    - E : nanumpark@gitauto.com 

* CHINA 

    - GIT China 

    - C : Seung Jun Kim (김승준) 

    - T : 070-7500-1061  

    - E : seungjun@gitauto.com 

* GENERAL 

    - GIT Korea 

    - C : Young Il Kim (김용일) 

    - T : 82-2-2189-3378 

    - E : ics@gitauto.com 

 * KOREA 

    - GIT Korea / 고객서비스팀 

    - C : Yong Tae Jo (조용태) 

    - T :  02-2189-3446 

    - E : moljoyou2@gitau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