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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젤엔진에서 노킹 현상은 엔진의 성능 및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며, 엔진

밸런스 또한 엔진 출력 및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노킹 진단 및

엔진 밸런스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ECU를 최적화 하고자 한다. 또한 OBD-II 표준을 사용하여

차량 위주의 진단기를 개발하여 운전자 중심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 고장진단 신호 및

센서 출력 신호를 실시간 통신이 제공 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고장진단 신호 및 센서

출력 신호를 유선시스템과 무선 시스템인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실시간 통신이 제공 될 수 있는

OBD-II 진단기 S/W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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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젤 엔진에서 노킹 현상은 엔진의 성능 및 수

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며, 엔
진 밸런스 또한 엔진 출력 및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러므로 노킹을

판단하고, 엔진 파워 밸런스를 확인하여 불량 실

린더를 판단한 후 엔진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킹을 판단하고 엔진 밸런

스 조정에 필요한 불량 실린더를 판별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OBD-II 표준을 사용하여 차

량 위주의 진단기를 개발하여 운전자 중심의 진

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 고장진단 신호 및

센서 출력 신호를 유선시스템과 무선 시스템인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실시간 통신이 제공

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러기위해 기존의 진단

기의 한정된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 관리 및 진단, 차량

편의 장치 제어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차량의 현

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센서 정보들을 커

스터마이즈 맵핑할 때, 알기 쉽게 가공하여 화면

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현재 OBD-II를 지원하는 차량은 3가지 표준 신

호방식을 사용한다. 미국의 포드자동차, General 
Motors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VPM-PWM (SAE-  
J1850) 프로토콜이 있고, 미국에서 2008년 이후

CAN 통신망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CAN 프로토콜, 
아시아나 유럽에서 생산 판매되는 차량의 대부분

이 사용하는 ISO 방식(ISO 1941-2, ISO 14230-4)의
프로토콜의 3가지가 있다. 3가지 표준 신호방식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1]
2.1 OBD-II 신호방식[1][2][3]

1) VPW-PWM(SAE-J1850) 
① 10.4k baud rate 의 전송속도

② 2번 핀 한 개만을 이용(single-wire), 버스

가 기본적으로 Low 상태

③ 3.5v를 기준점으로 0, 1을 구분(7v = 1)
④ 최대 32m, 32개의 노드 연결 가능

⑤ 메시지 길이는 11바이트로 제한(CRC포함)
⑥ CSMA/NDA 방식의 버스 제어

2) CAN 통신(ISO 15765, SAE-J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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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AN통신에는 ID가 존재하고, OBD-Ⅱ 또
한 PID가 존재

② CAN의 경우 Data Field에 OBD-Ⅱ2의
PID가 들어감 (PID: 차량 진단에 관한 내

용)
③ CAN통신 Baudrate를 맞춤(OBD-Ⅱ 규약에

는 500kbps와 205kbps지원 - 국내는 통상

적으로 500kbps 사용 중)
3) ISO 방식(ISO 1941-2, ISO 14230-4)

① KWP(Key Word Protocol)2000 이라고도

불림

② UART기반, 1.2 에서 10.4kbps의 속도

③ K라인을 사용, 일반 통신에서는 K라인만

사용

④ L라인은 차량시험기에만 필요, L라인은 초

기화에만 사용됨

⑤ 12바이트로 메시지 제한(ISO 1941-2 에만

해당)
2.2 ODB-II 통신 규격

그림 1. OBD-II 통신 규격[4]
현재는 3가지 방식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OBD-II Interface로 차량을 진단해 주는 OBD-II 
스캐너는 3가지 신호를 전부 지원한다. 3가지 신

호는 각각 다른 데이터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알 수 있으며, 커넥터는 하나로 통일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N 통신과 ISO 방식을 수행하

여 차량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집, 
저장하고 이 수치들을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전달

되어 운전자에게 보여 줄 수 있게 개발한다.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OBD-II 진단기를 통해 OBD-II 네트워크의 프로

토콜을 분석하여 자동차의 현재 운전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운전자가 보기

쉽게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또한 블루

투스 네트워크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가

자동차 현재 상태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제

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2. OBD-Ⅱ 및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차 진단 개략도

3.1 OBD-II 프로토콜 진단 S/W

본 연구에서 사용될 S/W는 On-Board의 OBD-
Ⅱ 커넥터를 통해 차종에 맞는 프로토콜을 분석

하여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운전자가 보기 쉽게 윈도우 프로그램

S/W 개발을 한다.
개인용 차량진단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있어 운전자의 빠른 조취가 취해 질 수 있어, 차
량 이상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이루어지고, 
OBD-Ⅱ가 배기가스 관련 기관을 센서로 감지하

고 있어서, 과도한 배기가스 배출이나 불완전 연

소가스 배출과 같은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에코산업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모품 교체주기 알림을

통해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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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BD-Ⅱ 프로토콜 진단 S/W 
예상 구성도

Ⅳ. 실험 및 결과

본 절에서는 구현한 OBD-II 커넥터를 통해 차

량 정보를 수집하여 운전자가 보기 쉽게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4는 산업용 차량 진

단 시스템의 메인 화면으로 차량정보 입력, 차량

정보 스캔, 차량자기 진단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DTC 코드를 이용해 차량자기 진단 메뉴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림 4. 산업용 차량 진단 시스템의 메인 화면

그림 5는 차량정보 입력은 진단하고자 하는 차

량의 차대번호와 고객 번호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그림 6은 차량정보 스캔 화면으로 차량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OBD-II 커넥터를 통해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림 5. 차량정보 입력 화면

그림 6. 차량 데이터 수집 화면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OBD-II 진단기를 통해 OBD-II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자동차의 현재

운전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가공

하여 운전자가 보기 쉽게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개인용 차량진단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있어 운전자의 빠른 조취가 취해 질 수 있으므로, 
차량 이상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이루어지고, 
OBD-II가 배기가스 관련 기관을 센서로 감지하고

있어서, 과도한 배기가스 배출이나 불완전 연소가

스 배출과 같은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에코산업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모품 교체주기 알림을 통해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향후, DTC 코드를 이용해 차량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블루투스를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장

비가 없어도 실시간으로 차량정보의 확인이 가능

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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