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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OBD2단자는 차량에서 OBD2데이터를 수집하여, 스마트 폰 블루투스를 이용
하여 전송합니다. OBD2시스템은 SmartPhone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돕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블루투스 
4.0을 사용하면 Bluetooth의 호환성이 극대화되고 OBD2단자는 차량 가동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한다. 누구나 DB2를 만들어 ODB2데이터를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OBD2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n this paper, Smart OBD2 terminal collects OBD2 Data on the vehicle. And it passes through 

this with SmartPhone Bluetooth. OBD2 system is the system to use a variety of Service using it in SmartPhone. 

Utilizing NFC to help ordinary people, it can easily use to configure the Bluetooth Pairing. By using the 

Bluetooth 4.0, it is maximized compatibility of Bluetooth. Furthermore OBD2 terminal is a system to minimize 

the standby power of the terminal to prevent the discharge of the vehicle up issues. Anyone can develop an 

OBD2 connection App by providing the interfaces to make DB to develop and understand ODB2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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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Smart OBD2(On-Board Diagnostics 2) 단말기
는 차량의 OBD2 Data를 수집하여 이를 Bluetooth

를 통하여 SmartPhone으로 전달하여 SmartPhone

에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Service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판용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NFC를 활용하여 Bluetooth Pairing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Bluetooth 4.0을 
적용함으로서 Bluetooth의 호환성를 극대화 하도
록 하 다. 아울러 OBD2 단말기의 최대 맹점인 
차량 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의 대기 전
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또한 
OBD2 Data를 일반 App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하
고 App을 개발 할 수 있도록 DB화 하여 쉬운 
API 형태로 제공함으로서 누구나 OBD2 연계 
App을 개발 할 수있게 함으로서 SmartPhone의 

하나의 Accessory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한 시
스템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도 많고 또한 위치정보나 에코드라이빙, 고장
진단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폐쇄적으로 운
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OBD2를 활용하여 차
량 ECU에서의 주행 간 정보, 주요 소모품에 대한 
정보, 주요 부품에 대한 정보등을 DB화 하여 개
발할 예정이다. 

II. 본  론

OBD-II의 진단 항목은 직접 배출 가스를 발생
시키는 부분과 공연비 제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촉매 장치 제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배출 가스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관계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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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EVAP 시스템 진단, 에어컨 냉매 누출 진
단, EGR 시스템 진단, PCV 시스템 진단이 있고, 

공연비 제어에 관련된 진단으로는 연료 시스템 
진단, 산소(O2) 센서 진단이 있다. 그 외에 냉각
수 온도 진단 등 주요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대한 
진단 등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
고 충분한 밝기와 함께 쉽게 꺼지지 않도록 
규정

∙정비소에서 관련 고장 발생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코드(DTC: Diagnostic Trouble Code) 

포함
∙고장 발생 시 수리하기 위해 운전 상태와 관
련된 센서측정값(Freeeze Frame)등의 고장 발
생 항목과 이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
별적으로 다뤄야 함

∙차량 정보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규정
∙차랑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비소에서 사용
하는 진단장치 (GST :Generic Scan Tool 또는 
일반적으로 스캐너라고 함)로 통신이 가능토
록 함

∙출력되는 각종 센서 값이나 출력 값 등의 데
이터 값이 통일된 단위와 분해능 (Resolution)을 
가져야 함 

이와 같은 기능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스마트 ODB2 인터페이스 블록도.

차량 ECU와 지단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국제표
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프로토콜로서 대표적으로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ing) J1978, 

SAE J1979,ISO 14230가 있고, 이때 핀 배열은 그
림 2와 같다. OBD2메세지는 차량 진단툴을 사용, 

차량 ECU로 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Header,Data,CRCfh 구성되며 총 11Byte의
Data가 저장되며 Data1은 차량 상태를 나타내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시한다. 아래 표와 같이 9

가지 모드가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2. ODB2 핀 배열.

그림 3. 데이터 표현.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mart OBD2 단말기는 차량의 
OBD2 Data를 수집하여 이를 Bluetooth를 통하여 
SmartPhone으로 전달하여 SmartPhone에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Service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ODB2 데이
터를 표현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OBD2 

Data를 일반 App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App을 개발 할 수 있도록 DB화 하여 쉬운 API 

형태로 제공함으로서 누구나 OBD2 연계 App을 
개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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