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AN_Diag 2 

 

PCAN-Diag2 는 CAN 전송률 검색, 버스 

로드 측정, termination 측정 같은 CAN 

버스의 검사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휴대용 진단 장비입니다. CAN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 외에도, 개별 

메시지 혹은 그들의 전체적인 순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2-채널 오실로스코프가 

CAN 신호들을 표시합니다. 트리거를 

프레임 앞 또는 끝에 설정할 수 있으며  

명시적 트리거(explicit trigger) 프레임들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CAN 프레임들은 가령, 프레임의 

오류 검출을 위해, 아날로그 도표를 바탕으로 해석됩니다.   

명쾌하고 간단한 할당을 위해, CAN 정의 파일을 바탕으로 CAN 메시지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강한 빛이 있는 곳에서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OLED 기술을 이용한 칼라 화면입니다. 

회전 방식의 누름-단추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진단 기능들을 선택하고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CAN 트랜시버 모듈로, High-speed CAN 을 대신해서 Low-speed 또는 Single-wire 

CAN 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고속 CAN ISO 11898-2, 요청시 저속 CAN ISO 11898-3 또는 Single-wire CAN SAE 

J2411 용 CAN 트랜시버 모듈 이용 가능 

- D-Sub 9-pin 을 이용한 CAN 연결 

- 320 x 240 픽셀 해상도의 OLED 화면  

- 배터리 (4 x 1.5 V AA) 또는 제공되는 공급 장치 (장치의 저-전압 소켓)를 통한 전원 공급 

- 장치 설정, 전송 리스트, 심볼 

파일들과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된 

자료들(스크린샷과 CSV 파일들) 

관리 

- 프로젝트를 저장하기 위한 내부 

메모리 카드(최소. 1 GB). PC 에 

연결된 경우에도 USB 대용량 저장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0 에서 50 ℃(122 °F 에 32)까지 

동작온도범위 



 

 

 

기능 요약 

 

 

- Symbol 파일들을 사용하여 들어오는 CAN 메시지들의 enums(값들의 리스트들)와 

multiplexer 들 



 

 

- Symbol 파일들은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된 PCAN Symbol Edit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CAN 프레임 또는 CAN 프레임 리스트 전송  

- CAN 정의 파일을 이용한 수신된 메시지의 기호화 표시  

- CAN 버스 로드 측정, 시간 도표를 이용한 표시  

- Bus-load 시간 다이어그램을 Bitmap 스크린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작동 중에도 고속 CAN 버스의 CAN termination 측정 

- 연결된 버스의 CAN termination 교환 가능 

- CAN 연결 소켓을 위한 모든 핀들의 전압 레벨 측정 (D-Sub)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된 윈도우용 소프트웨어 PCAN-DIAG 에디터의 특징 

-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설정들의 편리한 구성 

- 전송 목록들 편집 

- 프로젝트 당 최대 8 bitrates 구성 

- 장치 구성, 전송 리스트들, 그리고 관련된 symbol 파일들은 프로젝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는 USB 연결을 사용하여 PCAN-DIAG 2 메모리 카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기능 

- 채널 당 샘플 속도 최대 20MHz 인 2-channel 오실로스코프  

- 양쪽 신호의 차이뿐만 아니라 CAN-High 와 CAN-Low 신호 표시 

- BNC 에 연결된 프로브를 통해 외부 신호 검사(최대 주파수 1 MHz) 

- 프레임 시작, 프레임 끝, CAN error 들, 또는 그들의 CAN ID 에 바탕을 둔 각각의 CAN 

프레임의 트리거 구성 

- 외부측정 장치는 BNC 커넥터를 사용하여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 raw CAN 프레임 표현 

- 기록된 signal trace 로부터 CAN 프레임 해석 

- 현재 보이는 것을 Bitmap 스크린샷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길이는 64 까지 kSamples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록된 샘플 데이터는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줌 기능 

- 최고 50ns 의 해상도를 가진 시간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