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징과 장점

발진기 허용 오차 및 전파 지연 계측 기

능은 네트워크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AN 및 LIN 메시지의 동시 프로토콜

디코딩은 두 네트워크 세그먼트 사이에

통신 정확성과 허용 가능한 기 시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스 기능을 보다 명확히 가시화하기 위

해 디코드 및 타임스탬프 처리된 CAN

메시지를 타이밍 파형에 연결하는 기능

이 있습니다.

내장된 검색 기능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서 네트워크 문제를 효율적으로 디버그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AN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을 통해 지

터, 진폭 편차, 스파이크 및 리치로 인

한 CAN 메시지 내의 노이즈를 신속히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 트래픽 계측 기능은 상이한 CAN

메시지 프레임에 해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CAN 싱 와이어(Single Wire), CAN

듀얼 와이어(Dual Wire) 및 CAN 장애

허용 기능으로 다기능성이 특징입니다.

ID, DATA 및 DLC와 같은 CAN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트리거 조건을 설정함

으로써 네트워크 디버그 시간을 단축합

니다.

트리거 조건을 과부하 탐지, 오류 및 원

격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CAN 네트워크

통신 오류를 신속히 식별할 수 있습니

다.

엔지니어가 If-then-Else와 같은 강력한

조건부 트리거를 사용하여 CAN 네트워

크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적으로 또는 가

끔 발생하는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캡처

할 수 있습니다.

특정 CAN 메시지의 N번째 발생을 트리

거하여 지속 시간이 긴 네트워크 타이밍

성능을 특성화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트리거합니다.

ACK 비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단일 CAN 노드를 테스트할 때는 CAN

노드를 수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차내 네트워크 통합, 손쉬운 시스

템 통합, CAN 및 LIN 프로토콜

디코딩

CAN/LIN 타이밍 및 프로토콜 디코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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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TDSVNM CAN/LIN 타이밍 및 프로토콜 디

코드 소프트웨어는 텍트로닉스 디지털 오실

로스코프를 정교한 차내 네트워크 관리 툴로

바꾸어줍니다. 이 툴은 네트워크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AN

및 LIN 메시지를 동시에 프로토콜 디코딩하

는 기능을 비롯하여 업계 최고의 트리거 기

능, 발진기 허용 오차, 전파 지연 계측 기능

을 제공합니다.

TDSVNM은 모 든 텍 트 로 닉 스

TDS5000B/TDS7000/TDS7000B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 설치 가능하며 Crescent

Heart Software의 ATM-1 자동 트리거 모

듈과 함께 사용되어 정교한 차내 네트워크 관

리 툴을 구성합니다.

완벽한 CAN 네트워크 운
TDSVNM에는 업계 최초로 타이밍 계측 기

능이 내장되어 있어 CAN 네트워크를 빈틈

없이 운 하기 위해 문제를 디버깅하는 데 이

상적인 툴입니다. TDSVNM은 발진기 허용

오차 및 전파 지연 계측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비트 시간 단위로 샘플 포인트를 알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비동기 CAN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CAN 메시지를 정확

하게 샘플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전

송률 계측 기능은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CAN 노드라도 데이터 전송률이 일치하지 않

는 곳이 있으면 이를 신속히 식별합니다. 데

이터 전송률 불일치는 일련의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성

능을 저하합니다.

전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 환경은 노이즈가 심

합니다. CAN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을 해보

면 CAN 메시지에 과도한 지터, 진폭 편차,

스파이크 및 리치로 인한 문제를 재빨리 알

아낼 수 있습니다.

CAN 및 LIN 프로토콜 디코딩
TDSVNM은 CAN 및 LIN 메시지에 있는

NRZ 암호화 정보를 매우 쉽게 해석할 수 있

게 해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시간 역 정

보를 CAN 또는 LIN 형식의 데이터 링크 계

층 정보(16진수 또는 2진수)로 변환하여 귀중

한 설계 시간을 절약합니다. 

TDSVNM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타임스탬

프 정보는 신속한 특성화와 네트워크 성능 디

버깅을 위해 연관된 두 메시지 사이의 기

시간을 신속히 계측합니다. 확 /축소 기능을

사용하면 오실로스코프의 긴 획득 메모리를

사용하여 CAN/LIN 트래픽을 장시간 캡처하

는 중에 특정 CAN 메시지를 고해상도로 쉽

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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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VNM은 차내 네트워크의 두 세그먼트에

서 수신한 CAN 및 LIN 데이터를 업계 최초

로 동시에 프로토콜 디코딩하는 기능을 갖추

고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모두 충

족하는 강력 추천 툴입니다. 엔지니어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통신의 정확성과 게이트웨

이를 거쳐 정보를 교환할 때 허용 가능한

기 시간을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CAN 및 LIN 데이터 캡처
TDSVNM의 GUI와 결합된 ATM1 자동 트

리거 모듈이 제공하는 강력한 트리거 기능

덕분에 이 솔루션은 특정 조건에서 CAN 및

LIN 트래픽을 캡처하는 데 최적의 솔루션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CAN 프레임 유

형과 그 비트 값을 트리거함으로써 엔지니

어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디버그할 수 있습

니다. 

ATM1이 보유한 업계 최초의 첨단 트리거

기능은 차량의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네트

워크 성능을 디버그 및 특성화하는 독보적

인 트리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첨단 트리거

설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트리거 조건을 모

니터링할 수 있고 CAN 트래픽을 장시간 모

니터링하고 특정 이벤트를 캡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특징
기본 트리거*1-

데이터 프레임: ID, 데이터, DLC.

오류 프레임: ACK, 형태, CRC, 수동 및 능동

원격 프레임.

과부하 프레임.

ID와 데이터 값은 같음, 같지 않음, 더 작음, 더

큼, 범위 내 및 범위 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트리거*1-

임의의 두 CAN 2.0A/B 메시지 사이의 논리 OR.

고급 트리거*1-

상태 수: 3.

if-then 조건 당 최 이벤트 수: 2.

if-then 조건 당 최 트리거 작업 수: 3.

카운터 및 타이머 수: 각각 2개.

CAN 타이밍 계측 -

발진기 허용 오차*1, 전파 지연, 버스 트래픽, 아이

다이어그램*1, 데이터 전송률*1, 웨이크업 시간.

프로토콜 디코딩 -

CAN 2.0A, CAN 2.0B, LIN 1.2, LIN 1.3, LIN

2.0.

네트워크에 있는 임의의 두 세그먼트로부터 수신

된 CAN-CAN 및 CAN-LIN 메시지의 동시 프로

토콜 디코딩.

프로토콜 디코드 유틸리티 -

시간 역 파형으로 프로토콜 디코드된 메시지 연

결, 특정 CAN 메시지에 한 YT 파형 확 /축

소, 타임스탬프, 검색, 마커, 저장.

주문 정보
TDSVNM

CAN/LIN 타이밍 및 프로토콜 디코드 소프트

웨어.

TDS5000B/7054/7104/7000B와 함께

주문 시

옵션 VNM - 애플리케이션 CD 및 전자 설명

서 포함.

TDS5000B/7054/7104/7000B*2 구매

후 업그레이드

옵션 VNM-

TDS5000B-TDS5BUP 주문.

TDS7054/7104-TDS7UP 주문.

TDS7000B-TDS7BUP 주문.

권장 액세서리

옵션 3M-TDS5000B용으로 주문.

옵션 18-TDS5000B용으로 주문.

옵션 2M 또는 3M-TDS7054/7104용으로 주

문.

옵션 2M, 3M, 4M 또는 5M-TDS7000B 시

리즈용으로 주문.

TCA 1Mb 프로브 어댑터-DS7154B/

TDS7254B/TDS7404B/TDS7704B와 함께

사용 시.

기타-P5205, P5210, P5200, P6246, P6247,

P6248 및 ADA 400A 차동 프로브.

*1 ATM1 자동차 트리거 모듈에 의해 제공되는 트리거 기능

과 사용되는 계측 기능. ATM1은 Crescent Heart Software

(http://www.c-h-s.com)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트로닉스 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TDS7000B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1MΪ차동 프로

브를 사용하려면 TCA-1MEG TekConnect�1MΪ 버퍼 증

폭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