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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Vehicle Spy 는 한 컴퓨터의 여러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각자의 프로젝트와 저장데이터, 스크립트, 설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처음 Vehicle Spy 를 접하는 고객들을 위해 따라 하기 
쉬운 튜토리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또한 캔시스템은 정기 혹은 비정기 교육을 제공합니다

메시지 설정과 모니터링
Message view 에서 사용자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터를 사용하거나, 분류 
작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Signal 과 
메시지를 동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네트워크에서 변경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Message Editor 는 사용자가 송수신 데이터의 
Signal 이나 차량네트워크의 real-time 통신 
메시지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Network View
Network View 에서 사용자는 여러 
네트워크들의 통계나 속성, 버스 사용률 등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Vehicle Spy
• 네트워크 모니터링
• 진단
• 데이터 수집/로깅
• 노드 시뮬레이션
• 자동화 테스트

지원되는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 CAN Bus, LIN Bus
• FlexRay
• J1850, K-Line, J1939
• J1708, ISO9141

• Keyword 2000, GMLAN
• UART
• CCP/XCP
• ISO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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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Spy 는 다수의 차량용 인터페이스 하드
웨어를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ntrepidcs.co.kr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주문정보:

VSPY-3 Vehicle Spy 3 software license

Part Number       Description

Graphical Panel
사용자는 원하는 수만큼의 Graphical panel 에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Vehicle Spy 는 
Graphical panel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Gauge, Message Panel, Knob, Text, 
Button 등등) 또한 Graphical display 와 Flash control 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이나 Flash 를 추가하여, 
Graphical panel 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Data Analysis
분석 기능은 multi-Y axis, multi-X axis 데이터 파일 
오버레이, 클립 보드에 복사 등 여러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Scripting and Automation - Function Blocks
Function block 을 사용해 복잡한 텍스트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 동작을 
설정하고, 노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Scripting and Automation - Java
Vehicle Spy 는 디버깅, 변수 계산, 
브레이크 포인트를 포함하는 자바 
스크립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Embedded Datalogging and Scripting
neoVI 제품군과 결합되어, Vehicle Spy3 
는 ECU Flashing, 진단과 데이터 로깅 
등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neoVI 
하드웨어는 Vehicle Spy3 에서 제작된 
스크립트를 로딩하여 자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Vehicle S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