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ROVITEK.COM 

 

 

 

   

 

 

 

 

 

 

 

 

 

 
 

  



  

 

WWW.ROVITEK.COM I-U2C-CA-200 

- 2 - 

제품 사용 유의 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고, 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

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격 전압 및 전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 또는 고장, 화재의 위험이 있

습니다. 

2. 사용시 정전기 또는 외부의 전기충격에 민감하오니 주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또는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접지된 금속 등에 먼저 접촉하여 

인체 등에 대전되어 있는 정전기를 방전해 주십시오. 

3.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시에는 파손 또는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4. 제품 개봉 후 본 매뉴얼에 따른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품의 착탈은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차단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손상 

또는 오동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6. 제품 운영 중 도전 부분 (금속으로 노출된 부분)으로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제품손상 

또는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7. 배선작업 등은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차단하고 실행하십시오. 제품손상 또는 오동작과 감전

의 원인이 됩니다. 

8. 제품을 볼트나 나사로 기구 물에 부착 시 제품의 단자 또는 도전 부분 그리고 부품을 피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손상 또는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9. 사용시 제품상 오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화재, 고장, 오동작의 원인

이 됩니다. 

10. 청소, 단자, 모듈설치 나사의 조임은 반드시 전원을 외부에서 차단하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전, 고장,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나사를 너무 조이면 제품 파손,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 제품을 분해, 개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 오동작,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WWW.ROVITEK.COM I-U2C-CA-200 

- 3 - 

New USB2CAN (I-U2C-C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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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방식 및 LED 동작 정보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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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2CAN 개요 

USB2CAN은 Host PC에서 USB 포트를 이용하여 CAN BUS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USB to 

CAN BUS 어댑터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CAN은 Multi-Master 통신으로 주로 자동차 산업이나 분산 제어를 요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CAN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USB2CAN는 PC상의 USB를 통해 CAN을 접근하도록 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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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2CAN의 치수(mm) 

 

- 구성물   USB2CAN 1개, USB 케이블 1개, mini CD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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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방식 및 LED 동작 정보 

- 연결 방식 

     

그림1. PC USB 연결]       [그림2. CAN BUS 연결]     [그림3. D-SUB 핀배열] 

그림1과 같이 PC측은 Mini USB AB로 연결되며, 전원은 USB의 전원을 이용합니다.  

CAN BUS단은 그림2의 D-SUB 9pin 커넥터(별도 구매)를 이용해 연결하게 되며, PIN의 배치는 그림3

과 같습니다. 

 

 

 

- Power LED (그림 좌측) 

USB 연결시 빨강색으로 켜지고, 동작(Start)시 초록색이 깜빡입니다. 

- Status LED (그림 우측) 

TX 명령을 보낼 때(더블 클릭) 마다 초록색이 On/Off 상태가 토글, 토글할 때 마다 수신하는 RX Data

가 있으면 빨강색이 발광하고, 경우에 따라 둘 다 켜질 경우 주황빛(연갈색)으로 점등 

  

  



  

 

WWW.ROVITEK.COM I-U2C-CA-200 

- 7 - 

4. USB2CAN Monitoring Tool 

- 개요 

New USB2CAN Monitoring Tool은 USB2CAN(I-U2C-CA-200)을 위한 전용프로그램으로서 CAN BUS

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CAN 통신 속도 설정, 송/수신 데이터 저장/불러오기 기능을 갖춘 프

로그램입니다(최신 버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일한 제품명의 기존 USB2CAN(I-U2C-CA-100)과는 하드웨어가 변경되어 호환되지 않습니다. 

 

- 특징 

•인터페이스 : PC Side(USB) – Device Side(CAN) 

•CAN BUS를 이용하는 장치에 Data 모니터링 

•CAN Baudrate 1000K, 500K, 250K, 200K, 125K, 100K, User(사용자 정의) 설정값 제공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 가능(short, int, long, float, double) 

•송/수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Data를 불러오기가 가능 

 

- 설치 

다운로드 : http://rovitek.com/product/rp/USB2CAN.asp 

운영체제 : Windows XP, Windows Vista, 7, 8(64비트 설치 지원) 

 

위 다운로드 URL에서 받은 설치 파일의 압축을 풀고, setup.exe를 실행 

!! PC 환경에 따라 사전에 Visual C++ 2008 Redistributable x86 과 .NET Framework 3.5 SP1이 없

을 경우, 파일내에 vcredist_x86과 링크(.NET 3.5 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를 통해 설치 후 실행 

 

!! 저장하고 불러오는 파일 형식은 CSV이며, 총 10,000 Line의 Data 를 갱신 

  

http://rovitek.com/product/rp/USB2CA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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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구성 

 

[그림 4 : Main UI] 

- 사용법 

1. USB2CAN 연결(Power LED 빨강 켜짐) 후 

'Rescan' 하면 리스트에 Dev1, 2 … 로 장치가 

출력되고, Connect가 활성화 됨. 

 

2. Connect를 클릭하면 Baudrate 1000k(기본 속도값)로 장치와 연결. CAN 접속 환경 변경은 ‘Use 

previous config.’의 체크를 해제한 후 재연결(DisConnect후 Connect를 다시 클릭)하면 팝업됨 

* p9. 부록 CAN Configuration 상세설명 참조 

3. 'Start' 를 클릭(Power LED 초록 점멸)하면 USB2CAN 기능이 동작(Enable)하고, ‘TX Data’영역의 

표안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CAN Message Editor가 팝업됨 

 

*CAN Message Editor는 표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나타나며, 입력된 값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해당 값 수정으로 동작. 

 

*p9. 부록 CAN Message 상세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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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 CAN Configuration : USB2CAN의 CAN 통신 Bit Timing 설정용 다이얼로그 

 

•Baudrate : 미리 설정된 CAN 통신 속도(1000K, 500K, 250K, 200K, 125K, 100K, User)중 선택 

•Baudrate 사용자 값 : User로 설정시 Bit Segment 1, 2, SJW, Prescaler를 사용자 직접 입력 

User 설정 시 아래의 계산식 참조 

 

 

- CAN Message Editor 

 

•숫자 표시 형식 : CAN Message Editor의 숫자 표시 형식을 Dec(10진수)와 Hex(16진수) 중 택일 

•ID 자리 형식과 CAN ID : 기본(Ext. 체크해제) 0x000 ~ 0x7FF(2047) 

확장시(Ext. 체크)   0x00000000 ~ 0x1FFFFFFF(536,870,911) 

•CAN DLC와 DATA : DLC 선택범위 0~8 중 선택된 해당 수만큼 DATA 입력이 활성화 됨 

                     DLC가 0일 경우 RTR=1, 그외에는 RTR=0으로 자동설정 

Baudrate = (Clk / prescaler ) / (BS1 + BS2) 

Clk = 72MHz 로 고정 

BS#(= Bit Segment #) : BS1, BS2의 값에 따라 샘플링 포인트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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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제한 보증 

정상적으로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 일을 기준으로 1년간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품에 관리 코드가 없기 때문에 구입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또는 그에 준하는)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제한 보증은 구입한 제품에 한하며,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공임, 배상,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유상 처리 기준 

1. 취급 부주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고장. 

2. 제품의 임의 변경, 개조, 인정되지 않는 수리에 따른 고장. 

3. 구입 일로부터 1년을 초과했거나 적격 증빙(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주의) 확인되지 않는 판매처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또는 그에 준하는)의 불가항력적인 고장. 

 

∷ 배송 비용 부담 

1. 구입 후 14일이내 초기 불량 시 판매처에서 왕복 배송 부담(단, 이 기준은 로비텍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 함. 그 외는 해당 구입처 규정을 따름). 

2. 무상 보증 기간 이내 시 판매처/구매자 각각 선불배송. 

3. 1,2항을 제외한 경우 배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구매자 부담. 

 

※ 문의처 

로비텍(ROVITEK) 

(전화) 070-4651-1580  (팩스) 053-856-2116  (메일)hi@rovitek.com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 책임, 소유권은 모두 로비텍(ROVITE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