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엑스와
정비사가 함께 만든
자동차 진단기의
새로운 솔루션 !
자동차의 진화에 맞춰
진단과 검사 방법도 진화한
최고의 휴대형 종합진단기

문의ㅣ아이엑스 031) 995 - 6444
주소ㅣ우 410 - 7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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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S 국내 5개사 차량지원

대한민국 1 % 기술력의 정비사가
사용하기 시작한 휴대형 종합 진단기

현대자동차

축적된 노하우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정비사가 바라던 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빠른 부팅 속도. 빠른 통신 속도.

기아자동차

안정된 최신 OS의 적용 (WinCE 6.0)
Automotive 전용 iMX51 (Cortex A8) CPU 모듈 적용
16기가 바이트의 충분한 기본 메모리.
7인치 와이드 컬러 LCD / 터치스크린 / 스타일러스펜
내장 후면 카메라 / 외장 내시경 카메라 (기본 옵션)
운전대나 후드에 거치 할 수 있는 거치형 고정대
4500mAH의 배터리 내장으로 장시간 사용

쌍용자동차

어두운 곳에선 조명을 켜고
비좁고 감춰진 곳은 내시경으로 살펴 보고,
내장카메라로 기록 해 둘 수 있습니다.

기본 품목

터치와 키보드가 같이 운영되며
여기 저기 방황 할 필요 없는 메뉴 구조.
이제 여러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르노삼성

옵션 품목

지원 프로토콜 (Protocol)
•
•
•
•
•

제품에 대한 전자파 및 안전규격을 취득하였습니다.

J1850 - PWM / J1850 VPWM : ISO 11519 - 4
ISO 11898 / ISO 11519 / ISO 15765 / SAE - J2411 ... : CAN
ISO 9141 - 2 (K / L Line) / ISO 14230 - 4 (KWP2000)
MELCO / CCD (CHRYSLER) / DDL (NISSAN) / MIL CODE ...
UART Type ...

-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중점 지원
- 진단 결과 프린트 폼 지원 ( PC유틸리티 사용 )

쉐보레

★ F, W, G, CNG, G-CNG 엔진 상용차 진단 무상 지원

정비사와 함께 만든 진단기

정비사와 같이 만든 스코프

즐겨찾기와 바로가기

최신 차종 수시 업그레이드

일목요연한 시스템 메뉴

고장코드 일괄진단과 레포트 저장

개별 고장코드

스코프

멀티메타

캡처 웨이브

LPG체커

부조실린더검사(CKP, CMP)

센서데이터 즉시 단위변경

센서데이터 고정 전부보기

센서데이터 고정 일부보기

센서데이터 기준값모드

센서데이터 현재값모드

부조실린더검사(배터리)

흡기라인 검사

피스톤링 검사

배기라인 검사

인젝터(가솔린) 검사

센서데이터 NONE모드

센서데이터 상황별 저장

센서데이터 상황별 불러오기

센서데이터 상황별 비교

특수기능

인젝터(커먼레일) 검사

인젝터(GDi, LPLi, LPGi) 검사

시뮬레이터

엑츄에이터

저장과 재생

•자동 설정 모드 지원
(커먼레일 레일압력 자동 환산, 각종 특수한 검사(가솔린 / 커먼레일 / LPG엔진) 모드 자동 설정 지원)

•한 화면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한 스코프 메뉴 구조
•자동차 센서 및 신호의 특성에 맞춘 1 : 2 : 3 : 5 비율의 구현
강제구동

강제구동과 센서그래프

주행데이터 기록
고장코드 진단가이드가 없어도
파형을 볼 줄 몰라도
문제의 데이타가 빨간색으로 표시

사례 : 그랜드 카니발

정비정보

EGR 액츄에이터

( 시간축 : 1us, 2us, 3us, 5us ~~ 1ms, 2ms, 3ms, 5ms ~~ 10S )
( 전압축 : 10mV, 20mV, 30mV, 50mV ~~ 1V, 2V, 3V, 5V ~~ 100V )

회로도

0.0

7.5

%

•채널 1과 채널 2의 개별 파형 보기 및 중첩 화면 보기 제공
•파형 반전 (Invert) 제공
ON

OFF

-

5.88

8.63

mm3

•스코프 2채널, 엑츄에이터 / 시뮬레이터, 멀티미터를 한 화면에서 동시 작동
•시간축(좌우) / 전압축(상하) / 트리거 커서 모드의 지원
•그리드 보기 / 감추기 지원
•원하는 파형만을 선택하여 잡아 볼 수 있는 캡춰 웨이브 기능 제공
•멀티미터의 다양한 기능 (ACV, DCV, 저항, 단선체크, 주파수, 듀티)
•파형의 저장 및 파형재생을 한 화면에서 제공
•본사 A/S 없이, 현장에서 스코프 채널 영점조정 (켈리브레이션)

엔진 경고등

(고장코드와 센서데이터 비교 기능)

연료 분사량

DUAL
사례 - 고장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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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센서데이터 1

듀얼버전은 HDMI로 연결하여 별도 외부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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