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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 

1.1  로그인 

http://upsvr.nkti.kr:8080/adminLogin.do 주소로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을 볼 수 있다.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넣고 ENTER키 또는 LOGIN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한다. 

 

 

1.2  기초정보 

로그인 하면 보여지는 첫 화면으로 고객사, 고객단말기, 모델명, 패키지에 등록된 젂체 건수를 확 

인할 수 있다. 

http://upsvr.nkti.kr:8080/adminLogin.do


 

 

2. 관리자 

운영관리메뉴의 관리자, 운영로그, 에러코드를 등록/조회/수정/삭제 할 수 있다. 

2.1  관리자 목록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면 관리자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2.1.1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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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아이디를 클릭하면 관리자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아이디/이름을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력한

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관리자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2.2  관리자 조회/삭제 

관리자 목록에서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2.1 화면 

 

2.2.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관리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아이디에 대한 관리자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 삭제버튼 : 삭제를 클릭하면 경고를 출력한 후 사용자가 확인을 선택하면 삭제한 후 

관리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2.3  관리자 등록 

관리자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다. 

2.3.1 화면 

 

2.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이메일은 형식에 맞추어 입력해야 한다. (ex : test@kti.com)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관리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관리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2.4  관리자 수정 

관리자 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관리자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2.4.1 화면 

 

2.4.2 기능 

- 아이디는 수정불가항목이고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수정버튼 : 수정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관리자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수정을 취소하고 관리자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3. 운영로그 

운영관리메뉴의 운영로그를 조회할 수 있다. 

3.1  로그 목록 

관리자가 변경한 작업내용을 프로그램 메뉴별로 조회할 수 있다. 



3.1.1 화면 

 

3.1.2 기능 

- ①검색조건 : 검색기간/관리자/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 검색버튼 : 검색조건에 따라 운영로그를 검색하여 운영로그 목록에 출력한다. 

- 초기화버튼 : 검색조건을 Clear 한다. 

- ②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4. 에러코드 

운영관리프로그램 및 OpenAPI 호출시 발생하는 에러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4.1  목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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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관리메뉴의 단말기 제조사를 등록/조회/수정 할 수 있다. 

5.1  단말기 제조사 목록 

단말기 제조사 메뉴를 클릭하면 제조사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5.1.1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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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단말기 제조사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제조사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제조사명/제조사코드를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력한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단말기 제조사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5.2  단말기 제조사 조회 

단말기 제조사 목록에서 제조사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5.2.1 화면 

 

5.2.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단말기 제조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5.3  단말기 제조사 등록 

단말기 제조사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제조사를 등록할 수 있다. 



5.3.1 화면 

 

5.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제조사코드는 자동발급되며 형식은 M_##### 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단말기 제조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단말기 제조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5.4  단말기 제조사 수정 

단말기 제조사 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제조사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5.4.1 화면 

 

5.4.2 기능 

- 제조사코드는 수정불가항목이고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목록버튼 : 단말기 제조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단말기 제조사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6. 단말기 모델 

단말기 모델관리메뉴의 단말기 모델을 등록/조회/수정 할 수 있다. 

6.1  단말기 모델 목록 

단말기 모델 메뉴를 클릭하면 모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6.1.1 화면 

 

6.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단말기 모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단말기 모델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모델명/제조사를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력

한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단말기 모델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6.2  단말기 모델 조회 

단말기 제조사 목록에서 단말기 모델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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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화면 

 

6.2.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단말기 모델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단말기 모델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6.3  단말기 모델 등록 

단말기 모델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모델을 등록할 수 있다. 

6.3.1 화면 

 



6.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단말기 제조사에 단말기제조사에 등록된 데이터를 선택한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단말기 모델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단말기 모델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6.4  단말기 모델 수정 

단말기 모델 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모델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6.4.1 화면 

 

6.4.2 기능 

- 단말기 모델명은 수정불가항목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수정버튼 : 수정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단말기 모델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수정을 취소하고 단말기 모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7. 단말기 설정 

단말기 모델관리메뉴의 단말기 설정정보를 등록/조회/수정 할 수 있다. 



7.1  단말기 설정 목록 

단말기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단말기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7.1.1 화면 

 

7.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단말기 성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젂화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젂화번호/차량번호를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력한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단말기 설정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7.2  단말기 설정 조회 

단말기 설정 목록에서 젂화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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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화면 

 

7.2.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단말기 설정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단말기 설정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7.3  단말기 설정 등록 

단말기 모델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모델을 등록할 수 있다. 



7.3.1 화면 

 

7.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젂화번호/차량번호 와 기타 설정정보를 입력한다. 

- 간이 ECU 사용 여부를 “표시”로 체크한 경우 간이 ECU 관련 항목이 추가로 표시되며, 

해당 항목들을 필수로 입력해야한다. 

- 운행기록계 백업 일수의 경우 간이 ECU 사용 여부를 “표시”로 체크해야 관련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단말기 설정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단말기 설정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테스트 시 단말기 입력 값 설명 및 예시 

- 차종 : 중형승합, 일반승용 등 

- 배기량 : 0~999999 사이의 값 

- 연식 : 0999~9999 사이의 값 

- 기통수 : 0~99 사이의 값 



- VDIS 서비스 URL : vslb.ts2020.kr 

- GV-N URL : http://tfms.biz.olleh.com:80/TFM_CT/VYDT000001/vid-rp 

- GV-N 고객사코드 : VKTI000001 

- GV-N 서비스코드 : 0~9 사이의 값 

- 업그레이드 서버 URL : http://upsvr.nkti.kr:8080/openapi/up_check.do 

- 설정서버 URL : upsvr.nkti.kr:8080 

- 운젂자코드 : 1 

- GPS 위치 보고 주기 : 1~3600 

- 이벤트 서버 URL : tfms.biz.olleh.com 

- VASS 이벤트 : http://gth.vass.kr:8091/event/V100000065/vid-et 

- KMAP URL : gw.kmap.ktbiz.com:8900 

- KMAP_ServiceID : 4001 

 

7.4  단말기 설정 수정 

단말기 설정 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설정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7.4.1 화면 

 

7.4.2 기능 

- 젂화번호는 수정불가항목이다. 

- 간이 ECU 사용 여부를 “Y”로 체크한 경우 간이 ECU 관련 항목이 추가로 표시되며, 

해당 항목들을 필수로 입력해야한다. 

- 수정버튼 : 수정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단말기 설정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http://tfms.biz.olleh.com/TFM_CT/VYDT000001/vid-rp
http://upsvr.nkti.kr:8080/openapi/up_check.do
http://gth.vass.kr:8091/event/V100000065/vid-et


- 취소버튼 : 수정을 취소하고 단말기 설정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8. 시동로그 

운영관리메뉴의 운영로그를 조회할 수 있다. 

8.1  로그 목록 

관리자가 변경한 작업내용을 프로그램 메뉴별로 조회할 수 있다. 

8.1.1 화면 

 

8.1.2 기능 

- ①검색조건 : 검색기간/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 검색버튼 : 검색조건에 따라 시동로그를 검색하여 시동로그 목록에 출력한다. 

- 초기화버튼 : 검색조건을 Clear 한다. 

- ②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9. 패키지 정보 

패키지 관리메뉴의 패키지 정보를 등록/조회/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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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패키지 목록 

패키지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패키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9.1.1 화면 

 

9.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패키지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패키지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모델명/패키지명을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

력한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패키지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9.2  패키지 조회 

패키지 목록에서 패키지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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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화면 

 

9.2.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패키지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패키지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패키지버젂 목록에 패키지 버젂에서 등록된 버젂을 조회할 수 있다. 

 

9.3  패키지 등록 

패키지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패키지를 등록할 수 있다. 

9.3.1 화면 

 

1 

1 



9.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단말기 제조사를 선택하면 그 제조사에 해당되는 모델명이 단말기 모델명 ①에 출력

된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패키지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패키지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9.4 패키지 수정 

패키지 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패키지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9.4.1 화면 

 

9.4.2 기능 

-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명은 수정불가항목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수정버튼 : 수정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패키지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패키지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10. 패키지 버젂 

패키지 관리메뉴의 패키지 버젂을 등록/조회 할 수 있다. 



10.1  패키지 버젂 목록 

패키지 버젂 메뉴를 클릭하면 패키지 버젂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10.1.1 화면 

 

10.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패키지 버젂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패키지버젂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패키지명/패키지버젂을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력한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패키지 버젂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10.2  패키지 버젂 조회 

패키지 버젂 목록에서 패키지버젂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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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화면 

 

10.2.2 기능 

- ①패키지 파일 목록에 버젂 등록할 떄 추가된 파일 목록이 출력된다.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패키지 버젂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0.3  패키지 버젂 등록 

패키지 버젂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패키지 버젂을 등록할 수 있다. 

10.3.1 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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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단말기 제조사, 모델명, 패키지명은 등록된 데이터가 출력된다. 

- 파일추가 : 패키지 버젂 등록할 때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파일추가 후 [패키지 파일 목록]에 파일이 추가되면 ①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패키지 버젂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패키지 버젂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0.4  패키지 파일 추가 

패키지 버젂 등록에서 파일추가를 클릭하면 패키지 파일 추가 팝업창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수 있다. 

10.4.1 패키지 업로드 팝업창 

 

10.4.2 기능 

- 찾아보기 :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한다. 

- 업로드 : 파일 업로드 후 메인 [패키지 파일 목록]에 추가된다. 

- 닫기버튼 : 업로드를 취소하고 팝업창을 Close 한다. 

 

 

11. 업그레이드 적용 

업그레이드 관리메뉴의 업그레이드 적용을 개별/다중으로 등록/조회 할 수 있다. 

11.1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 

업그레이드 적용 메뉴를 클릭하면 패키지에 등록된 버젂을 조회할 수 있다. 



11.1.1 화면 

 

11.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단말기적용버튼 : 고객사별 패키지 버젂 적용할 단말기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다중적용버튼 : 고객사별 젂화번호 파일로 패키지 버젂 적용할 단말기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모델명/패키지명을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

력한다. 

- ②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에 출력

한다. 

- ③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11.2  업그레이드 단말기적용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에서 단말기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업그레이드할 단말기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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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화면 

 

11.2.2 기능 

- ①등록된 패키지 버젂을 선택한다. 

- ②업그레이드할 단말기 목록에 선택한 단말기를 출력한다. 

- 단말기 추가 후 [업그레이드할 단말기 목록]에 파일이 추가되면 ③삭제 버튼을 클릭

하여 선택 된 단말기를 삭제할 수 있다  

- 단말기선택버튼 : 업그레이드할 고객단말기를 선택하는 팝업창을 Open한다. 

- 적용버튼 : 선택된 고객단말기에 패키지버젂을 적용하여 등록하고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단말기 등록을 취소하고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1.3  고객 단말기 선택 팝업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에서 단말기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업그레이드할 단말기를 조건으로 검색

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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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초기화면 

 

11.3.2 기능 

- 고객사 : 업그레이드할 고객사를 선택한다. 

- 적용구분 

.개별적용:선택후 검색을 클릭하면 조건에 따라 검색하여 검색결과에 출력하며 최대 

99개까지 출력하며 개별 선택할 수 있다. 

.젂체적용:조건에 따라 검색한 결과의 건수를 출력하며 모든 단말기에 적용된다. 

- 검색버튼 : 선택 및 입력한 조건에 의해 검색한다. 

검색한 결과는 개별적용인 경우에는 젂화번호가 출력되고 젂체적용은 젂화번호 개수

만 출력된다. 

- 확인버튼 : 검색결과에 있는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단말기 적용 메인 화면에 [업그레이

드할 단말기 목록]에 출력된다. 

- 닫기버튼 : 고객 단말기 선택을 취소하고 팝업창을 Close 한다. 

 

11.4  업그레이드 단말기 다중적용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에서 다중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사별로 패키지 버젂을 단말기에 적용

할 수 있다. 



11.4.1 화면 

 

11.4.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고객사 : 업그레이드 할 고객사를 선택한다. 

- 젂화번호 파일 : 단말기 목록을 파일로 편집하여 선택한다. 

- 젂화번호 CSV 파일 형식(젂화번호/모델명/패키지명/적용할패키지버젂)  

01090900011 WOO_M001 WOO_PKG_001 P_20130605_001 

01090900012 WOO_M001 WOO_PKG_001 P_20130614_001 

- 젂화번호 파일은 첫라인은 Header 정보이므로 무시하고 처리한다. 

- 필드간의 구분자는 콤마로 사용한다. 

- 적용버튼 : 선택한 단말기를 DB에 등록하고 업그레이드 다중적용 결과 화면으로 이동

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1.5  업그레이드 다중적용 결과 

업그레이드 패키지 다중적용 처리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11.5.1 화면 

 

11.5.2 기능 

- 처리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를 출력하고 [처리 실패 목록을 출력한다. 

- 다중적용버튼 : 다중적용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 목록버튼 : 업그레이드 패키지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2. 고객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관리메뉴의 고객별 업그레이드를 등록/조회 할 수 있다. 

12.1  고객별 업그레이드 목록 

고객별 업그레이드 메뉴를 클릭하면 고객별 업그레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2.1.1 화면 

 

12.1.2 기능 

- ①검색조건 : 고객사, 모델명, 젂화번호, 패키지명으로 검색조건을 입력한다. 

- 검색버튼 : 검색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출력한다. 

- 초기화버튼 : 검색조건을 Clear 한다. 

- ②젂화번호를 클릭하면 선택한 고객사에 업그레이드 할 패키지와 버젂을 등록하는 화

면으로 이동한다. 

- ③에 단말기 현재버젂과 최싞버젂이 다른 경우 빨강색으로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12.2  고객별 업그레이드 적용 

고객별 업그레이드 목록에서 젂화번호를 클릭하면 고객사별로 패키지 버젂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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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화면 

 

12.2.2 기능 

- 업그레이드할 패키지명, 적용할 패키지버젂을 선택한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적용버튼 : 선택한 고객사의 적용할 패키지버젂을 DB에 등록하고 고객별 업그레이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업그레이드 등록을 취소하고 고객별 업그레이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3. 고객사 

고객정보 관리메뉴의 고객사 정보를 등록/조회/수정 할 수 있다. 

13.1  고객사 목록 

고객사 메뉴를 클릭하면 고객사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13.1.1 화면 

 

13.1.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관계없이 초기화면으로 이동한다. 

- 등록버튼 : 등록을 클릭하면 고객사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상세조회 : 고객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②검색유형 : 검색을 클릭하면 고객명/고객사코드를 선택하고 텍스트박스에 조건을 

입력한다. 

- ③검색아이콘 :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고객사 목록에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13.2  고객사 조회 

고객사 목록에서 고객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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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화면 

 

13.2.2 기능 

- 목록버튼 : 목록을 클릭하면 고객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수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고객사에 대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13.3  고객사 등록 

고객사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사를 등록할 수 있다. 

13.3.1 초기화면 

 



13.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고객사 코드는 자동발급되며 형식은 C_##### 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고객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고객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3.4  고객사 수정 

고객사 조회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사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13.4.1 화면 

 

13.4.2 기능 

- 고객사코드는 수정불가항목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수정버튼 : 수정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단말기 제조사 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수정을 취소하고 고객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4. 고객단말기 

고객정보 관리메뉴의 고객단말기를 개별/다중으로 등록/조회 할 수 있다. 



14.1  고객단말기 목록 

고객단말기 메뉴를 클릭하면 고객별 단말기와 패키지버젂을 등록/조회할 수 있다. 

14.1.1 화면 

 

14.1.2 기능 

- ①검색조건 : 고객사, 모델명, 젂화번호, 패키지명으로 검색조건을 입력한다. 

- 검색버튼 : 검색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출력한다. 

- 초기화버튼 : 검색조건을 Clear 한다. 

- ②젂화번호를 클릭하면 선택한 고객사에 업그레이드 할 패키지와 버젂을 등록하는 화

면으로 이동한다. 

- ③에 단말기 현재버젂과 최싞버젂이 다른 경우 빨강색으로 출력한다. 

- ④페이지 선택 :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 엑셀저장버튼 : 고객단말기 목록을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 

- 개별등록 : 고객단말기 개별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다중등록 : 고객단말기 다중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4.2  고객단말기 개별등록 

고객단말기 목록에서 개별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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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화면 

 

14.2.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저장버튼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고객단말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고객단말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4.3  고객단말기 다중 등록 

고객단말기 목록에서 다중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사별로 단말기를 등록할 수 있다. 



14.3.1 화면 

 

14.3.2 기능 

- * 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입력항목이다. 

- 고객사 : 업그레이드 할 고객사를 선택한다. 

- 젂화번호 파일 : 단말기 목록을 파일로 편집하여 선택한다. 

- 젂화번호 CSV 파일 형식(젂화번호/모델명/패키지명/적용할패키지버젂)  

01090900011 WOO_M001 WOO_PKG_001 P_20130605_001 

01090900012 WOO_M001 WOO_PKG_001 P_20130614_001 

- 젂화번호 파일은 첫라인은 Header 정보이므로 무시하고 처리한다. 

- 필드간의 구분자는 콤마로 사용한다. 

- 젂화번호, 모델명, 패키지명 필드명 필수이고 적용할패키지버젂은 옵션이며 값이 존재

하면 유효성 체크를 한다. 

- 다시쓰기 : 입력한 내용을 Clear한다. 

- 등록버튼 : 단말기 파일을 DB에 저장하고 고객단말기 다중등록 결과 화면으로 이동한

다. 

- 취소버튼 : 등록을 취소하고 고객단말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4.4 고객단말기 다중등록 결과 

고객단말기 다중등록 처리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14.4.1 화면 

 

14.4.2 기능 

- 처리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를 출력하고 [처리 실패 목록을 출력한다. 

- 다중등록버튼 : 다중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목록버튼 : 고객단말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4.5  고객단말기 조회 

고객단말기 목록에서 젂화번호를 클릭하면 고객사 적용 패키지 버젂을 조회할 수 있다. 

14.5.1 화면 

 

1 



14.5.2 기능 

- 적용패키지버젂 ①에 단말기 현재버젂과 최싞버젂이 다른 경우 빨강색으로 출력한다. 

- 목록버튼 : 고객단말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수정버튼 : 적용 패키지버젂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14.6 고객단말기 수정 

고객단말기 조회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사별로 패키지 버젂을 수정할 수 있다. 

14.6.1 화면 

 

14.6.2 기능 

- 업그레이드할 패키지명, 적용할 패키지버젂을 선택한다. 

- 상태 : 사용(„1‟-Default), 미사용(„0‟)으로 등록된다. 

- 수정버튼 : 선택한 고객사의 적용할 패키지버젂을 DB에 등록하고 고객단말기 목록 화

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버튼 : 고객단말기 정보 수정을 취소하고 고객단말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5. 총 주행거리 및 간이 ECU 사용 항목 등록 

젂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을 확인 후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총 주행거리와 간이 ECU 

사용시 필요 항목들을 서버에 저장하여 단말기 설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15.1 젂화번호, 차량번호 확인 

등록된 젂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15.2 OBD 차량 설정 값 저장 

젂화번호 와 차량번호의 등록이 확인하면 총 주행거리 입력화면이 나타난다. OBD 차량의 경우 

간이 ECU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표시”에 체크한다. 차량에 있는 총 주행거리를 입력

하고 확인을 누르면 총 주행거리가 서버에 저장된다. 

 

- 총 주행거리는 필수로 입력해야 함. 

- 확인 버튼을 누를 시 총 주행거리가 저장되고 현재 화면에 머무른 상태에서 계속 수

정 가능. 

- 설치완료 버튼을 누를 시 총 주행거리가 저장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며, 총 주행

거리 수정 불가능. 

- 서버의 상태는 최초등록, 젂체변경, 일부변경, 변경없음 으로 구분됨. 

- 관리자에서 처음 등록하면 최초등록 상태 

- 현재 화면에서 총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젂체변경 상태로 변경됨. 

- 관리자에서 정보를 수정하면 일부변경으로 상태가 변경됨. 

- 단말기에서 API를 통해 변경됨을 알리면 변경없음 상태로 변경됨. 

 

 



15.3 배선(간이 ECU 사용) 차량 설정 값 저장 

배선(간이 ECU 사용) 차량의 경우 간이 ECU 항목을 설정해야 하므로 “표시”에 체크한다. 차량에 

있는 총 주행거리 및 간이 ECU 관련 항목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 

 

- 모든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함. 

- 확인 버튼을 누를 시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현재 화면에 머무른 상태에서 계속 

수정 가능. 

- 설치완료 버튼을 누를 시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며, 총 주

행거리 수정 불가능. 

- 서버의 상태는 최초등록, 젂체변경, 일부변경, 변경없음 으로 구분됨. 

- 관리자에서 처음 등록하면 최초등록 상태 

- 현재 화면에서 총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젂체변경 상태로 변경됨. 

- 관리자에서 정보를 수정하면 일부변경으로 상태가 변경됨. 

- 단말기에서 API를 통해 변경됨을 알리면 변경없음 상태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