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즈링크 ( SeasLINK ) 사용자 가이드

현대씨즈올㈜

Ver. 1.0

씨즈링크 란?
제품의 기능
 엔진 센서 데이터 실시간 확인 및 고장 진단 알림 기능
 스마트폰을 통한 고장정보의 본사, 총판, 대리점과의 실시간 공유
 운행 이력 관리 기능 (연료소모량, 운행 시간 등)
 소모품 교환 주기 알림 기능
 그룹 보팅 위치 표시, 보팅 영상 촬영 등 편의 기능

제품 구성도
씨즈링크 동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luetooth 4.0

엔진 정보
운행 이력 관리

웹사이트

Wi-fi Or
Mobile Network

고장 진단

서비스 대리점과
고장 정보 공유

고장 정보 전송

운행 이력 관리

동행

엔진 정보 수집

운행 중 실시간 정보 확인

고장 진단 정보 실시간 공유

씨즈링크 란?
씨즈링크를 사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엔진 센서 데이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고장 발
생시 팝업 창도 떠요.
고객님 엔진에 고장 코드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본사 및 대리점과 실
시간 공유함으로써 방문 전에 진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전 진단을 통한 수리 예상 부품을 사전에 준비 지참 가능
• 진단 및 정비 시간 단축
• 진단 신뢰도 향상
 차계부처럼 운행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요.
Ex) 연료소모량,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
 설정된 소모품 교환 주기가 되면 씨즈링크가 알려줘요.
 엔진 운행상태를 저장하고 싶으세요? 저장버튼만 누르면, 서버에 저장
이 됩니다. 나중에 PC로 접속해서 엔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 본인 보트 및 연결된 그룹 보트 위치 표시 기능
• 주행 동영상 촬영 기능
• 대리점 검색 기능

고장 발생에 따른 사용 예시
고장 발생시 사용자 및 대리점 사용 예시
고장 발생
P0670
P0118

본사 및 대리점과
실시간 정보 공유

대리점 관리 고객 리스트 확인
(본사에서 판매 시 입력)

고장 코드 및 내용 확인

(이메일 전송)

고장 발생시 엔진 데이터 확인

현장 조치
사항 확인

가까운 A/S
지점 검색

고장 설명 및
정비 사례

스마트폰으로 웹 페이지 접속하여
동일 정보 확인 가능

고장에 따른 조치사항 공유
고장 진단 정보 공유

주기적인 정비사례 업데이트

 현장 정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업무에 유용한 내용을 공유
 A/S 조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고장 코드별 고장 예상 부위
업데이트 예정
 서버 업데이트 내용을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씨즈링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진행

정비 사례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로 현장에서
정비 사례 확인 가능

씨즈링크 기타 기능
엔진 점검 주기 관리

 사용자 매뉴얼의 점검 항목을 어플리케이션에 반영
 엔진 누적 사용 시간에 따른 점기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주기 알림 기능
• 씨즈링크 동글에서 별도의 누적 사용 시간 계산
 점검 및 교환 주기에 팝업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정비 시기 도래 환기

씨즈링크 기타 기능
운행 이력 관리 (누적 연료소모량, 시간 등)
사용자에 의해 관리하고자 하는 기간 선택 가능

선택된 기간별 누적 연료소모량, 사용시간, 거리 등 자동 계산

월간 운행 이력 관리

 선택한 기간의 연료 소비량, 거리 등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보트 운영에 편리 하도록 구성

회원 가입
고객 계정 생성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회원 가입

 가입한 ID와 PW로 앱 로그인

‘ seaslink.hyundai-seasall.com ’

• 엔진이 시동이 켜져 있거나 Key-ON 상태이어야 정상 작동함.
• 블루투스 자동 구동됨

• ID & Password : 4자리 이상 사용 ( 영문, 숫자, 기호 무관 )
• Engine S/N : 본사에서 사전에 등록한 S/N 만 등록 가능함 ( 출고시 등록 )

씨즈링크 사용법
동글 장착
 엔진 진단 커넥터에 장착

어플 다운로드
 삼성 및 LG 스마트폰
• Play 스토어 검색 : 씨즈링크

• 안드로이드 OS 킷캣(4.4.2) 이상 지원
- 삼성 : 겔럭시 노트2, 겔럭시 S4 이상
- LG : 옵티머스 G, 옵티머스 G Pro 이상

 아이폰
• App 스토어 검색 : 씨즈링크

• 아이폰 4S 이상 기종 사용 가능

씨즈링크 사용자 모드
씨즈링크 어플
운행 화면 (게이지 및 위치)

운행 이력 관리 화면

고장 진단 및 데이터 전송

선박 및 엔진 정보 관리

씨즈링크 사용자 모드
웹 페이지 (사용자)
운행이력 확인 (동행자 포함)

고장 진단 정보 분석 화면

 개인 운행 경로 등 운행 정보 확인으로 운행일지와 유사한 관리 기능 수행
 고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

Q&A
Q1. 언제 엔진 운행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A)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엔진 운행시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엔진 고장 발생시, 고장 발생 전 10초, 발생 후 20초를 서버로 발송합니다.
* 운행화면 하단의 ‘엔진 데이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순간에 1분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Q2.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한 고장 정보는 확인할 수 없나요?
A) 고장 발생 순간에 스마트폰이 켜있지 않았더라도, 동글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Q3. 스마트폰을 켜두면 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지요?
A) 데이터 전송회수와 관련이 있지만, 한번에 수십 KB 정도의 소량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은 일반적
으로 하루 수백원 정도 수준입니다.
Q4. 씨즈링크 동글을 따로 구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