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CET-DEVELOPER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의 모델기반 개발 툴입니다. ASCET-DEVELOPER는 제

품을 저비용으로 결함 없이 산업 표준에 맞추어 대량생산 및 제조

해야하는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ASCET-DEVELOPER를 이용하면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는 고성능의 안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적은 오버헤드를 가

지며 유지보수도 용이합니다. ASCET-DEVELOPER 모델은 텍스트 

또는 그래픽을 사용하여 ESDL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Language) 모델링 언어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입증된 사용

ASCET-DEVELOPER의 코드생성기술은 20년 넘게 양산프로젝트

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대 이상의 

ECU에 공급되었습니다. 생성된 코드는 매우 안전하며 이식성도 뛰

어납니다. ASCET-DEVELOPPER는 표준C컴파일러로 컴파일할 수 

있는 C코드를 생성합니다.

제품 개요

통합된 그래픽 및 텍스트 표기법으로 효율적인 모델기반개발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오류검사 및 분석

MISRA-C: 2004 가이드준수

IEC 61508 및 ISO 26262 개발프로세스에 적합한 고효율의 

안전한 코드 자동생성

개발프로세스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Eclipse 기반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고전적인 C소프트웨어 개발과 비교해 최대 4배 향상된 생산성

안전한 ASCET-DEVELOPER

이타스 ASCET-DEVELOPER (ASCET 7)는 임베디드 시스템용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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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T-DEVELOPER 에서 그래픽 및 텍스트 모델, 모델 브라우저 및 표(tabular) 
에디터를 보여 줍니다.

주요 기능
설계를 위한 안전한 언어

ASCET-DEVELOPER의 ESDL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Language)은 안전과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이 어려운 C언

어를 다루는 핵심설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구문 :  많은 프로그래밍 오류를 유발하는 C의 

“loopholes” 제거

보다 안전한 입력 :  범위에 적합한 변수형, 최적의 C 변수형 선

택, 임의 정밀도 고정소수점 유형에 대한 지원, 측정단위 및 자

동변환

보다 안전한 추상화 :  연관배열 (모든 별개의 스칼라 유형의 배

열 인덱스), 스테이트(states) 제어를 위한 스테이트 머신(state 

machine), 연속제어를 위한 curves and maps

보다 안전한 구조 :  네임스페이스 메커니즘, 안전한 정적 객체생

성, 파생 제품을 위한 처리

즉각적인 정적 분석

ASCET-DEVELOPER 모델은 편집 시 특정 오류 클래스를 정적으

로 검사합니다. 또한 method의 올바른 인수 사용여부, 스테이트 

머신(state machine)안에서 스테이트(states)들의 도달 가능성 및 

표현 평가에서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 기능을 자동으로 제

공합니다. 

자동 방어코드 생성

ASCET-DEVELOPER의 코드 생성기는 IEC 61508 및 ISO 26262

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  또한 ,  ASCET-DEVELOPER는  안전

과 관련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ASCET-DEVELOPER는 MISRA-C:2004 가이드를 준수하는 C code

를 생성합니다.

ASCET-DEVELOPER는 정적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잠재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방어코드(예: division by zero, 

underflow, overflow and indexing outside of array bounds)를 생

성하여 런타임 오류 및 메모리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Info ASCE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tas.com/ASCET)에서 확인하시거나, 이타스코리아(031-326-6200, 

sales.kr@etas.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clipse 통합 및 사용

ASCET-DEVELOPER는  Eclipse를  기반으로 하며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Eclipse 기반 툴 환경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ASCET-DEVELOPER는 다른 Eclipse 툴과 쉽게 연동되며 형상관

리 시스템, 이력추적, Eclipse CDT C 개발 툴 등과 같은 최적의 개

발환경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SCET-DEVELOPER는 표준 Eclipse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특정 워크 플로우에 맞추어 확장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통한 모델재사용 용이

ASCET-DEVELOPER 모델은 이타스 EE(EXPERIMENT ENVIRONMENT)

를 사용한 Open-Loop 시뮬레이션, FMI (Functional Mock-Up Interface)

를 사용한 Closed-Loop시뮬레이션과 이타스 INTECRIO 또는 이타스 

EHOOKS를 사용한 함수 프로토타이핑 등을 개발 단계별로 쉽게 통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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