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HANDBOOK
대화형 ECU 소프트웨어 문서

전자 제어 차량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
서는 제어 조직 논리적 구조와 상호 의존성을 포괄적으로 이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명료하고 다루기 쉬운 ECU 
소프트웨어 문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
우 전통적인 PDF 기반 소프트웨어 문서로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EHANDBOOK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문서

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올해의 제품상

을 수상한 EHANDBOOK 솔루션은 ECU 소프트웨어를 문서화하

기 위한 새로운 툴을 제공하며, 이 툴은 다양한 추상화 단계에

서 기능의 로직을 대화형 그래픽으로 표현합니다.

이타스 EHANDBOOK 솔루션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1).

대화형 그래픽 모델의 자동 생성 및 문서 생성을 위한
EHANDBOOK 컨테이너 빌드
문서를 저장하는 EHANDBOOK 컨테이너 
최종 사용자를 위한 EHANDBOOK-내비게이터 툴 

한 눈에 보기

ECU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기능 문서화
빠르고 정확한 검색 
다양한 출처의 소프트웨어 문서 통합 
C 코드를 대화형 그래픽 모델로 변환
ECU 기능의 종속관계를 명확히 표시
소프트웨어 문서 자동 생성
고객 개발 환경에 통합 가능
입력 데이터의 전처리 및 링크 연결
노하우 권리 보호
이타스 INCA와의 완벽한 연동

 



EHANDBOOK 내비게이터(EHANDBOOK-NAVIGATOR) 
EHANDBOOK 내비게이터는 단일 혹은 다수의 컨테이너에 저
장된 문서를 탐색 및 검색할 수 있도록 여러 유용한 기능을 제
공합니다. 관련 정보는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형태로 제공됩
니다. 내비게이션 탐색 트리는 모든 컨테이너의 내용을 명확히 
구조화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탐색 기록 기능 덕분
에 사용자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를 편리하게 이동하면
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 엔지니어에게는 EHANDBOOK 내비게이터와 
INCA 간 인터페이스가 특히 유용합니다. 엔지니어는 문서에
서 Measurement 와 Characteristic 변수를 선택한 후 바로 INCA 
Experiment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그림 2). 엔지니어는 
Measurement 와 Characteristic 변수 및 시스템 상수 등 특히 중
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에 명시적으로 태그를 
지정하여 검색 결과에서 별도로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는 문서 툴에서 INCA Measurement작업을 시작 
및 중지할 수 있고, INCA Experiment 화면으로부터 얻은 Mea-
surement 와 Characteristic 변수 값을 대화형 문서 모델의 해당
변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HANDBOOK 내비게이터와 INCA
의 완벽한 연동 덕분에 고도로 세분화된 제어 조직에서도 효율
적으로 오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 수준에서 병렬 탐색 가능
EHANDBOOK 내비게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기능의 연관성 및 
제어로직 작동 과정을 신속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EHAND-
BOOK 내비게이터는 기능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산출하여 문서 
모델에 강조 표시 합니다(그림3). 이를 통해 사용자는 매우 광
범위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TAS ASCET 및 MATLAB®/Simulink® 모델의 대화형 그래픽 디
스플레이는 특히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자는 다양한 모델 수준
을 넘나들며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델의 그래픽 디
스플레이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ASCET 계층구조 
및 클래스 혹은 Simulink® 시스템 및 하위시스템의 경계에 존
재하는 연관성을 표시하기 위해 추가 링크가 매핑 됩니다. 이
러한 Function Overview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여러 곳에 분산
된 제어 조직사이의 연관성을 완벽히 탐색하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그림 4.)

EHANDBOOK 컨테이너(EHANDBOOK Container) 
EHANDBOOK 컨테이너는 ECU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
합니다. 컨테이너에는 표, 사양에 대한 설명 및 대화형 모델 형
식의 다양한 문서 구성요소와 축약된 형식의 검색 색인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검색 색인을 통해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기능 
사양에 대한 설명에서 세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HANDBOOK컨테이너 빌드(EHANDBOOK Container 
Build) - 툴 및 서비스
EHANDBOOK 컨테이너 빌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버
튼 하나만으로” ECU 소프트웨어의 전체 문서를 안정적이고 자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타스는 고객이 EHAND-
BOOK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빌드를 고객의 특
정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으로 통합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출처의 문서 통합
EHANDBOOK 내비게이터는 다양한 출처의 EHANDBOOK 컨테
이너를 통합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전체 시스템을 한 눈에 포괄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그림 5).

‘올해의 제품’ 상

관련 전문 잡지인 Elektronik 및 Elektronik Automovie의 독자들
이 뽑은 “2016년 올해의 제품” 3위에 이타스의 대화형 문서화 
툴인 EHANDBOOK이 선정되었습니다. 1위로는 아우디(Audi)
의 레이저 헤드라이트인 Matrix가, 2위로는 Bosch의 리튬 이온 
배터리용 고체 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림 1: EHANDBOOK 솔루션의 구성 요소

그림 2: EHANDBOOK 내비게이터(왼쪽)와 이타스 INCA(오른쪽)의 상호작용을 통해 Measurement 와 Characteristic 변수를 신속하게 선택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동안 오류를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INCA는 기능 간 신호 흐름과 실시간 시각화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체 ECU 소프트웨어의 기능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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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데이터 전처리
컨테이너 빌드는 ECU 소프트웨어 문서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
보를 통합합니다. 컨테이너 빌드는 이렇게 통합된 정보를 지능
적인 방식으로 서로 링크하고 보완하며 색인화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메타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다
양한 출처의 부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 정보
를 통해 객체 간 연결 관계 및 개별 요소의 상세 정보를 텍스트
나 모델에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C 코드의 대화형 그래픽 모델도 제공 
각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서로 연동시
키기 위해 컨테이너 빌드 툴은 다양한 컨버터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XML 형식의 ECU 문서 전환을 위해 개발된 
FSX, MDX, CCX 등의 ASAM 형식뿐만 아니라 RTF 형식의 이미
지와 텍스트, XLS 형식의 모델 인터페이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됩
니다. 특히 이 빌드 툴은 ASCET 및 MATLAB®/ Simulink®의 모
델과 C 코드를 대화형 그래픽 모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사용자는 대화형 모델을 통해 다양한 모델 수준의 세부 사항을 한 눈에 개괄할 수 있도록 ‘Function Overview’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을 선으로 

연결하고 의존성을 강조해서 나타내면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HANDBOO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tas.com/EHANDBOOK)에서 확인하시거나, 이타스코리아(031-326-6200, sales.kr@

etas.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5: 완성차 및 1차 부품업체가 제공, 전달 및 활용하는 ECU 소프트웨어 문서 상호 보완(다중 컨테이너 지원). 캘리브레이션 엔지니어는 INCA 인터페이스

를 통해 문서에서 실험의 Measurement 와 Characteristic 변수를 확인하거나 실험 도중 문서의 Measurement 와 Characteristic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 권리 보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EHANDBOOK은 변환 도중 특정 
정보를 소스 데이터에서 제거합니다 .  이러한 장점 때문에 
EHANDBOOK은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의 공동 프로
젝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문서화에 특히 적합합니다. 이
러한 협업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각 당사자의 지
적 재산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HANDBOOK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 및 개발 툴의 실제 모델

을 포함하지 않으며, 코드 생성에 적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로 처리될 수 없는 그래픽 모델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EHANDBOOK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 ASCET 또는 MATLAB®/ 

Simulink® 등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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