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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 에서 CAN 메시지를 외부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CA에는 기본적으로 CAN-Output 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를 통해 한 채널에 대한 외부 출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INCA 시작하여 Database object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Add 를 선택합니다. 

 

 

2. 추가 할 수 있는 Item 중 List of CAN messages를 선택합니다. (CAN message log file이 

있을 경우 바로 아래의 Read CAN Message Log File 로 불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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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A database에 생성된 CAN Message 아이템을 double click 하면 CAN Message List 

Editor가 활성화되고 CAN list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New Data/Remote Frame 을 눌러 

Send할 CAN Message를 추가 한 후 ID, Data 값 등을 입력합니다. 

 

 

4. Hardware Configuration Editor에서 CAN Message를 보낼 CAN 장비를 연결한 후 CAN -> 

CAN output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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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N Output을 선택 후 오른쪽 탭에서 Pre/Post List를 선택하여 Experiment에서 

Measurement를 시작하면서 자동으로 전송할 메시지는 Pre-List에 Measurement를 끝낼 때 

자동으로 전송할 메시지는 Post-List에 지정합니다. 

 

 

6. Main Lists 탭에는 시험 중 CAN Message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Send 할 메시지를 한번만 

보낼지 반복적으로 보낼지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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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INCA Experiment 에서 CAN Output 명령어를 선택하면 Main Lists 에 지정한 CAN 

Message 를 골라 Send 할 수 있습니다. 

 

INCA 에서 CAN Output Message 설정 시 각 화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이 F1 (help) 키를 

눌러 Window Help 파일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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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utput 기능은 한번에 하나의 채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변수들을 동시에 

출력하고 싶으시면, CAN-Transmit 이라는 INCA 의 Addon 을 이용하여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CAN-Transmit 은 유료 Addon 이며, 제품 구매 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INCA Hotline(inca.hotline.kr@etas.com, 031-326-6200, 

#2)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lease feel free to contact our Support Center,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Here you can find all information: http://www.etas.com/en/hotlines.php 

 

 

 

This information (here referred to as „FAQ“) is provided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guarantee or 
commitment regarding completeness or accuracy. Except in cases of willful damage, ETAS shall not be liable for losses 
and damages which may occur or result from the use of this information (including indirect,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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