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A Tech Tip  
 

● 레코더의 추가기능 1 - 레코딩 시작 & 종료 

레코더를 이용하면 특정 트리거를 이용하여 레코딩을 시작/종료할 수 있습니다. 

 

 

1.  “Open Recorder Configuration” 클릭  Trigger 레이어 선택  Start – Off 옆버튼 클릭 

 

 

2. Trigger Editor 가 열리면 Formula 에서 오른클릭하여 변수를 선택하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생성한 트리거는 메뉴에 자동 추가됨) 

 

● 레코더의 추가기능 1 - 매뉴얼 트리거 사용하기 

메뉴얼트리거를 이용하면 레코딩 시작 명령시점 기준으로 몇 초 전 데이터까지 함께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1. Triggers 메뉴에서 Start Trigger 를 MANUAL로 설정 후 Pre Start Trigger Time에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험환경에 맞게 레코더를 활용해보세요~! 

 
 

● INCA 에서 확장된 로그파일 생성을 활성화하려면?  

INCA 사용 중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상황이 재현되는 시점에서의 정확한 로그파일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장된 로그파일 기능은 시스템 성능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값으로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타스로부터 문제분석을 위해 확장된 로그파일이 필요할 경우엔 아래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ETAS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합니다. (e.g. INCA, HSP, MDA) 

2. INCA 로그파일과 TEMP 파일을 다음 순서대로 삭제합니다. 

 

A.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엽니다. (윈도우의 시작버튼 -> 실행 -> regedit 넣고 엔터키를 누른다.) 

B. 레지스트리 에디터에서 아래경로를 찾습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ETAS\General (if you are using a 32-Bit Windows)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ETAS\General (if you are using a 64-Bit Windows)  

이 폴더에서 “DefautLogPathName”과 “DefaultTempPathName” 정보를 찾습니다.  

C. Windows Explorer 에서 해당 폴더 전체를 삭제 후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닫습니다. 



 

 

 

3. 확장된 로그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A. Window Explorer에서 아래 폴더를 찾습니다. 

C:\Program Files\Common Files\ETAS\LogViewer (32-Bit Windows) 

C:\Program Files (x86)\Common Files\ETAS\LogViewer (64-Bit Windows). 

 

B. 폴더에 있는 Cfw.LogViewrGUI.exe 를 더블클릭합니다. 

C. Registry 탭을 선택합니다.  

D. Filter type을 None으로 바꿉니다. 

E.    Category mask 필드에 FF 로 값을 넣습니다. 

F.    Log viewer 를 닫습니다. 

 



 

 

4. INCA를 다시 시작 후 분석이 필요한 문제상황을 재연합니다. 

5. INCA Database Manager(메인페이지)로 돌아간다. 메뉴의 ‘?’를 선택하여 LOG files- Xip 합니다. 

6. 분석을 위해 Included project files를 할 수 있다. 문제상황의 정보를 입력 후 OK를 누릅니다. 

7. 저장된 로그파일을 ETKR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활성화된 확장된 로그파일 생성기능을 끄려면 

1) ETAS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합니다. (e.g. INCA, HSP, MDA…) 

2) Window Explorer에서 아래 폴더를 찾습니다. 

C:\Program Files\Common Files\ETAS\LogViewer (32-Bit Windows) 

C:\Program Files (x86)\Common Files\ETAS\LogViewer (64-Bit Windows). 

3) 폴더에 있는 Cfw.LogViewrGUI.exe 를 더블클릭합니다. 

A. Registry 탭을 선택합니다. 

B. Filter type을 Category로 바꿉니다. 

C. Category mask 필드에 F 로 값을 넣습니다. 

 
 
 

● MDA에서 x축을 측정데이터로 선택하려면?  

1. MDA 에서 Show Legend를 선택합니다. 

 
 
 

2. X-Axis 에서 Signal 의 Time 을 클릭하면 열려있는 variable 중에 변수를 선택합니다. 

 

 



 

● MDA에서 측정데이터를 하나의 엑셀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MDR (측정 데이터 중 빈 칸을 이전 값 또는 이후 값 또는 interpolation 값으로 채워주는 기능) 기능을 사용하면 

측정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하실 때 Raster 가 다른 변수들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변수를 붙러오실 때 <Measurement Data Refiller> 를 이용해 변수를 엽니다. 

 
 

2. MDR setting에서 Raster 가 맞지 않는 부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지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Fill with previous value 

를 선택하시면 이전값으로 빈 부분이 채워지고 Linear Interpolation을 선택하면 이전과 다음 값의 interpolation 

값으로 채워집니다. 

 

3. File -> Generate Measure file 에서 ascii 나 mrf format으로 저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