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U SW 에 단 몇 가지 기능만 추가하고 싶을 뿐인데… 

오늘도 야근하는 ECU SW 엔지니어들에게 

 

이타스코리아 기술부 이종수 부장  

 

저의 친한 독일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저에게 지어준 별명은 ‘Mr. 빨리 빨리’ 입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지 않은 

저라고 생각했는데, 먼 나라 이방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저보다 더 ‘빨리 빨리’ 

일을 하고, 대화 속에 ‘빨리 빨리’ 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에게 더 이상은 장난스럽게 

‘Mr. 빨리 빨리’ 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빨리 빨리’라는 말과 행동은 우리 한국인들이 고도의 산업화를 겪어 오며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변화된 성격이 아닌가 합니다. 밤을 새우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일을 했던 산업화 시대에는 

무엇이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선박이 미처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 선박에 선박 기술자를 함께 실어 보낸 후, 망망대해에서 선박을 완성하여 수출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국 현대화의 한 단면임에 틀림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이런 ‘빨리 빨리’ 문화와 잘 어울리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RP 또는 RCP로 

부르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apid Prototyping)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어 자체에도 ‘rapid’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듯,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RP 장비는 

기본적으로 OSEK-OS와 CAN 인터페이스, 디지털, 아날로그 I/O 및 PWM(Purse Width Mudulation)모듈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런 RP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SW 가 존재합니다.  

 

RP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fullpass 와 bypass 가 그것입니다. 먼저 

fullpass는 실제 ECU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 RP 장비를 이용해 제어로직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타겟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발 앞서 로직을 개발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으므로, 크지 않는 

시스템의 로직개발일 경우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기에 충분한 장비이죠. 하지만 fullpass는 RP 장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활용예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런 fullpass 방식의 개발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면 bypass는 상대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활용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bypass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 

제어기(ECU)에 엔지니어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로 담는 작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제어기에 

특정 액추에이터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만약 제어로직수정을 위한 전체 SW 를 공유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제어로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신규 제어로직이 기존 제어기와 

새로운 액츄에이터 간의 CAN 통신, 디지털 I/O 등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어로직을 기존 

제어로직에 추가하기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죠.  

 

[그림설명] 일반적인 래피드프로토타이핑 셋업 

 

하지만 RP 장비가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어기 로직을 모델링 툴(ex, 

ASCET 및 Simulink 등)로 RP 장비에 구현하면 이 로직은 통신 채널과 I/O를 가진 확장 장비를 통해 CAN, LIN 

및 Flex Ray 를 이용한 통신과 I/O 모듈을 이용한 제어 시그널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엔지니어는 특정 BSW (Basic Software) 혹은 OS, 통신모듈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즉 개발 엔지니어는 로직만 잘 설계하면 나머지는 RP의 HW 와 tool이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타스의 EHOOKS같은 경우, 제어로직 개발팀이나 tier로부터 제어 로직(SW 또는 Hex) 및 A2L의 변경요청 



 

없이 엔지니어가 제어 로직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파라미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개발, 검증 및 시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SW 를 공급하는 tier 나 개발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파라미터나 constant character에 고정하거나 임의 값을 넣어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엔지니어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시험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고, OEM과 tier 간 SW 수정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어들어 시간과 개발비를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imulink, ASCET 그리고 hand-code 된 ‘C’코드까지 특별한 변환과정 없이 함께 build 하여 RP 

장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모델링 툴인 ASCET 와 Simulink로 개발하는 부서 및 업체간에도 

통합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 개발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발 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종 ‘C’ 

코드 이전에 아무것도 해 볼 수 없었다면, 이러한 새로운 툴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RP장비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뤄주는 마법상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동안 생각만 해왔던 작업 중 많은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잘 구현하는 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엔지니어의 지원이 

있다면 두말 할 나위 없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