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스의 25년,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다
창립 기념
축하 메시지

이타스의 성공적인 25년을 축하드
립니다! 앞으로 25년 동안에도 “임
베디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선도한
한 세기의 1/4에 달하는 이타스의 역사를 되짚어

다”는 사명을 계속해서 달성하시기

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를 바랍니다!

우수성을 선도한다’는 이타스의 사명을 위해 끊임

우베 힐만(Uwe Hillmann),

없이 노력을 경주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도

이타스, 전 이사회 위원

전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타스를 성원해주시고
오랜 기간 이타스와 협력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 여
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타스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프리트헬름 피카르트(Friedhelm Pickhard),
번드 허거트(Bernd Hergert),
크리스토퍼 화이트(Christopher White),
이타스 이사회

INCA와 관련한 요청사항이 있을 때마
다 이타스는 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 점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에바 비에만(Eva Biemans), 컨티넨
탈, 데이터 분석 및 개발 캘리브레이
션 담당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제 강의를 늘 지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학박사 하노 이메-슈람(Hanno Ihme이타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
니다. 저에게 이타스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알프레도 고메즈(Alfredo Gomez),
이타스,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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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amm) 교수,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
열역학 및 내연기관 교수

앞으로의 25년 동안에도 외형적으로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만든 커다란

지난 25년 간 이타스는 서로 도

‘이타스 25주년’ 케잌처럼 달콤하고 크

우려는 마음가짐과 개방적인 문

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고수해왔습니다. 바로 이 점

스테판 더스(Stefan Duss),

이 이타스를 여느 기업과 다른 기

이타스, 전 이사회 위원

업으로 발전시킨 요인이라고 생
각합니다.
리안 슈만(Liane Schumann),
이타스, 인적 관리 담당
제가 1994년 이타스에 합류했던 이유는 기술
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 개발된 ETK 시스템
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
의지였습니다. 당시의 개척적인 분위기와 의
욕 넘치는 동료들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타스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자

버카드 트리에스(Burkhard Triess),

랑스러운 추억들입니다. 다시 과거로

이타스,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장

돌아가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타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롤랑 로스바커(Roland Rothbacher),
이타스, 기술 기능 부문 선임 매니저

이타스 동료 여러분, 이타스의 첫 13년 동안 제가 이타스
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후 제가 이
타스에 몸 담았던 시간만큼이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타
저는 동료들에게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

스는 여전히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할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타스가

동안에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 창의성, 의지는 늘

이타스만의 정신을 고수할 수 있도록 저도

고객 만족과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

공헌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운을 기원합니다!

안드레아 욀러(Andreas Oehler),

디에테 볼파르트(Dieter Wohlfarth),

이타스, 시설 관리 담당

이타스, 전 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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