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돌아보는 이타스의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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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스와 에스크립트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2019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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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동화 주행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개
발 솔루션을 소개하였습니다. 200㎡에 달하는 부스 공간 중 이타
스 오픈랩(ETAS Open Lab) 섹션에서는 신제품 전시, 기술워크샵,
job recruiting 등이 진행되었고 이타스 아카데미(ETAS Academy)
섹션에서는 여러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어 수많은 방문객들
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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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스는 호켄하임에서 열린 2019년 독일 대학생 자작자동차대
회(Formula Student Germany)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날 이타스
는 ETASbluebox라고 이름 붙혀진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참가자
들이 이타스와 이타스 제품에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한편 음료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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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utomotive Testing Expo Europe에 참가한 이타스는 가상
화, 데이터 수집 및 차량 관리 솔루션 등을 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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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에서 열린 ‘Bosch TestFest’에 참가한 이타
스 팀. 이타스 부스에서는 기술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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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립트가 ‘Cybersecurity Leader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커넥티드 카의 IT 보안을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선구자적 역할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부문’에서 최고 영예를 수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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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공학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f Automotive Engineering)의 모토는 ‘브라질 자동차공
학의 새로운 전기’였습니다. 이타스 브라질 지사는 이타스 ASCMO
를 새로운 방식으로 차량 동역학에 적용하는 과정을 선보여 ‘honorable mention’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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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스의 25년, Still wild at heart.” 2019년 이타스 창립 25주
년의 모토이자, 직원과 가족이 함께한 창립기념일 행사의 모토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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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에서 진행된 ‘Automotive Electronics
Congress’에서 이타스는 RTA-VRTE가 포함된 AUTOSAR Adaptive를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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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ttgart International Symposium Automotive and Engine
Technology’는 자동차 및 엔진 개발에 관한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서 매년 800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타스는 올해 이 행사
에 참가하여 자동화 주행 애플리케이션에서 GETK를 통해 데이터
가 처리되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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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립트는 미국에서 제6회 escar USA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틀 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자동차 업계, 정부 및 대학 관계자
등 3백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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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Automotive Testing Expo Korea에서 이타스코리아는
가상 테스트 및 검증 솔루션(COSYM)과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용 솔
루션 등 여러 흥미로운 주제를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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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타스 심포지엄(ETAS Symposium)이 도쿄에서 열렸습니
다. 전 세계 발표자와 4백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
스는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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