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타스와 에스크립트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ConCarExpo

에 참가했습니다. 전시주제: ADAS 및 사이버 보안

이타스와 에스크립트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Em-

bedded World’ 에서 새로운 컨셉의 전시부스를 선보였습

니다. ‘이타스 open classroom’에서는 보안 솔루션,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개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자유로

운 분위기 속에 오고 갔습니다.

2018년 4월부로, 이타스 본사의 전 직원들은 모두 한 빌딩

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타스의 신사옥은 이타스 직원

들에게 ‘ETAS Home’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Automotive Testing Expo 
2018에서 이타스는 ADAS, ES800 모듈 및 클라우드 개발

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6월에는 에스크립트가 주관하는 최대 글로벌 자동차보안 

컨퍼런스인 escar USA 2018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최신의 

접근방법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타스 브라질 지사가 상파울루에서 열린 SIMEA(Interna

tional Symposium of Automotive Engineering)에 참가했습

니다. 전시주제: 터보차저 엔진의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 작

업

이타스 일본 지사가 요코하마에서 열린 J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of Japan)의 연례회의 및 전시에 참가

했습니다.  전시주제 : ADAS, 가상화, 전동화 및 사이버 보안

이타스 프랑스 지사가 르노 테크노센터에서 열린 Bosch 

TechDay에 참가했습니다. 전시주제: SCODE-CONGRA, 자

동차 사이버보안, ES800 제품군 및 이타스 EADM 환경

이타스 영국지사는 Cenex Low Carbon Vehicle Event에 

참가해 SEMS (Simplified Emissions Measurement)가 장착

된 이타스의 데모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이타스 프랑스 지사가 제30회 SIA Powertrain Conference
에 참가했습니다. SEMS (Simplified Emissions Measurement)

가 장착된 이타스의 데모 차량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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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스의 대변혁

2019년은 이타스의 25주년입니다. 회장님은 그 중 8년 동안 

이타스를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타스는 어떻게 진화

하였습니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은 변화라면 포트폴리오의 대규모 확대

입니다. 우리는 에스크립트와 트러스트포인트 이노베이션 테

크놀로지(TrustPoint Innovations Technologies)를 인수함으로

써 에스크립트 브랜드를 기반으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분야에

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외에도 우리는 유기적 성장을 통해 차량기능개발 V사이클의 모

든 단계에 대응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이타스 ASCMO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 ES800 제품군, 

기본 소프트웨어용 RTA 솔루션,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우리의 전문성과 방법론도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애자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기 위하여 이미 수 년간 SCRUM을 사용해왔으나, 이제는 SAFe (

확장형 애자일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이 프로세스 모델을 전

사적 포트폴리오 관리 및 개발 프로세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다른 기업이 정해놓은 트렌드나 시장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따르

기 보다는 반드시 변화를 선도하고 눈 앞에 펼쳐질 변화를 직접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핵심적인 변화를 꼽자면 이타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가까운 곳에 사무소를 개

설하여 고객의 지역에서 고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

타스와 협업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객이 현재 우리와의 협업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실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건설적인 비

판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

다. 이러한 비판을 기회와 추동력으로 삼아 진화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업무 방식을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우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고객이 우리와 소통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우리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있는가를 늘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주제

는 고객의 제품 사용경험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상을 모두 고

려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여러 질문을 살

펴보자면, “고객은 정보 제공 단계를 어떻게 느꼈는가,” “고객은 

원하던 제품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받았는가,” “제품 배송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고객의 기대에 맞는 A/S 서비스

가 제공되었는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힘을 실어주고, 고객이 

우리와 소통했던 모든 접점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전사적으로 내재화시키

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국제 워크샵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워크샵에

서는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살펴본 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문

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우리는 이러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제품의 설계 및 개발 방식에도 영향

을 미칠까요?

우리가 사고방식을 전환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처

음부터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고

객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할 때만 우리는 고객이 유용하

다고 평가할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는 고객의 문제, 제품 사용 목적, 요구사항과 과제를 완벽히 인

지 및 이해하고 모든 방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개발

과정은 사용자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제기

되는 개인 의견에 따라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 및 설계했던 의견 

기반 설계에서 벗어나 고객의 실제 니즈를 반영하는 니즈 기반 

설계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프리트헬름 피카르트 회장과의 인터뷰

이타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