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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상무  

 

각종 매체로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소식들은 주로 빅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통해서 과거 통념과 다른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거나, 전에 없던 높은 적중율의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통찰과 예측이 자동차 연구 개발에 

적용되어 개발 기간 단축, 개발 비용 절감, 제품 품질 향상이라는 연구 개발 효율 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컴퓨터로 새로운 자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메일, 채팅, 문서, 도면, 프로그램 

스크립트/모델, 계산표,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사진, 동영상 등등을요. 이 자료들은 모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만일 당신이 (ETAS 의 대표 제품인 INCA 와 같은) 측정 툴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라면 그 파일들 중에는 “측정 데이터 파일”(측데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파일의 종류가 측데파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보자면, 당신이 일하는 

동안 이메일, 채팅, 문서, 도면, 프로그램 스크립트/모델, 계산표,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아마도 평균 수 Kbyte/min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측데파가 

만들어 지는 속도는 평균 수 Mbyte/min 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측데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측데파는 당신의 ‘빅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또 매일 컴퓨터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검색한다고 하지요. 조금 모아둔 것들 그리고 

모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검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에 따라 

경로를 따라가면 금방 찾습니다. 개인별로 ‘조금’, ‘얼마 되지 않은’, ‘금방’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빅데이터로 불릴 만큼 무언가를 많이 모아두었고, 모아둔 지가 오래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것처럼 체계를 미리 (정할 수도 있고) 정하고 매번 자료를 

만들 때마다 그 체계를 따라 철저하게 분류를 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검색은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은 작업입니다. 당신의 측데파 빅데이터는 정해진 체계에 따라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ETAS 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측데파라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빅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측데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통찰과 적중율 높은 예측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고객의 

사례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빅데이터 분석보다는 분석 대상을 

검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툴 회사로서 ETAS 는 측데파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편리하고 빠른 검색을 지원하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ETAS 가 무글(Moogle)이라고 부르는 제품이 그 제품입니다. 무글은 

‘측정’(Measurement)과 ‘검색’(google)을 합성한 장난끼 어린 합성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툴의 

용도를 매우 잘 설명하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검색으로 측데파는 더 많이 재사용됩니다. 재사용 빈도만큼 재시험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편리하고 빠른 검색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재사용되던 측데파가 조직 차원에서 공유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조직 차원의 

공유는 재사용의 빈도를 즉,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확대합니다. 

 

ETAS 의 Moogle 개발에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