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ca PIM을 리더로 인정
옴니채널 상거래 및 복잡한 특성의 롱테일(Long Tail) 제품 라인은 음성적인 제조 
및 유통을 추방해 왔습니다. 이는 까다로운 고객이 모든 채널에서 소매업체의 
일관성을 기대하는 시대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다 빠른 제품 출시

•	 신속하게 새로운 채널 지원

•	 뛰어난 고객 경험 전달

•	 반품을 줄이는 동시에 구매 전환율 높이기

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제품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소매업체와 브랜드가 이제는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에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이후 오랜 기간 성장해 온 Informatica
PIM(제품 정보 관리)에 대한 첫 번째 Forrester Research Wave1에서는 PIM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Informatica의 PIM 소프트웨어를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솔루션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독립된 분석 기관의 보고서에는 "PIM 시장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벤더들이 서로 경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Forrester
는 "19가지 기준으로 벤더를 평가"하여 최신 오퍼링(current offering), 전략(strategy) 및 시장 입지(market presence)라는 3개 
분야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통합된 PIM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
Informatica는 소매업체,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가 모든 영업 채널의 유통을 위해 모든 제품 데이터의 단일 리포지토리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 구축된 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제품 분류 및 관계를 관리하는 Informatica PIM은 PIM의 구축, 품질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고객이 Informatica PIM을 선택하는 이유는 옴니채널 환경을 지원하는 
유용성에 있습니다. "라고 VP 겸 수석 분석가인 Peter Sheldon과 선임 분석가인 Michele Goetz는 Forrester Wave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Forrester Wave PIM 보고서에는 현업 부서의 제품 데이터 생성, 관리 및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Informatica의 강력한 
워크플로우 기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미래의 고객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Informatica는 제품, 공급업체, 고객 및 
기타 데이터와 그 관계를 통해 독창적으로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우리의 고객은 올바른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Forrester PIM Wave에서 리더로서 Informatica의 입지는 혁신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객이 결과로 
즐기는 성공을 위한 증거입니다." (Informatica의 마스터 데이터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Dennis Moore)

자세한 정보 – Forrester Wave PIM 전체 보고서(영문) 다운로드

이 그래픽은 Forrester에서 조사 문서의 일부로 발행한 것이며 전체 문서의 맥락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Forrester 문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The Forrester Wave™: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PIM), Q2 2014, Peter Sheldon and Michele Goetz,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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