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자료표

Informatica 소개
Informatica®는 데이터 중심 디지털 변혁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리더입니다. Informatica는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고, 더욱 민첩하게 운영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 
지능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줍니다. Informatica는 
25년 동안 9,5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업계 평가 및 수상 내역
•  다음과 같은 부문 전반에 걸쳐 리더 쿼드런트의 ‘비전의 완전성’에서
가장 오른쪽 위치와 ‘실행력’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모든
Informatica 시장에서 리더로 선정(Gartner):*

•  데이터 통합 툴 부문 매직 쿼드런트(2019년 8월)
•  엔터프라이즈 iPaaS(Integration Platform as a Service) 부문 매직
쿼드런트(2019년 4월)

•  마스터 데이터 관리 솔루션 부문 매직 쿼드런트(2020년 1월)
•  데이터 품질 툴 부문 매직 쿼드런트(2019년 3월)
•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부문 매직 쿼드런트(2019년 10월)

•  TNS에서 실시한 데이터 통합 고객 만족도 벤치마킹 설문 조사에서 13년
연속 고객 충성도 부문 선두 차지

•  5년 연속, Computerworld에서 실시한 IT 부문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2018년 정보 보안 제품 가이드 글로벌 우수성 어워드에서 대상 수상

•  2018년 CRN 빅 데이터 100에 선정

Quick Facts
•  1993년 설립

•  본사 소재지: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

• CEO, Amit Walia

•  2015년, Permira 및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에 약 53억 달러에
인수됨

•  25년간 82개 국가에서
9,500개 이상의 고객사 지원

•  고객사 목록에 포춘 100대
기업 중 85개 기업이 포함됨

•  연간 수익 13억 달러 이상

•  4,800명 이상의 직원

•  모든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매월 10조 이상의 클라우드
거래 처리 중

* Gartner는 해당 리서치 간행물에 명시된 벤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 사용자에게 최고 등급 또는 기타 지정 벤더만
선택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Gartner 리서치 간행물은 Gartner 리서치 조직의 의견으로 구성되며 사실에 대한 진술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Gartner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리서치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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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

Informatica Intelligent Data Platform™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구축된 
업계에서 가장 완벽한 모듈형 솔루션으로, 기업이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전반에서 모든 데이터의 힘과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AI 중심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관리되고 액세스할 수 있으며, 
관련성 높고 실행 가능한 적시 데이터를 보장함으로써 어디서든 온 프레미스, 
다중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를 아우릅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회사들은 데이터 중심 디지털 변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임원진
Bruce Chizen, 회장
Amit Walia, CEO(Chief Executive Officer)
Tracey Newell, 사장, 글로벌 현장 및 마케팅 운영
Eric Brown, 총괄 부사장 겸 CFO(Chief Financial Officer)
Ansa Sekharan, 총괄 부사장 겸 CCO(Chief Customer Officer)
Vineet Walia, 총괄 부사장 겸 CSO(Chief Strategy Officer)
Erin Andre, 수석 부사장 겸 CHR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Brad Lewis, 수석 부사장 겸 CLO(Chief Legal Officer)
Graeme Thompson, 수석 부사장 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전화 ++1 650-385-5000(한국: 02-6293-5019) 또는 www.informatica.com/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nkedIn, Twitter 및 Facebook에서 Informatica를 팔로우해 주십시오.

머신 러닝 및 기타 AI 기술을 사용하는 CLAIRE® 엔진은 Informatica Intelligent Data Platform의 뛰어난 메타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핵심 데이터 관리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자동화합니다. 

최근의 혁신
•   차세대 iPaaS 재정의

•   데이터 거버넌스, GDPR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솔루션 
출시

•   Enterprise Data Catalog 출시

•   MDM Customer 360 솔루션 
출시

•  CLAIRE 도입

•    Enterprise Data Preparation 
출시

•  Data Engineering 제품군 
출시

100개 8곳 196억 8천만 달러
특허 보유 전 세계 R&D 센터  연간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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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rmatica.com/kr
https://linkedin.com/company/inform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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