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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bo Systems 알아보기
스티보시스템즈의 역사는	200여 년 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는 창립	
초기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이 혁신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스티보시스템즈는 미래의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공유되어,	최상의 비즈니스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Digital	Business	CoreTM		
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기업과 협력하고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스티보시스템즈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스티보시스템즈의 임직원 평균 재직 기간은	10년이 넘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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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임직원

1794년 모회사 Stibo A/S 설립
1976년 스티보시스템즈 설립

신용등급 AAA 의 
비상장 기업

325+ 
고객사

18  
글로벌 법인과 

덴마크 오르후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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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중심 마인드
스티보스시템즈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IT	작업이 아닌 성과 관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티보시스템즈는 귀사가 데이터의	Digital	Business	Core를 쉽게 생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귀사 비즈니스를 견인하는	
모든 거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중심 마인드로 전환하였습니다.

귀사	Digital	Business	Core는 스티보시스템즈의	Business	First	Technology,	귀사 비즈니스에 특화된 요구사항,	
거버넌스,	그리고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가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방법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귀사는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영업 정보로 자신있게 대응하고 경쟁하십시오.
•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비즈니스 속도에 발맞추어 보십시오.
•	 더 나아가	Digital	Business	Core로 혁신적인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귀사의 오늘은 스티보시스템즈에 맡기시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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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Business Core

•	 운영정보를 필요로하는 모든 조직과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확장성이 우수한	Digital	Business	Core를 통해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신뢰성을 통하여 귀사 조직에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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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멀티도메인	MDM
STEP은 귀사의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멀티도메인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STEP으로 여러 출처 및 여러 형식의 상품,	고객,	공급업체,	임직원,	자산,	레퍼런스 데이터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STEP은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 내고,	백엔드 시스템과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등에 다양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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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솔루션
스티보시스템즈는 다양하고 특화된 산업별 솔루션과 모범사례로	300여개 고객이 완벽한 운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CPG 제조업 유통

자동차 여행 및  
숙박업 헬스케어 에너지/EPC



11

애널리스트 평가
스티보시스템즈는 지난	8년 동안	Gartner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객	
만족 부문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Gartner
의 새로운	'MDM	부문 매직 쿼드런트'	Challenger
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스티보시스템즈는	2016년	The	Forrester	Wave™: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Solutions,	Q4	
보고서에서 다시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티보시스템즈는	Ventana	Research가 발간될	
때마다	'상품 정보 관리(PIM)	가치 지수'에서	1위로	
선정되었으며,		
고객 보증에서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Information	Difference의	'MDM	Landscape	
Q2	2016’	보고서에서 마스터 데이터 관리의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덴마크 본사
Stibo Systems A/S 
Axel Kiers Vej 11 
DK-8270 Højbjerg 
Denmark 
전화:	+45 89 39 11 11

더 자세히 알아보기
www.stibosystems.kr 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연락주세요.

brochure-stibo-systems-corporate-en-na-f03

스티보시스템즈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IKP빌딩	
713
전화:02 3497 1712
e-mail:ykkw@stibosystems.com

About Stibo Systems
Stibo Systems believes the future of business requires a Digital Business Core™ 
of operational data that is continuously shaped and delivered to produce superior 
business outcomes. Stibo Systems is the driving force behind hundreds of 
forward-thinking companies around the world who have unlocked the full value of 
their information; empowering business users to act with confidence in their data, 
adapt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and go beyond to anticipate what’s 
next. Stibo Systems is a privately held subsidiary of the Stibo A/S group, originally 
founded in 1794. Its corporate headquarters is located in Aarhus, Denmark.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stibosystems.com

http://www.stibosystems.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