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쏘시스템, 공급망 계획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 선도기업 

‘퀸틱(Quintiq)’ 인수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계획 솔루션 분야까지 3D익스피리언스 영역 확대 

 

서울, 2014 년 07 월 28 일 -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은 온-

프레미스∙클라우드 기반 공급망과 운영 계획 및 최적화(supply chain and Operations Planning & 

Optimization)분야의 선도 소프트웨어 기업인 ‘퀸틱(Quintiq)’을 인수했다. 인수 비용은 약 2 억 5 천만 

유로(한화 약 3,500 억원)이다. 생산, 물류 및 인력 계획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는 퀸틱은 약 

800 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시장의 선도업체로 평가 받고 있다. 

퀸틱의 솔루션은 90 개 이상의 국가에서 250 여개의 고객들이 1 천여개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은 금번 인수를 통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영역을 비즈니스 운영 계획까지 확장하고, 

제품, 자연과 삶을 조화롭게 한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버나드 샬레(Bernard Charlès) 다쏘시스템 CEO 는 “3D 익스피리언스는 설계, 엔지니어링과 생산을 넘어 

비즈니스 전체 폭을 아우른다. 특히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퀸틱의 인수를 통해 다쏘시스템이 고객들에게 

전략적인 비즈니스 경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우리의 

3D 익스피리언스 전략은 고객들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 수립부터 기억에 남을 경험을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인수의 의미를 밝혔다. 

 

독일의 방송사인 ZDF 의 제작 이사이자 이사회의 일원인 안드레아스 베렉키(Andreas bereczky) 박사는 

“퀸틱은 2005 년 이래로 항상 비즈니스 운영 계획의 중심에 서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방송사 중 

하나로서, ZDF 는 17 개의 현장에서 3 천여명의 인력, 9 백여개의 각기 다른 제작 자원, 3 만여개의 기존 

아이템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원을 최적화해야 했다”며, “퀸틱의 기술력과 전문성은 다쏘시스템에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이 둘의 결합을 통해 등장할 새로운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퀸틱의 솔루션은 노벨리스(Novelis), ASML, 라파즈(Lafarge), 아크조노벨(AkzoNobel),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등의 제조사들이 가장 복잡한 생산 공급망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퀸틱은 또한 DHL, 월마트, DB 쉥커(DB Schenker), TNT 등의 기업이 가장 복잡한 물류 작업을 

계획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공급한다. 브뤼셀 공항, KML, 캐나다 국립 및 연방 항공국은 전체 

운영에서 퀸틱의 솔루션을 사용한다. 퀸틱은 선도적인 최적화 기술, 장기적 전략부터 일간 운영 계획을 

http://www.3ds.com/


포괄하는 플랫폼 방식, 공급망을 넘어 전체 운영 계획과 최적화를 포괄하는 기능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퀸틱의 공동설립자이자 CEO 인 빅터 앨리스(Victor Allis) 박사는 “퀸틱이 다쏘시스템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퀸틱은 복잡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기록적인 의사 결정 지원과 최적화 기술을 제공한다. 경험의 경제 시대에 다쏘시스템의 

리더십과의 결합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혁신, 운영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드하카르 시바지(Sudhakar Sivaji) 티센크루프 스틸 유럽(ThyssenKrupp Steel Europe) 전략 기획, 시장 

및 개발 부문장은 “유럽 최고의 철강업체 중 하나인 티센크루프 스틸 유럽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고객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퀸틱은 10 년 가까이 우리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본사 운영 기획 및 최적화 부문의 협력업체로 함께 일해왔다”며, “다쏘시스템과 퀸틱이 

비즈니스 운영 시장에서 완전한 솔루션 공급업체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있을 혁신에 대해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퀸틱은 다쏘시스템의 가상 디지털공정 솔루션인 ‘델미아(DELMIA)’에 결합돼 기존의 디지털 생산과 생산 

운영 관리에 생산 계획과 최적화 기능을 갖춘 새로운 제품군으로 추가된다. 퀸틱은 금속, 광업, 석유 및 

가스, 철도, 배달 및 운송 등 새로운 산업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쏘시스템의 자회사인 다쏘시스템 B.V.와 퀸틱의 주주들은 이번 달 23 일 최종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완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독점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 받는 등의 관례적인 

조건에 따른다. 

 

### 

퀸틱에 대하여 

모든 기업들은 제각각 공급망 계획과 관련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 중 일부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일부는 매우 복잡하며, 또 일부는 심지어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997 년부터 퀸틱은 단일 공급망 계획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들 각 과제들을 해결해 왔다. 현재 80 개 국 이상에서 약 1 만 2 천 명의 

사용자들이 퀸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력, 물류 및 생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다. 퀸틱은 

네덜란드 및 미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전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quintiq.com,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8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5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quintiq.com/
https://twitter.com/Quintiq
https://www.facebook.com/Quintiq
http://www.linkedin.com/company/quintiq
http://www.youtube.com/user/channelquint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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