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rcadero® 회사 소개
Embarcadero - 업계 선두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는 DB와 S/W 설계-구축-최적화 부문 가장 강력한 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별 의존성을 탈피하고, 일관된 UI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멀티-플랫폼을 지원합니다.

EMBARCADERO

는 이미 20년간 고객과 수상을 통해 검증된 업계 리더로서 향상 (개발 생산성,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표준, 보안)과, 절감 (비용)을 위한 툴을 제공합니다.
Embarcadero 의 광범위한 기술 커버리지는 주요 데이터베이스, OS, 프레임워크, 개발 언어를 모두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플랫폼 종속적인 툴로 인한 불필요한 의존성, 비용, 학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정된 재정과 54분기 연속 수익을 바탕으로 충분한 R&D 투자를 지속하며, 고객의 보다 큰 성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주요 강점 (차별성)
● 최고급 툴로써 주요
3백만이 넘는 사용자가 ISV, SI에서부터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수천개 회사에서 Embarcadero
프레임워크
기술을 사용합니다. Fortune100 기업 중 90개, 글로벌2000 중 97%이상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플랫폼
개발언어를 모두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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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종속성 제거
● 업계에서 가장 유연한
라이센싱
● 가격과 품질

고객 하일라이트

● 80개국 3백만 고객
● Global 2000 중 97%
● Fortune100기업 중 90

주요 산업군

● 금융
● 보험
● 교육
● 연구기관
● 보안
● 엔지니어링
● 공공 / 정부
● 의료
● 제약

수상
Jolt 2009

생산성 –

Change Manager,;
JBuilder 2008
The
The SD Times 100 –
2003

의 AWARDA-WINNING 제안
수많은 수상으로 검증된 Embarcadero 개발 툴과 데이터베이스 툴을 모두 하나의 툴박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전문가는 Embarcadero All- Access™ 를 통해 전문 툴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골라 쓰면 됩니다
EMBARCA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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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6년 연속

InfoWorld 2008 –

최고 Java IDE)
웹부문 –
3rdRail ( 최고Web 개발 툴)

JBuilder (
Jolt 2008

Magazine Editors’ Awards

–Performance Center,

개발 툴 기술 영역과 제품
● RAD 개발 – Embarcadero® RAD Studio, Delphi®, C++Builder®, Delphi Prism™
최고 개발
● 웹 개발 – 3rdRail™, TurboRuby®, Delphi® for PHP
소프트웨어 선정
● Java™ 개발 JBuilder
●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Embarcadero J Optimizer™
평론가상
독자선정
●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InterBase SMP, BlackfishSQL
데이터베이스 기술 영역과 제품 (멀티-플랫폼: Oracle, IBM® DB2, MS-SQL, Sybase®, MySQL®, InterBase 등)
●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니터링 DBArtisan , Rapid SQL , Embarcadero Change Manager™
● 설계 / 아키텍처 ER/ Studio , EA/ Studio™, ER/ Studio Enterprise Portal, Schema Examiner™
● 튜닝 / 퍼포먼스 DB Optimizer, Performa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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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기어(DevGear) 회사소개
㈜데브기어 – 엠바카데로 솔루션의 End
End-toto-End
㈜데브기어는 미국 Embarcadero Technologies Inc. 와 기존의 코드기어 한국 지사
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엠바카데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데브기어는 Delphi, C++Builder, JBuilder, Delphi Prism 등 선도적인 개발툴 제품들과
ER/Studio, PowerSQL, DB Artisan, EA/Studio 등 프리미엄 레벨의 데이터베이스 툴 제품들을 한
국 시장에 공급하며 기술지원, 컨설팅, 교육 업무까지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사 소개]

Embarcadero Technologies ®

주요 강점 (차별성)
 최고급 툴로써 주요 플랫폼,
프레임워크, 개발언어를 모두 커버
 플랫폼 종속성 제거
 업계에서 가장 유연한 라이센싱
 가격과 품질

데브기어의 연혁 (History)

고객 하일라이트

^
^
^
^
^
^
^

 80개국 3백만 고객

2006. 10 – 볼랜드코리아㈜로부터 볼랜드 개발툴 부문 (CodeGear™) 사업 인수
2007 – Delphi®, C++Builder®, JBuilder® 등 구.볼랜드 개발툴 가격 및 유통망 정비
2008. 6 - 볼랜드 CodeGear™이 Embarcadero Technologies®로 인수 합병
2008 - Delphi® 등 개발 툴 부문 기술 서비스 및 교육 기반 확대
2009. 1 - ER/Studio®, DBArtisan® 등 Embarcadero 데이터베이스 툴 유통망 정비
2009. 3 – ㈜데브기어로 재 출범
2009 – 교육 및 출판 부문 확장

데브기어가 추구하는 가치 (Value)
^ 우리 고객인 개발자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역량은 무한하다
^ 우리의 가치는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로부터 시작된다
^ 고객과의 약속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진다

 Global 2000 중 97%
 Fortune100기업 중 90

주요 산업군








금융 / 보험
제조
교육 / 연구기관
보안
엔지니어링
공공 / 정부
의료 / 제약

가장 강력한 멀티-플랫폼
솔루션

개발 툴 기술 영역과 제품
 RAD 개발

업무 영역 (Mission - 엠바카데로 솔루션의 End-to-End)
구.볼랜드 개발툴 부문과 엠바카데로 데이터베이스 툴 부문별 영역의 2개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 전략기획팀 – Embarcadero® 솔루션 확장 관련 전반적인 정책 기획 및 전략 파트너 발굴
^ 영업팀 – 유통 파트너 및 채널 관리, 직판 영업, 쇼핑몰 운영, AP 활동
^ 컨설팅 사업팀 – 기술 컨설팅, 강의, 도서 저술 및 편찬, 기술 지원, 기술 파트너 담당
^ 기술팀 – 기술지원, 교육 서비스, 솔루션 개발
^ 마케팅팀 – 세미나, 교육 관리 및 기타 Embarcadero® 솔루션 관련 마케팅 전반

Embarcadero® RAD Studio, Delphi®,
C++Builder®, Delphi Prism™
 웹 개발

3rdRail™, TurboRuby®,
Delphi® for PHP
 Java™ 개발
JBuilder®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Embarcadero® J Optimizer™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InterBase® SMP, BlackfishSQL®

데이터베이스 기술 영역과 제품,
그리고 멀티-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니터링
Corporate Headquarters
100 California Street,
12th Floor
San Francisco, CA 94111
Phone: 415.834.3131
Fax: 415.434.1721

Asia-Pacific Headquarters
L7. 313 La Trobe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Phone: +61 (0) 3 9861 4600
Fax: +61 (0) 3 9861 4699

데브기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3-14 4층 ㈜데브기어
Tel: 02. 595. 4288
Fax: 02. 536. 4

DBArtisan®, Rapid SQL®,
Embarcadero® Change Manager™
 설계 / 아키텍처

ER/Studio® (Data Architect,
Business Architect, Software Architect)
ER/Studio® Enterprise Portal,
Schema Examiner™
 튜닝 / 퍼포먼스

DB Optimizer, Performance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