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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int는 환경 및 사회적 제품 적합성, 프로세스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 만에 달하는 기업들이 전체 가치 창출 네트워크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데이터의 보고, 추적, 분석 및

보고에 iPoint의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Point의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서비스는 REACH, RoHS,

WEEE, ELV, EHS, 분쟁광물 및 현대판 노예법(Modern

Slavery) 등과 같은 규정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외에도

제품, 공급망 및 기업의 책임에 관한 문제 및 여타 추이 분석

등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합니다.

iPoint는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시각으로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제품, 가치 사슬과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디지털 시스템 수명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전세계의 자동차, 전자, 기계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섬유  

및 의류, 조선 업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 부문의 39,000여  

고객들이 iPoint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들은 직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S&P 500대  

기업에서 50 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멤버쉽

여러 국제 단체의 정회원 및 파트너인 iPoint는 다양한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업계에 고유한 표준 및 규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설립

2001
111+  
명의 직원 

11 전 세계 
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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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iPoint는 국제 R&D 프로젝트에서 명성이 높은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LRT (2016년 3월~) 

„eLRT(electronic Labor Rights Template)“ | www.elrt.org 

기업이 전세계의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방형 Excel 기반 템플릿의 개발. Development 

International의 Chris N. Bayer 박사와 민간 부문의 국제  

이해관계자 및 시민 사회 대표들과 협력. 

MultiMaK  

(2013년 3월~2014년 3월 및 2015년 1월~2018년 12월) 

친환경적으로 최적화된 다양한 소재의 양산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평가 도구의 설계 및 개발. 독일 교육연구부(BMBF)가 

자금 협력. 

SustainHub (2012년 2월~2015년 1월) 

“지속가능성 데이터 교환 허브” 

공급망 전반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허브의 개발. 유럽위원회의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자금 지원. 유럽 전역 7개국의 15개  

파트너사로 컨소시엄 구성. 

 

수상 및 인증

iPoint는 고품질의 혁신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고객 지향  

솔루션, 서비스 및 공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 •  TOP 100® “Innovator of the Year”  

2015:  •  Verdantix “Smart Innovators Badge for  

Product Stewardship Solutions”

2014: •  분쟁광물 데이터 교환 표준 IPC-1755 개발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IPC “Distinguished  

Service Committee Award” 

 •  ISO 9001 (품질경영) 

 • ISO 14001 (환경경영) 

2013: •  Gartner의 “지속 가능한 소싱 및 조달” 및  

“전과정평가(LCA) 도구” 부문 “모범 기업

(Sample Vendor)” 

2012:  •  Gartner “Cool Vendor in Sustainability”

 •  TOP 100® “Top Innovator of the Year”

97%
고객 갱신율 

90+ 개국의 

39,000+ 
고객

250 
유수 글로벌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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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Reutlingen, Headquarters
iPoint-systems gmbh 
Ludwig-Erhard-Straße 58
72760 Reutlingen
Phone +49 7121 14489-60
Fax +49 7121 14489-89
info@ipoint-systems.de 

Dortmund
iPoint-systems gmbh
Windgatt 21
58730 Froendenberg
Phone +49 2377 7862-07
Fax +49 2377 7862-09
info@ipoint-systems.de

Munich
iPoint-systems gmbh
Therese-Giehse-Platz 6
82110 Germering
Phone +49 89 800 6588-18
Fax +49 89 800 6588-20
info.muc@ipoint-systems.com 

USA
Ann Arbor
iPoint Inc.  
255 East Liberty
Suite 287
Ann Arbor, MI 48104
Phone +1 248 282-4085
Fax +1 248 886-9121
info@ipointinc.com

UNITED KINGDOM
Manchester
iPoint Ltd.
Unit 10135 / PO Box 4336
Manchester, M61 0BW 
Phone +44 1204 819051 
Fax +44 1942 859199 
info@ipoint-systems.com 

FRANCE & BENELUX
Paris
iPoint-systems gmbh
Phone + 33 788 919 985 
france@ipoint-systems.com

AUSTRIA
Vienna
iPoint-Austria GmbH
Ignaz-Koeck-Straße 10 / Top 3.04 
1210 Vienna 
Phone +43 1 2720370-10
Fax +43 1 2720370-11
info@ipoint-austria.at

SWEDEN
Växjö
iPoint-systems AB
Framtidsvägen 16
SE-351 96 Växjö
Phone +46 (70) 6405489 
info@ipoint-systems.se

JAPAN
Tokyo
iPoint Japan Co Ltd 
Oak Minami-Azabu Building 2F
3-19-23 Minami-Azabu, Minato-ku 
Tokyo 106-0047
Phone +81 3 4580 1273
info-japan@ipoint-systems.com

CHINA
Shanghai
iPoint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Ltd. 
Room No. 331, Catering Part 2, 
3F Huadu Building
Zhangyang Road 828-838,  
Pudong New District
Shanghai 
info-china@ipoint-systems.com

SOUTH KOREA
Suwon
iPoint Korea
Boeun Bldg 304, 1029-8
Yeongtong-dong, Yeongtong-gu
443-815 Suwon-si, Gyeonggi-do
Phone +82 31 203 4570
info-korea@ipoint-system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