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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자동화 글로벌 리더 블루프리즘, 한국지사 설립
- 초대 한국지사장에는 네이블 대표이사 출신 이준원 지사장
대한민국 서울- 2021 년 01 월 27 일 - 지능형 자동화 분야 글로벌 리더 블루프리즘(AIM:PRSM)이 한국
지사인 블루프리즘코리아(Blue Prism Korea)를 설립하고 한국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블루프리즘은 포춘 500 대 기업 및 공공 부문을 포함, 전 세계 170 여개국에서 2,000 개
이상의 기업과 조직에게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블루프리즘은 세계 최초로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단어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기업이며, 글로벌 RPA 전문 기업중 현재 유일한 상장
기업이기도 하다.

블루프리즘은 지난해 가트너가 발표한 RPA 분야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 보고서에서 리더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트너는 블루프리즘의 비전 실행력과 완결성이 높으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블루프리즘은 이번 한국지사 설립을 계기로 금융 및 보험, 제조, 반도체, IT,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존 한국 고객들에게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블루프리즘코리아는 국내 주요
산업별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블루프리즘코리아의 초대 지사장으로는 코스닥 상장업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준원씨가 임명됐다. 이 지사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KT, 새롬기술 등을 거쳐 2003 년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공동 창업한 뒤 코스닥에 상장시킨 주인공이다. 이 지사장은 25 년 이상 IT 업계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고객들과 신뢰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이슨 킹던(Jason Kingdon) 블루프리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유수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인력 자원,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시스템 간 최적의 조화를 통해 기업 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크포스는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확장이 가능한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비즈니스 자동화 비전을 달성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원 블루프리즘코리아 지사장은 "향후 기업의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의 성공적
도입에 따라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본다. 자동화 및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크포스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동화 여정에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건영 EY 한영 파트너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금융, 제조,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블루프리즘의 한국 진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내에서 RPA 및 지능형 자동화 기술이 보다 확산되고,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루프리즘코리아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 또는 문의(전화: 02-6276-3950/ 이메일:
info@Bluepris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블루프리즘 로고>

블루프리즘 소개
블루프리즘은 지능형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업무 처리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170 개국 이상에 걸쳐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 및 공공 부문 조직을 비롯한 2,000 개가 넘는 기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작업 시간을 절약합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크포스(Digital Workforce)는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모든 사람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업무 방식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의 비전은 모든 기업에 디지털 워크포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blueprism.com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Twitter(@blue_prism) 및 LinkedIn 에서
블루프리즘을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