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요

현명한 기업들은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해
지원서비스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혁신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RP공급업체보다 더 나은 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총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라클® 및 SAP®
유지보수 서비스를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 하시면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대명사,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포춘 500대 기업과 글로벌 100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리미니스트리트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
공급업체로 선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체결한 연간 지원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절감한 비용을 더 중요한
업무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면 연간 지원 비용을 최소한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Engineered for Support™ 탁월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술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는 평균 15년 경력의 기업전담전문엔지니어(PSE) 배정
‒‒ 추가 비용 없이 최소 15년 동안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 보장
‒‒ 공급업체의 제한적인 일정에 따르지 않고 귀사의 업무 특성에 맞춘 유연한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절감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급업체의 유지보수 비용에는 연간 비용 이외에 여러 비용이 포함됩니다. 즉,
업그레이드 비용,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 및 IT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직원
인건비와 기회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지원 비용을 1달러 절감할 때마다 관련 비용을 2달러씩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업체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할 때와 비교하여 총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50건 이상의 ROI 사례 연구 분석 기준

고객은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에너지 기업
매출: 110억 달러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비용: 189만 6,000 달러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여 달성한 실제 절감액:
‒‒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100만 달러 절감
‒‒ HCM과 FIN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 시스템당
700~800만 달러 절감
‒‒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50만
달러 절감 예상
총 연간 유지보수 절감액: 330만 달러

스낵 제조업체
매출: 20억 달러
SAP® 연간 유지보수 비용: 93만 4,350달러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여 달성한 실제 절감액:
‒‒ 연간 유지보수 비용 50만 달러 절감
‒‒ 업그레이드에 소요될 300~400만 달러의 지출
불필요
‒‒ 사용자 개발코드 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정규 직원 인건비 약 50% 절감
총 연간 유지보수 절감액: 150만 달러

리미니스트리트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징

리미니스트리트의 고유 프로그램은 일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최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귀사가 누릴 수 있는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애플리케이션 및 리포지토리 수정
문서 전용 수정

Configuration 지원

고객은 절감한 비용으로 혁신 자금을
확보합니다.

캐나다 공기업이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피플소프트용 모바일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속 제품 및 빌딩 시스템을 제작하는 글로벌 제조업체가
절감한 비용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에 사용하여 1억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최첨단 미국 병원이 절감한 비용을 고급 의료 장비 및 임상
정보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아동 도서 출판사가 신규 인력 채용과 IT/
전자상거래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운영 지원

전세계 세금, 법무 및 규제 업데이트
설치 및 업그레이드 절차 지원
기업전담전문엔지니어(PSE)

연중무휴(24/7/365) 최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15분 이내 대응 보장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서비스 포함

업그레이드를 위한 온보딩 및 아카이빙(archiving) 서비스
상호 운용성 지원서비스

성능 및 조정(Performance & Tuning) 지원
보안 자문 서비스

글로벌 계정 담당자(account manager) 배정
혁신 및 기능 로드맵 서비스
전략적 계획

최소 15년 지원서비스 보장

리
미
니
스 공급
트
리 업체
트

독자적인 리미니스트리트 서비스

프로그램은 엔터프라이즈 ERP 지원서비스
업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더 나은 수준의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서비스 제공까지,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면서 혁신에 필요한 귀중한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정보

리미니스트리트는 창립 시부터 Engineered for Support™를 추구해온
기업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의 표준인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이 사용자 개발 코드 및 지속적인 상호 운용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최고급
지원서비스를 최소 15년간 제공받으면서 현재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고객은 오라클 및 SAP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업체를 교체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총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표준 공급업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여러 추가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포춘 500대 기업, 글로벌 100대 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을
비롯한 전세계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독립적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지원제품

오라클® 제품
――
――
――
――
――
――
――
――
――
――

오라클 E-비지니스 스위트
JD 에드워즈
피플소프트
오라클 애자일 PLM
시벨
ATG 웹 커머스
오라클 리테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하이페리온

방문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사: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운영 센터: 캘리포니아주 플레전튼
전 세계 지사: 베이징, 벵갈루루,
프랑크푸르트, 홍콩, 하이데라바드, 런던,
멜버른, 뉴욕, 오사카, 상파울루, 서울,
싱가포르, 스톡혹름, 시드니, 텔아비브,
도쿄,파리

한국 리미니스트리트 주식회사
우편번호 06164
서울 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7층
+82.2.6007.2201
enquirykr@riministreet.com
www.riministreet.com/kr

SAP® 제품
――
――
――
――

riministreet.com/request-a-quote를

SAP 비지니스 스위트
SAP HANA 데이터베이스
SAP 비지니스오브젝트
SAP (Sybase)데이터베이스

IBM® 제품

―― Db2 데이타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제품
―― MS SQL 서버

본사
3993 Howard Hughes Parkway
Suite 500
라스베이거스, NV 89169
무료 전화 888.870.9692
대표 전화 702.839.9671
팩스 702.973.7491
info@riministreet.com
www.riministreet.com

인증:

리미니스트리트는 ISO 9001:2008 및

27001:2013 인증을 모두 획득한 최초의
독립적 지원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고객 데이터의 보호,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ISO 9001: 2008
인증

ISO 27001:2013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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