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시트

오라클 ROI를 개선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세요. 

제품 유지보수 서비스 개요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이 하이페리온 소프트웨어의 전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대체합니다. 하이페리온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또는 기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지보수를 결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가치 및 단일 유지보수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해결 과제
오늘날의 하이페리온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서 이전 세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비해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업체의 강제 업그레이드와 부실한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많은 고객이 
오라클의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가 많은 비용을 지불할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존의 안정적인 하이페리온 릴리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선호하며 많은 기업이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 유지보수 서비스로 교체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솔루션 
리미니스트리트는 공급업체의 다층적 유지보수 모델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장애/수리 지원을 넘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고객은 
기업전담전문엔지니어(PSE)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모든 고객은 첫 통화부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PSE는 
전세계 어디서나 연중무휴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요 문제에 대해선 평균적으로 
5분 이내에 대응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 수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부터 상호운용성 문제, 로드맵 계획 및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하이페리온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되는 하이페리온 구성 요소(일부)

�	Financial Management

�	Planning

�	Workforce Planning 

�	Capital Asset Planning

�	Strategic Finance

�	Financial Close Management

�	Data Relationship Management

�	Performance Scorecard

�	Profitability and Cost Management

�	Financial Data Quality Management

�	Integrated Operational Planning

�	Essbase

주요 장점
�	투자금의 수명을 연장하고 TCO 절감
�	연중무휴 대응성이 뛰어난 유지보수 
서비스 확보

�	강제 업그레이드를 피하면서도 
확실한 ROI가 예상되는 경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	총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90% 
절감하여 혁신에 투자하고 비즈니스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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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의 하이페리온 유지보수 서비스

유지보수 특징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Premier 
및 Extended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 수정   신규 항목 수정  
사항 없음

운영 및 구성 유지보수  

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신규 업그레이드 스
크립트 없음

지역별로 평균 15년의 경력을 보유한 PSE를 지정하여 전담 배정 

고객 관리 서비스 

중대한 문제(P1) 발생 시 10분 이내 대응 SLA 보장 및 2시간 이내 업데
이트 제공



필수 업그레이드 없이 전체 유지보수 

사용자 개발 코드 유지보수 서비스 

성능 지원 

상호운용성 및 통합 지원 

현재 릴리스를 계약일로부터 최소 15년간 유지보수 

전략적 서비스

기술적,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로드맵 자문 서비스 

클라우드 자문 서비스 

라이선스 자문 서비스 

보안 자문 서비스 

상호운용성 및 통합 자문 서비스 

모니터링 및 점검 자문 서비스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

운영 비용(예산, 인력, 시간) 대폭 절감 

소프트웨어 벤더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로드맵에서 벗어나 자율성 확보 

유지보수 세부 사항

모든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수상에 빛나는 ISO 인증 프리미엄 지원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업계를 선도하는 하이페리온 소프트웨어 제품군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해결해줍니다.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 메타데이터 통합을 활용하고 트랜젝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 애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오라클, 피플소프트, 시벨, JD 에드워즈 및 SAP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모든 기업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검증된 전문성, 프리미엄 유지보수 
서비스 기능 및 대응성이 우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호운용성 지원
상호운용성 유지보수 서비스는 잠재적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은 물론 새로운 플랫폼에서 인증을 확인하거나 
상호운용성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지보수 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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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트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사용자 중 유의미한 비용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 

유지보수 서비스라는 선택지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용자가 전체의 88%를 

넘었습니다."

R. "Ray" Wang,  
수석 애널리스트 겸 창업자
Constellation Research, Inc.

http://www.riministreet.com/kr
http://www.riministreet.com/kr
mailto:enquirykorea%40riministreet.com?subject=
http://linkedin.com/company/rimini-street
http://twitter.com/riministr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