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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서비스 통합 및 IT 투자 수익 극대화
제품 유지보수 서비스 개요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단독 또는 오라클/SAP®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결합 형태로 유지보수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Oracle 
Database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합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단일 공급업체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모든 혜택이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해결 과제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전 세대와 
비교해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많은 라이선스 사용 기업이 
공급업체의 강제 업그레이드와 부실한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은  현재 릴리스의 수명을 
연장하고,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로 대체하여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솔루션 

리미니스트리트는 다층적인 공급업체 지원서비스 모델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장애/
수정 지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고객은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담전문엔지니어(PSE)가 제공하는 맞춤화된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전화를 거는 
즉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PSE는 전 세계 어디서나 연중무휴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평균 대응 시간은 5분 미만입니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수정과 3자 유지보수 전문가팀을 통해 상호 운용성 문제, 로드맵 계획 및 전반적인 
보안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서비스 범위 선택

	� 애플리케이션 서버: WebLogic, Tuxedo, 
Internet Application Server, Oracle 
Application Server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Hyperion, 
Essbase, OBIEE, BI Discoverer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BPM Suite, 
AquaLogic, BPEL Process Manager, 
Business Process Analysis Suite

	� 데이터 통합: Oracle Data Integrator, 
GoldenGate, Enterprise Data Profiling 
& Data Quality

	� 개발 도구: JDeveloper, Designer, OAF, 
ADF, OAE, Forms, Reports, BI Publisher

	� 엔터프라이즈 관리: Application Testing 
Suite, Oracle Enterprise Manager Packs 
for Middleware

	� ID 관리: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uite, SSO, Access 
Manager, Adaptive Access Manager, 
Directory Services

	� 서비스 통합: SOA Suite, Application 
Integration Architecture

	� 사용자 참여: Oracle WebCenter Portal, 
Oracle OAS Portal

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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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유지보수 특징 리미니스트
리트

오라클 Premier 
및 Extended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서비스

리포지토리 및 문서 수정   신규 항목 수정 사항 없음

운영 및 구성 유지보수  

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신규 업그레이드  
스크립트 없음

지역별로 평균 15년의 경력을 보유한  
기업전담전문엔지니어(PSE) 배정



고객 관리 서비스 

대응 시간 10분 보장 SLA, 중요한 사례인 경우 2시간 내 업데이트 전달 
사항 제공



필수 업그레이드 없이 전체 유지보수 

성능 지원 

상호운용성 및 통합 지원 

현재 릴리스를 계약일로부터 최소 15년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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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로드맵에서 벗어나 자율성 확보 

유지보수 세부 사항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된 유지보수 서비스: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ISO 인증 프리미엄 지원서비스와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제품군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해결해줍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사전 구축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통합하고 트랜젝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 애플리케이션 및 Oracle, PeopleSoft, Siebel, JD 
Edwards, SAP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또한, 검증된 전문성, 프리미엄 유지보수 서비스 
기능, 대응력이 우수한 맞춤형 서비스로 모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단일 연락 창구로 기능합니다.

상호 운용성 유지보수 서비스: 리미니스트리트 상호 운용성 유지보수 서비스에는 인프라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3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인증 확인 
및 상호 운용성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이 포함됩니다.

주요 장점

	� IT 투자금의 수명을 연장하고 
TCO 절감

	� 연중무휴 대응성이 뛰어난 
유지보수 서비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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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유지보수 비용을 최고 90% 
절감하여 절약한 비용으로 
혁신에 투자하고 비즈니스 성장 
도모

유지보수 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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