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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수년간 오라클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로부터 리미니스트리트와 같은 공급업체들의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오라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이 성숙해 짐에 따라 패치 및 개선사항 출시 속도(오라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인)가 느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데이트의 필요성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신 업그레이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따른 사업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지출과 업무중단이 이익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엔 대부분의 고객들이 최신 버전에서 두 버전 이상 뒤처진 ER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오라클은 고객에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기업내 오라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업무 중단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처럼 강제적인 업그레이 사이클을 계속 따르게 되면서 점점 
재정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많은 고객사들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하고 혁신에 재투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 새로운 ERP 기술이 향후 언젠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정된 오라클 시스템과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Nucleus사를 비롯해 해당 시장의 많은 기업들이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독립적 지원 서비스 
또는 써드파티 유지관리 서비스라고도 하는)를 고객이 소프트웨어 지원 비용을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 보고서에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비용 
절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급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구독 방식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고객들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는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사는 전담 엔지니어 (PSE)를 배정하여 그들의 역량을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이들은 고객사의 특정 환경과 구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고객사의 시스템 상태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과 맞춤화 지원 서비스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지원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팀들의 자체 지원 활동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고 별로 가치가 없는 업그레이드로 인한 비용부담과 업무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CIO들이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절감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된 자원을 이동성, 빅데이터, 생산성, 보안 및 디지털 변혁 기술과 같이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참여 시스템(SOE)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다른 전략적 이니시어티브에 사용하고, 
사내 자원에 대한 요구를 줄여 ERP 핵심 기록 시스템(SOR)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Nucleus사는 데이터와 결과 및 해석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을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절감 분야 네 가지(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맞춤화 지원 비용 및 
자체지원 관련 비용)를 살펴본 결과 알게 된 사실은,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 데이터는 Nucleus사가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사들과 가진 수많은 대화를 통해 평가한 절감 사항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리미니스트리트와 같은 회사의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와 비슷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소요되고 있는 총 
유지관리 비용에서 평균 75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비용절감 한 가지만으로도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로 전환할 이유가 되겠지만, 
이는 단지 총소유비용(TCO) 절감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다시금 혁신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투자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레베카  웨테만(Rebecca Wettemann)	
Nucleus Research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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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racle®과 같은 기업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들은 연간 유지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IT 예산을 고려할 때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이미 예산이 확정된 고비용 
품목으로서 두말 없이 지불해야 할 항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서비스 비용과 그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리지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시대에 뒤진 지원 모델로 인해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외에도 매년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공급업체의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과 지원 서비스 모델의 비효율성 외에도, 
업그레이드 비용, 맞춤화 지원 비용 및 자체 지원 비용과 같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숨겨진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종합해보면 실제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의 두 배에 이를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업체인 Nucleus Research사는 고객들이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데 따른 사업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미니스트리트의 결과 검증을 통해 
Oracle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다음 분야에서 커다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 문제발생/해결 지원 서비스와 세금, 법규 및 규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비용: 공급업체의 지원 서비스 윈도우가 종료될 경우 풀 지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 업그레이드 비용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 비용: 사용자 개발 코드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지원 비용. 
이는 표준적인 공급업체 지원 모델의 일부로서 커버되지 않습니다

――자체 지원 비용: 오리지널 공급업체의 지원 서비스로 인한 추가 부담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자원과 인력에 드는 비용으로서, 수없이 많은 문제해결 사항의 회귀 
검사 및 분석, 문제의 정당화 및 자체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 70개사의 투자수익에 대한 심층 연구로부터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자체 지원의 4개 
범주에서 오리지널 공급업체의 지원 서비스를 독립적인 지원 서비스나 서드파티의 지원 
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구현되는 실제 절감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절감액을 모두 합치면 Oracle 및 SAP 라이선스 사용자의 투자수익에 대한 본 
보고서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유지관리 비용을 평균 75퍼센트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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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절감 유형, 범위 및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또한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 모델을 채택해 총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익 
극대화를 달성한 리미니스트르티 고객의 주요 성공 사례들을 집중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리미니스트리트 고객 업체들은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기존의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평균 75퍼센트나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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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지원 서비스의 사업성

IT 예산은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고 전략적 변혁을 통해 경쟁사보다 앞서갈 수 있는 
역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전형적인 IT 예산의 89퍼센트가 작동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할당되므로, 다른 프로젝트용으로는 단지 11 퍼센트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오고 비용을 줄이거나 경쟁자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입니다.

과거 3년간 쏟아져 나왔던 IT 프로젝트들은 대다수가 평균 189 퍼센트에 달하는 예산 
초과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의 선두를 달린 것은 대규모 ERP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날 전세계의 거의 모든 포춘 500대 기업과 세계 2000대 기업이 Oracle이나 SA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새로운 특징과 기능들이 초기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잦은 간격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프트웨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풍부한 기능으로 가득해졌으며 
기술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특징과 기능의 구현 속도가 지난 수년간 극적으로 
둔화되었는데도 오라클은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22퍼센트나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혁신사항들은 고객사의 유지관리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대부분의 혁신 노력을 자사의 클라우드 제품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객사의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의 일환으로 커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용자 개발 코드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이 고객사의 필수적인 지원 문제 중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원 서비스 문제에 대한 오리지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상투적인 대답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이거나 "사용자 개발 코드가 문제의 원인입니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독자적으로 사용작 개발 코드를 지원하며 
불필요한 수정사항과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내 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비즈니스 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출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압력,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낮은 이익 발생의 악순환은 강제적인 발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써드파티 지원 서비스의 투자수익(ROI) 평가 7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 독보적인 가치제안

Nucleus사에 따르면, 많은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사들이 사용자 개발 코드 및 업그레이드 
여부에 따라서는 총 유지관리 비용의 90퍼센트까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총 유지관리 비용을 오리지널 공급업체의 지원 서비스를 받던 경우에 비해 
75퍼센트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자금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강제적으로 업그레드해야 하는 
사이클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Nucleus Research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써드파티 지원 서비스에는 오라클의 표준적인 연간 유지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수많은 프리미엄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70개 고객사의 스냅샷

다음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표는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사들이 본 연구의 일환으로 
밝힌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의 한 단면입니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고객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업그레이드 회피, 사용자 개발코드 지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의 
범주에서 오리지널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Oracle이나 SAP)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이것은 원래 
공급업체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에서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고객이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혁신과 그 밖의 전략적 프로젝트로 돌릴 수 있는 지출액을 나타냅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10년간의 총 추정 절감액으로서,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정에 사용가능

――리미니스트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비용절감액과 원래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비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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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제품 절약 범주 제품

제품 가시적 비용 비가시적 비용 제품

Rimini Street 고객 업체 제품 공급업체의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연간 환산 
업그레이드 
비용

연간  
맞춤화  
지원  
서비스  
비용

연간 자체 
지원 비용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Rimini 
Street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Rimini 
Street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절감액

공급업체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절감률(%)

120억 달러 규모 보험 회사 PSFT $174,524 $400,000 $300,000 $75,000 $949,524 $87,262 $862,262 91%

4억 달러 규모 캐나다 시청 PSFT $416,656 $255,675 $825,000 $450,000 $1,947,331 $208,328 $1,739,003 89%

4천만 달러 규모 보험기업 PSFT $583,042 $800,000 $600,000 $150,000 $2,133,042 $291,521 $1,841,521 86%

1억 3천만 달러 규모 주요 금속 제조업체 JDE $74,000 $57,000 $118,000 $15,000 $264,000 $37,000 $227,000 86%

30억 달러 규모 건설 제품 기업 JDE $322,700 $500,000 $135,000 $135,000 $1,092,700 $161,350 $931,350 85%

12억 파운드 규모 건설회사 SAP £84,552 £63,414 – £135,000 £282,966 £42,276 £240,690 85%

11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기업 PSFT $1,896,000 $3,000,000 $500,000 $350,000 $5,746,000 $948,000 $4,798,000 84%

12억 달러 규모 도매 전기공급사 PSFT $483,030 $764,260 $75,000 $75,000 $1,397,290 $241,515 $1,155,775 83%

7억 달러 규모 화학 제조기업 EBS/OT $1,047,369 $1,600,000 $332,800 $20,800 $3,000,969 $523,685 $2,477,285 83%

10억 달러 규모 의료 서비스 기업 EBS/OT/
HYP

$527,694 $431,750 $274,500 $274,500 $1,508,444 $263,847 $1,244,597 83%

30억 달러 규모 세무 서비스 제공업체 PSFT $303,144 $150,000 $225,000 $75,000 $753,114 $151,557 $601,557 80%

31억 달러 규모 CPG 제조업체 EBS $453,188 $60,000 $150,000 $450,000 $1,113,188 $226,594 $886,594 80%

100억 달러 규모 화학 유통업체 SAP $3,800,000 $250,000 $150,000 $600,000 $4,800,000 $1,000,000 $3,800,000 79%

9억 달러 규모 레스토랑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PSFT $202,000 $155,000 $63,000 $52,000 $472,000 $101,000 $371,000 79%

40억 달러 규모 화학 제조업체 SAP  $1,420,361  $1,175,294  $225,000  $300,000  $3,120,655  $710,180  $2,410,474 77%

6억 달러 규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SAP $1,000,000 $940,000 $276,000 – $2,216,000 $500,000 $1,716,000 77%

180억 달러 규모 국제적 방위 산업체 EBS/OT $2,487,010 $1,800,000 $600,000 $600,000 $5,487,010 $1,243,505 $4,243,505 77%

100억 달러 규모 보험 회사 PSFT $434,976 $266,917 $67,500 $180,000 $949,393 $217,488 $731,905 77%

1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제조업체 EBS/OT/
HYP

 $2,000,000  $1,636,364  $225,000  $225,000  $4,086,364 $1,000,000  $3,086,364 76%

300억 달러 규모 식품 가공 및 도매업체 JDE $739,664 $663,805 $75,000 $75,000 $1,543,469 $364,832 $1,178,637 76%

20억 달러 규모 스낵 제조기업 SAP $934,350 $450,800 $435,000 $150,000 $1,970,150 $467,175 $1,502,975 76%

9억 달러 규모 사설 암 연구 업체 시벨 $847,344 $755,941 $75,000 $75,000 $1,753,285 $423,672 $1,329,613 76%

13억 달러 규모 패션 디자인 하우스 PSFT/JDE $592,004 $468,340 $75,000 $75,000 $1,210,344 $296,002 $914,342 76%

26억 달러 규모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 PSFT $535,000 $218,864 $187,500 $150,000 $1,091,364 $267,500 $823,864 75%

4억 달러 규모  
발전 시스템 제조업체

EBS/
Agile/OT

$891,000 $364,000 $297,000 $243,000 $1,795,000 $445,500 $1,349,500 75%

30억 달러 규모 사무실 건설, 보유 및 
운영업체

PSFT/JDE $398,278 $161,296 $131,295 $107,638 $798,507 $199,139 $599,368 75%

52억 달러 규모 캐나다 정부기관 PSFT $764,386 $604,698 $75,000 $75,000 $1,519,084 $382,193 $1,136,891 75%

15억 달러 규모 제조업체 EBS/OT  $1,282,000  $524,000  $427,000  $350,000  $2,583,000  $641,000  $1,942,000 75%

1억 5천 5백만 달러 규모 정보기술업체 PSFT/
EBS/OT

 $2,583,000  $1,057,000  $860,000  $705,000  $5,205,000  $1,291,500  $3,913,500 75%

6억 달러 규모 식음료 업체 EBS/OT $1,100,000 $800,000 $200,000 $50,000 $2,150,000 $550,000 $1,600,000 74%

6억 3천 6백만 달러 규모 상수도 사업소 SAP $421,922 $126,577 $135,000 $135,000 $818,499 $210,961 $607,538 74%

2억 5천 8백만 달러 규모 국제적 제조업체 EBS/OT $395,032 $220,000 $75,000 $75,000 $765,032 $197,516 $567,516 74%

90억 달러 규모 전자제품 제조기업 SAP $338,926 $315,000 – – $653,926 $169,463 $484,463 74%

488억 달러 규모 생명공학 제약회사 PSFT $1,050,000 $429,000 $300,000 $225,000 $2,004,000 $525,000 $1,479,000 74%

170억 달러 규모 산업 및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

EBS/OT $1,545,958 $525,480 $427,740 $350,670 $2,849,848 $772,979 $2,076,869 73%

3억5천만 달러 규모 파이프 제조기업 SAP $227,152 $120,000 $30,000 $37,500 $414,652 $113,576 $301,076 73%

Oracle 및 SAP 고객사 70개사의 투자수익 연구 결과,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평균 절감률 7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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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절약 범주 제품

제품 가시적 비용 비가시적 비용 제품

Rimini Street 고객 업체 제품 공급업체의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연간 환산 
업그레이드 
비용

연간  
맞춤화  
지원  
서비스  
비용

연간 자체 
지원 비용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Rimini Street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Rimini Street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절감액

공급업체 
채택시의  
총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절감률(%)

3천만 달러 규모 의료  
및 건강 제품

JDE $55,000 $20,000 $14,000 $11,000 $100,000 $27,500 $72,500 73%

4천만 달러 규모 조명 및 전자제품 기업 JDE $430,000 $175,909 $75,000 $75,000 $755,909 $215,000 $540,909 72%

4억 3천 2백만 유로 규모 보호복 제조업체 SAP €51,545 €41,321 – – €92,866 €25,773 €67,094 72%

12억 달러 규모 신용보험 기업 PSFT $302,778 $200,000 – $37,500 $540,278 $151,389 $388,889 72%

2억 달러 규모 메시징 제공업체 SAP $565,924 $113,185 $150,000 $150,000 $979,109 $282,962 $696,147 71%

3억 달러 규모 유통기업 SAP $417,192 $225,000 – $75,000 $717,192  $208,596 $508,596 71%

72억 달러 규모 스포츠용품 소매업체 PSFT $644,270 $299,909 $75,000 $75,000 $1,094,179 $322,135 $772,044 71%

81억 달러 규모 식품 가공업체 JDE  $453,118  $178,000 $75,000  $75,000  $781,118  $226,559  $554,559 71%

9천 7백 5십만 달러 규모 캐나다 패키징 
솔루션 제조업체

SAP $234,000 $100,000 $25,000 $30,000 $389,000 $117,000 $272,000 70%

5억 2천 8백만 달러 규모에 인구 75만 명 
이상인 미국 도시

PSFT/
EBS/OT

$573,186 $234,485 $190,871 $156,480 $1,155,022 $347,518 $807,504 70%

2천만 유로 규모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SAP €296,859 €155,851 – €37,500 €490,210 €148,430 €341,781 70%

2억 3백만 파운드 규모 중장비 제조업체 SAP £109,970 £71,415 – – £181,385 £54,985 £126,400 70%

9억 달러 규모 자동차 정비 유통기업 PSFT $446,008 $160,000 $50,000 $75,000 $731,008 $223,004 $508,004 69%

150억 달러 규모 제약회사 및  
의료장비 제조업체

시벨 $2,053,820 $840,199 $300,000 $150,000 $3,344,019 $1,026,910 $2,317,109 69%

7억 2천 8백만 달러 규모 의료장비 
제조업체

SAP/
BOBJ

$1,471,131 $212,182 $504,000 $207,000 $2,394,313 $735,566 $1,658,748 69%

5억 7천만 달러 규모 의약품 제조업체 SAP $833,634 $200,393 $150,000 $150,000 $1,334,027 $416,817 $917,210 69%

30억 유로 규모 유럽 제조업체 EBS/OT €67,042 €38,388 – – €105,430 €33,521 €71,909 68%

8억 달러 규모 유리제 식기류  
제품 제조업체

JDE $531,936 $88,977 $120,000 $95,004 $835,917 $265,968 $569,949 68%

80억 달러 규모 국제적 소매업체 EBS/OT $2,709,994 $880,223 $300,000 $300,000 $4,190,217 $1,354,997 $2,835,220 68%

130억 파운드 규모 다국적 매스미디어  
및 정보 업체

시벨 £2,992,000 £600,000 £500,000 £500,000 £4,592,000 £1,496,000 £3,096,000 67%

2억 7천만 달러 규모 신문사 PSFT $354,717 $150,000 – $37,500 $542,217 $177,359 $364,859 67%

33억 달러 규모 화학 제조업체 SAP $2,863,083 $644,194 $477,000 $390,000 $4,374,277 $1,431,542 $2,942,736 67%

2억4천만 달러 규모 반도체 기업 EBS/OT $414,898 $97,500 $55,000 $55,000 $622,398 $207,449 $414,949 67%

15억 달러 규모 패션 업체 PSFT/JDE $694,032 $187,336 $75,000 $75,000 $1,031,368 $347,016 $684,352 66%

11억 달러 규모 보안 기업 시벨 $216,890 $102,950 – – $319,840 $108,445 $211,395 66%

5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 공학제품 
제조업체

JDE $531,936 $88,977 $120,000 $95,004 $835,917 $265,968 $569,949 68%

2억 7천 5백만 달러 규모에 학생수 6만 7천 
명인 미국 학군 

EBS/OT $775,792 $245,495 $75,000 $37,500 $1,133,787 $387,896 $745,891 66%

30억 달러 규모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SAP $250,832 $114,024 – – $364,856 $125,416 $239,440 66%

40억 달러 규모 페인트 제조기업 EBS $3,412,910 $1,000,000 $330,000 $220,000 $4,962,910 $1,706,455 $3,256,455 66%

5억 6천만 달러 규모 반도체 조립업체 SAP $188,000 $84,600 – – $272,600 $94,000 $178,600 66%

290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제지 및 포장 
회사

PSFT $1,050,000 – – $450,000 $1,500,000 $525,000 $975,000 65%

14억 달러 규모 에너지 및 서비스 기업 PSFT $972,574 $300,000 $37,500 $75,000 $1,385,074 $486,287 $898,787 65%

3억 달러 규모 교육 기관 PSFT $880,542 $260,000 $55,000 $55,000 $1,250,542 $440,271 $810,271 65%

1억2천5백만 달러 규모 제조기업 EBS/OT $481,034 $100,000 $49,500 $49,500 $680,034 $240,517 $439,5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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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 주요 주제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은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명확하게 다음의 네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1.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가 청구하는 금액은 고객이 오라클에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던 액수의 50퍼센트입니다

2.	업그레이드 회피: 정상적인 투자수익 없이 단지 공급업체의 풀 지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져 피할 수 있는 비용 지출

3.	사용자 개발코드 지원:문제가 발생한 사용자 개발 코드를 사내 또는 외부 자원을 이용해 
수정할 필요가 없어져 피할 수 있는  비용 지출

4.	자체 지원: 전통적인 공급업체 지원 프로세스로 인한 추가 부담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원 및 인력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져 피할 수 있는 비용 지출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각각의 절감 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인터뷰를 실시한 
기업에서 얻은 예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지원 서비스 비용, 높은데다가 계속 상승 추세

IT 기업들은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해 지원 서비스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50퍼센트 이상 
절감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Oracle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프리미엄 지원 서비스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익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고비용과 업무중단 초래하면서 가치는 미미한 업그레이드

리미니스트리트가 1 Oracle E-Business Suite 라이선스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전략에 
대해 최근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베이 응답자 중 83퍼센트가 기존의 EBS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ustaining Support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대다수는 충분한 지원 옵션이 주어진다면 현재 버전을 계속 사용하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해 누린 최대 이점 중 하나는 업그레이드로 
인한 비용과 업무중단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최신의 라이선스 유지관리 서비스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맞춤화와 통합을 재구축 및 재검사하고, 보고서,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변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및 외부 자원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피하여 얻을 수 있는 절감 혜택은 애플리케이션의 성숙도, 그리고 Release 
및 통합된 구성요소에 좌우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해준 리미니스트리트 
고객들은 연간 수십만 달러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사 한 
곳은 업그레이드를 피함으로써 회피한 업그레이드당 평균 50만 달러의 내부 비용과 25만 
달러의 외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 리미니스트리트 보고서, “Oracle EBS 고객, 입증된 현행 ERP 선호,” 2017년 5월.

레베카  웨테만	
(Rebecca Wettemann)
부사장 
Nucleus Research사

CIO
7억 달러 규모 화학 제조업체

IT 부문 이사
4억 달러 규모 발전 시스템 제조업체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로 처음 
전환할 때는 전략적인 전환으로서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 이제는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ERP 문제 해결을 
앞당기고 세금 , 규제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을 줄이며 ,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이용해 자사 
ERP환경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독자적인 지원 서비스 덕분에 강제 
업그레이드로 인한 비용 지출과 
수개월간의 업무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전략적인 
사업 안건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Oracle EBS, Agile 및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Rimini 
Street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 
상당한 절감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 ―
서비스 수준이 높고 저희 
비즈니스에 전략적 가치를 
더해주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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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의 답변에서 강압적인 고비용 업그레이드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자사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종용했지만, CIO는 
거절했습니다. 1천만~2천만 달러나 들여 구매하고 구현해야 하는 제품 치고는 별로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블로그, 2015년 7월 20일

 ―“회사로선 재정적으로나 자원 면에서나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FDA 규정을 따라야 하는 생물학적 제제 생산업체이므로 FDA 요건에 
부응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기가 극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시스템 
변경이든 엄청난 양의 공식 문서가 요구됩니다.”  
면역요법 개발업체의 IT 부문 이사

오라클 클라우드 전망 희박해

최근의 서베이에 따르면2, 오라클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Oracle Cloud ERP를 주요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자들은 클라우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일부 구성 요소만 도입하거나 다른 옵션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Oracle ERP Cloud를 주요 ERP로 채택했거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9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26퍼센트는 Oracle ERP Cloud 구성요소를 공존 상태로 
이용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ERP 채택업체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자회사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온프레미스 ERP에서 제공되는 보다 폭 넓은 기능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3 지난 수년간 클라우드 ERP에 투자해온 오라클 조차도 자사의 ERP Cloud를 
대체 시스템이 아닌 공존 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은 기업활동의 일부를 
자신들의 현행 온프레미스 ERP에서 실행하고 일부만 Oracle Cloud ERP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 회장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컴퓨팅의 공존은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4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재의 Oracle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풍부한 기능에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의 핵심 ERP를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고객이 억지로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높은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 비용

오늘날의 성숙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대다수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기본 코드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고객사 특유의 비즈니스 요건에 
맞게 맞춤화된 코드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개발 코드는 오라클의 표준적인 지원 프로그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합당한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여 시스템을 계속 수정해나감에 따라 
공급업체의 지원 서비스는 갈수록 더 이와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2 리미니스트리트 보고서, “Oracle EBS 고객, 입증된 현행 ERP 선호,” 2017년 5월.
3 Forrester, SaaS ERP 애플리케이션 지형, 2015년 9월 23일.
4 Oracle, “Oracle E-Business Suite와 Oracle Cloud,” 2016년 6월. 

레베카   
웨테만(Rebecca Wettemann)
부사장 
Nucleus Research사

정보기술 부문 부사장
20억 달러 규모 채용업체

“ERP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많은 CIO들은 
공급업체가 새로 선보이는 최신 
애플리케이션과 로드맵의 그림이 
좀더 확실하게 잡히기 전에는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 
서드파티의 지원 서비스로 
전환하면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구현을 결정할 수 있으며 , 업무에 
필수적인 시스템들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대답은 항상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PeopleSoft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려면 1천 5백만 
달러의 비용에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었고 ,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업무 지장이 
예상되었습니다 .”

http://blogs.wsj.com/cio/2015/07/20/upstart-rimini-street-courts-cios-looking-for-cheaper-alternative-to-oracle-it-support/
https://blogs.oracle.com/ebsandoraclecloud/welcome-to-oracle-e-business-suite-and-oracle-cloud-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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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는 사용자가 수정한 코드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가 해결하는 고객의 문제 중 3분의 2 가까이가 공급업체의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들입니다.

맞춤화에 발생한 문제를 사내 자원이나 외부 자원을 이용해 해결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비용지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의 답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쓰는 기능을 대부분 맞춤 개발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가개발 부분 지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연간 50만 달러나 되는데, 이는 5 FTE 
정도에 해당됩니다.”  
 40억 달러 규모 화학 제조 회사의 CIO

 ―“우리 회사에서는 많은 것을 맞춤화했는데,  지원 서비스로는 저희 자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약 및 의료 기기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기술 부문 이사

자체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 범주에서의 절감된 내용은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원과 인원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지출을 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고객 인터뷰에서 밝혀진 대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이슈 티켓의 보다 빠른 해결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들은 항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편이 보다 신속하며 이를 통해 
사내 인력과 컨설팅 자원을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모든 고객사마다 해당 지역별로 경력이 있는 전담지원 엔지니어(PSE: 
Primary Support Engineer)를 배정합니다. 이들은 고객사의 문제를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평가, 진단하고 해결하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15분 이내의 대응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많은 고객사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은 자사 지원 팀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오라클의 지원 포털이나 포럼에서 잠재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이거나 
기본 환경에 해당 문제를 복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해결에 드는 지원 비용과 
시간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컨설팅의 자원 절감 
Nucleus Research사는 일부 고객의 경우 어떤 오라클 세무 업데이트가 자사 
비즈니스에 해당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컨설턴트를 이용해야만 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사 다섯 곳이 받은 지원 서비스 중에는 이들의 특정 
사업활동을 토대로 어떤 세무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라클은 모든 관할 구역을 포함하는 수백 개의 업데이트로 고객사에 부담을 주는 
반면에,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사 특유의 비즈니스 범위에 정확하게 맞춤화된 
컴플라이언스 업데이트를 적시에 제공하므로 관련성 없는 업데이트 관리나 추가 분석 
또는 회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
15억 달러 규모 건물  
제조업체의 EVP 겸 CIO

―
4억 달러 규모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회사의 IT 부문 이사

“이제는 맨 처음부터 즉각 전문가와 
통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개발 코드와 
관련된 문제라도 문의할 수 있게 
된 거죠 . 지원 서비스를 단계별로 
거치면서 매번 문제에 대해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 덕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어서 제품을 필요할 때 제때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하곤 했는데 , 그 편이 
속 편했기 때문입니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문제를 
재현해서 테스트해보곤 했습니다 . 
문제 해결을 에 맡기기 전에 
커스텀 코드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였죠 .”

회사 시스템 부문 이사
19억 파운드 규모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

“오라클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사용자 개발 코드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 눈치 채기만 
하면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특히 그 부분을 맞춤 개발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든가 
'맞춤화한 부분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란 걸 입증하려면 그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 '는 식이었거든요 . 
리미니스트리트는 사용자 개발 
코드 대한 지원 서비스가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이란 점을 
저희가 합류하기 전부터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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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다 적절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자체 지원 필요성 사라져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가 기존의 공급업체 라이선스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보다 사전대응적이고, 즉각적이며 맞춤화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경우, 공급업체의 솔루션은 전문 서비스를 추가 
고용하므로 라이선싱 및 유지관리비 외의 비용이 초래되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에서는 레벨 3 엔지니어가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코드를 평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실제 해결책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지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터뷰 대상 고객들의 답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문제를 재현해보고 공급업체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로부터는 도저히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더군요. 우리 팀들은 업무 시간의 30퍼센트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해결책 찾는 일에만 매달리던 지원팀원 한 명의 자리를 채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0,000~70,000파운드는 절감한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18만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완성은 턱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Rimini Street에 넘겼더니 이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Rimini Street가 아니었다면 18만 달러가 36만 달러로 불어날 뻔했어요. 
지원 문제만으로도 매년 수십만 시간, 약 3.5 FTE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IT 부문 이사
4억 달러 규모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회사

IT 부문 부사장
세계적인 소매유통업체

“그때 깨달았습니다 . 저희의 
PeopleSoft 버전은 이전의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던 무료 
급여세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 업데이트에 연간 
5만 달러나 들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좀더 좋은 가격으로 세무 
업데이트를 받을 길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다 마침내 
알아낸 사실은 리미니스트리트에서 
이를 추가 비용 없이 번들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IT 예산이 절감된 덕분에 그 중 
일부를 필요한 사업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다시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 고객과 컨설턴트를 
위한 첨단 포털 기능의 개발 같은 
부문 말이죠 .” 

레베카   
웨테만(Rebecca Wettemann)
부사장 
Nucleus Research사

“많은 기업들이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패치와 
버그 수정을 수행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공급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패키지 전체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나 세무 관련 
코드 같이 필수적인 업데이트만 
설치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 
덕분에 설치 및 테스트 시간이 
둘 다 단축되었습니다 . 한 고객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 '이제는 
업데이터 적용시 아전에 비해 
25퍼센트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 
전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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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결론

본 고객 연구의 일환으로 인터뷰한 경영자들로부터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 모델로 전환한 경험에 비추어 다른 CIO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고객사가 자사 전반의 사업성을 확립하기 위해 
리미니스트리트의 서드파티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할 경우 동종업체가 알려주는 구체적인 
통찰력과 조언 분야 네 가지입니다.

요점:

――오라클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대가로 받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단지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업그레이드 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업성이 없다면 
업그레이드 하지 마십시오.

――지원 프로세스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1.	오라클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는 대가로 받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리미니스트리트는 즉각 응답하며,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고도로 전문적이며, 높은 지식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가치가 높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 병실 440개 규모 병원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IS 부문 이사―
―
“리미니스트리트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저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이 더욱 풍부한 엔지니어로부터 받고 있는데도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윈윈 상황입니다.” 
— 주요 자선단체의 최고정보책임자(CIO)

2.	단지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업그레이드 하지 마십시오. — 또한 사업성이 없다면 
업그레이드 하지 마십시오.  
“오라클은 지난 제품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클라우드 사업 모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저희의 EBS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업 시스템 부문 이사 
 
“저희가 이전에 구현했던 JD Edwards(2011년)는 예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린 힘겨운 프로세스였습니다. 또 다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평가해야 
했을 때도 내부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로 전환한 덕분에 안정되고 효율적인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성능 향상과 신제품 출시 같은 비즈니스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 및 장식용 금속 공급업체의 IT 부문 이사

레베카   
웨테만(Rebecca Wettemann)
부사장 
Nucleus Research사

“미래지향적인 CIO는 
리미니스트리트의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단지 총소유비용(TCO) 
절감 방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투자수익(ROI) 증대 방법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 내부 자원과 현금을 확보해 
혁신과 비즈니스 차별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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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지원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인터뷰한 업체들 대부분은 오라클의 지원 프로세스 매 단계마다 기술적 문제를 
설명하느라 허비한 시간과 경비를 부담스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지원 
서비스 수준에도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종종 놓치기 쉬운 가치 방정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든, 문제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에 계속 투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주요 유통업체는 판매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해 업무는 마비되고 모두들 밤새 전화회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리미니스트리트가 해결에 나선 덕분에 한 사용자가 중복된 
가격을 다섯 건이나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뛰어난 상황 
판단으로 이런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영국 주요 유통업체의 IT 서비스 및 운영 부문 이사 
 
“리미니스트리트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며,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문제를 훑어본 뒤 패치 번호를 건네주면서 우리보고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뒤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 특수 서비스 업체의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부문 이사

4.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많은 고객사들이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해 사업 성장과 
경쟁우위를 가져올 새롭고 혁신적인 IT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비용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여 저희의 금속제 건물에 대한 견적을 
내고 설계, 건축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업 부문의 가치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에 이릅니다.  
— 건물 제조업체의 EVP 겸 CIO―
 
“리미니스트리트 덕분에 우리의 EBS 애플리케이션과 Oracle Databases는 사업을 
견인하는 안정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는 IT 비용을 최적화하고 IT를 통해 사업 
혁신과 경쟁우위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우리 전략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 영국 주요 유통업체의 IT 서비스 및 운영 부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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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부록

사례 연구 1: 15억 달러 규모 건물 제조업체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를 통한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 연간 190만 달러 이상 , 
10년간 최소한 1천 9백 42만 달러 이상

혁신에 재투자 : 전자 상거래에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는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에 임직원이 5천3백 명에 이르는 이 미국 소재의 제조업체는 향후 10년간 
매년 1백94만 2천 달러를 절감하여 총 1천9백42만 달러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유지관리 비용이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에 매년 지출되던 비용에 
비해 75퍼센트 절감됩니다.

배경

――높은 지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불만: “오라클의 지원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3~5년 동안에 1천만~1천 5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입니다.” 

――고도의 맞춤화: “우리는 개발 코드 작업, 티켓 로깅, 응답을 받기 위한 노력, 웹에서 
해결책 찾기 등으로 최소한 주어진 시간의 50~60퍼센트를 허비하곤 했습니다.”

서드파티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상되는 연간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범주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의 연간 

비용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한 

연간 비용절감액 

연간 지원 비용 $1,282,00 $641,000 $641,000

업그레이드 및 성능 향상 패키지 $524,000 – $524,000

사용자 지정 지원 $427,000 – $427,000

유지관리 인건비 $350,000 – $350,000

총비용 $2,583,000 $641,000 $1,942,000

재무요약

이 고객은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을 50퍼센트나 절감했으며,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매년 64만 1천 달러씩 절감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업그레이드를 피함으로써 연간 52만 4천 
달러를 절감하게 되며, 사용자 개발 코드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이나 
외부 컨설턴트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연간 42만 7천 달러(또는 2.8 FTE에 
해당되는 금액)를 절감하게 되며, 원래 공급업체의 지원 서비스로 인한 추가 부담과 
비효율성을 다루기 위해 추가 자원과 인원에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35만 
달러(또는 2.3 FTE에 해당되는 금액)를 절감하게 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의 결과

절감액의 작은 일부를 혁신에 재투자: “절감한 비용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해 
저희의 금속제 건물에 대한 견적을 내고 설계, 건축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업 부문의 가치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에 이릅니다.”
— EVP 겸 C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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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2: 81억 달러 규모 식품 가공업체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를 통한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 연간 55만 5천 달러 , 
10년간 5백 5십만 달러

81억 달러 규모에 임직원 수가 1만 7천명에 이르는 이 미국 소재의 식품 가공업체는 향후 
10년간 매년 55만 4천 달러를 절감하여 5백 54만 달러의  총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원래 오라클의 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나가던 연간 비용에 비해 71퍼센트 
절감된 액수입니다. 

배경

――높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불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했음

――성장과 사업 지원에 투자하기 위해 비용 최적화가 필요했음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함으로써 예상되는 연간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범주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의 연간 

비용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한 

연간 비용절감액 

연간 지원 비용 $453,000 $226,000 $226,000

업그레이드 및 성능 향상 패키지 $178,000 – $178,000

사용자 지정 지원 $75,000 – $75,000

유지관리 인건비 $75,000 – $75,000

총비용 $781,000 $226,000 $554,000

재무요약

이 고객은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을 50퍼센트 절감하고, 매년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55만 4천 달러를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10년간 업그레이드를 피함으로써 연간 
17만 8천 달러를 절감하고, 맞춤화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이나 외부 
컨설턴트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7만 5천 달러를 절감하게 되며, 오리지널 
공급업체의 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과 비효율성을 다루기 위해 추가 자원과 인원에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7만 5천 달러를 절감하게 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의 결과:

――절감된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55만 달러 이상 절감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덕분에 절감한 경비를 저희의 BI와 데이터 플랫폼에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용 면에서 저희 회사의 이익 구조를 바로잡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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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3: 115억 달러 규모 에너지 기업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를 통한 총 유지관리 비용절감액 : 연간 329만 8천 달러 , 
10년간 약 3천 3백만 달러

115억 달러 규모에 임직원 수가 1만 3천 명에 이르는 이 미국 소재의 에너지 기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329만 8천 달러씩 절감하여 거의 3천 3백만 달러에 달하는 총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원래 오라클의 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나가던 연간 
비용에 비해 71퍼센트 절감된 액수입니다.

배경

――임금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오리지널 공급업체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술적, 사업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낡은 애플리케이션과 복잡한 환경에 대해 장기적인 IT 로드맵을 재고하고 싶었습니다.

범주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의 연간 

비용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한 

연간 비용절감액 

연간 지원 비용 $1,896,000 $948,000 $948,000

업그레이드 및 성능 향상 패키지 $1,500,000 $1,500,000

사용자 지정 지원 $500,000 $500,000

유지관리 인건비 $350,000 $350,000

총비용 $4,246,000 $948,000 $3,298,000

재무요약

이 고객은 연간 지원 서비스 비용을 50퍼센트 절감하고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을 
매년 329만 8천 달러씩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10년간 업그레이드를 피함으로써 150만 
달러를 절감하고, 사용자 개발 코드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이나 외부 
컨설턴트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5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되며, 오리지널 
공급업체의 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과 비효율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 자원과 인원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져 연간 35만 달러를 절감하게 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의 결과:

――절감된 유지관리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94만 8천 달러 이상 절감됩니다.

――현재 및 향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리미엄 지원 서비스와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재현해보고 공급업체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은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들은 업무 
시간의 30퍼센트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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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us Research 관련 정보

Nucleus Research는 사례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글로벌 기술 연구조사 및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로, 기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NucleusResearch.com 이나 Twitter  
@NucleusResearch 팔로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소개

리미니스트리트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공급사로서, 
오라클 및 SAP 제품에 대한 최고의 써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총 지원서비스 비용의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 실적을 자랑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엔터프라이즈 
지원서비스를 재편해왔습니다. 고객은 향후 최소 15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필요 
없이 현재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 및 그 밖의 광범위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리미니스트리트를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리미니 스트리트 소개

리미니스트리트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오라클 및―SAP―제품을―
위한 최고의 독립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IBM,―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총 지원서비스 비용의 최대―90% 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 실적에 빛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2005 년부터 엔터프라이즈 지원서비스를 재편해왔습니다 .―
고객은 향후 최소―15 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필요 없이 현재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포춘―500 대 기업 ,―공공 부문 ,―기타 다양한 산업군의 여러 조직들은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지원―
공급업체로서 리미니 스트리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2018 리미니스트리트 주식회사 . 무단 복제 금지 . “ 리미니 
스트리트 ” 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위치한 리미니 스트리트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이며 , 리미니 스트리트 및 리미니 
스트리트 로고 , 결합된 형태 , TM 으로 표시된 기타 마크들은 
리미니 스트리트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 다른 모든 
등록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이며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리미니 스트리트는 해당 상표권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의 제휴 , 
보증 , 연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해당 문서는 오라클 , SAP SE 
또는 제 3 자의 후원 , 지원 , 또는 연계 없이 ‘ 리미니스트리트 
주식회사 ’( 리미니스트리트 ) 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서면으로 
명백하게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특정 
목적을 위한 묵시적 보증 , 적합성 뿐 아니라 제시된 정보의 표현 , 
함축된 의미 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리미니스트리트는 정보의 사용 및 비사용과 관련된 직접 , 간접 , 
부수적 , 징벌적 , 특수적 ,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리미니스트리트는 제 3 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정보 ,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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