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쓰 레빈 (Seth Ravin)
대표, 이사회 의장
Seth Ravin은 지난 30년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해 왔으며 독립적 엔
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산업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2005년 Enterprie
Software Oberver는 Seth Ravin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25 인의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2010년 Deal Architect의 CEO인 Vinnie
Mirchandani는 새로 출간한 자신의 저서 The New Polmath: Profile in CompoundTechnolog Innovation에서 Seth Ravin을 정보기술 비용을 대폭 절 감하고 새로운 고
객 선택의 시대를 이끌기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파격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인물로 소개
했습니다.
2005년 세스 레이빈 CEO는 기존 소프트웨어 벤더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 대비 50%만으
로 혁신적인 차세대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하는 리미니스트리트를 설립하여
엔터프라이즈 유지보수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현재 오라
클, SAP,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th Ravin은 독립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 PeopleSoft, Inc.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고객 판매 사업부의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PeopleSoft 에 입
사하기 전에는 고객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 법인 이사와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구축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외 업무를 담당하였습 니다. Seth
Ravin은 PeopleSoft에서 글로벌 릴리스 지원 정책, 릴리스 만료 프로그 램, 고객 관리,
수천의 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한 Y2K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준비 프로그램 관리, 필요
에 따른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강제 업그
레이드를 하지 않고 공식 지원 릴리스를 수년간 실 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포춘 500대 기업, 공기업 및 중 견기업을 위한 성공적인 연장 지원프로
그램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 최 초로 설계하고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Seth Ravin은 Saba Software, Inc.의 고객 판매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러시 아
에서 국방 전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Wahington, D.C.에서 클린 턴 행정
부를 도와 1994년 GATT 세계 무역 협정 의회 통과에 기여한 적도 있습니 다.
그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it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영학 학 사 학위
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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