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미니스트리트 | 2020 영향력 연구

독립적인 3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로의 이동에 따른 영향력

1

Nucleus Research에서 검증한 70개 고객 
사례 연구 요약

독립적인 3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로의 
이동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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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리미니스트리트 | 2020 임팩트 스터디 

리미니스트리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총액을 
최대 90% 절감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검증된 
옵션입니다.

본 요약은 독립적인 분석 전문업체인 Nucleus Research에서 검증한 
리미니스트리트의 임팩트 스터디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이로써 오라클 및 SAP 
라이선스 사용 기업 중 70곳을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를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조직들은 대부분 매년 예산 중 연간 유지보수 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을 대부분 
항상 무조건 나가는 큰 비용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서비스 총 비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벤더의 유지보수 모델에 낭비되는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 결과, 최대 90% 
절감 효과 확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활용하는 
CIO가 주로 언급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참여 시스템(SOE)에 
제한된 리소스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Rebecca Wettemann 
Nucleus Research 부사장

가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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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는 창업 이래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을 총 약 50억 달러 절약했습니다.

이번 임팩트 스터디 조사 결과 조직 70곳에서 절감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연간 8,500
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총 유지보수 비용의 75%에 상당합니다.

 오라클 소프트웨어  또는 SA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면서 얻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문에서 이러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유지보수 비용

	― 업그레이드 회피

	― 성능 및 사용자 개발 지원서비스

	― 자체 지원

다음 페이지에서는 절감한 비용을 부문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독립적인 3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의 검증된 영향력

“공급업체에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게 무엇인지 실제 
데이터와 정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가치 제안을  
금전적인 면에서 평가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공급업체에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불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글로벌 화학 제조업체

75%
총  유지보수  비용에서  
    평균  절감액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oracle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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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면 IT 조직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손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에게 
PSE(Primary Support Engineer)의 전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성능 및 사용자 개발 지원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부가가치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귀사에서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업계 리서치에 따르면, 오라클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영업(이윤) 이익은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¹

SAP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2013년만 해도 18~19%였지만 2016년에는 20.1% 
상승하여 2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SAP 최상위 고객은 매년 
유지보수 및 지원서비스 계약에 200만~5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onstellation Research에 따르면, 이 금액은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의 
1/4에 상당합니다.²

다음:	업그레이드 비용

연간 유지보수 비용 
50% 절감

“리미니스트리트 덕분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가격면에서는 전보다 훨씬 
저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나 유익한 
전환이었습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대규모 자선 단체

¹Brightwork, How to Not Waste Money on Oracle and SAP Support, 2018. 
²Computerworld, “Buried in Software Licensing,” 2013년 8월 12일.

연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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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고객은 자유롭게 업그레이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이용하다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기존 ERP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업그레이드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신가요?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경험해본 라이선스 사용자가 
밝힌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강제 업그레이드로 인한 비용과 업무 중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게 되면 사용자 개발과 통합을 다시 
구축하고 테스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내외 리소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본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한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은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배제함으로써 회피한 업그레이드 한 건당 수십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고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몇몇 기능을 원한다면 업그레이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그런 기능을 사용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기존   ERP의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 비용 지출과 
업무 중단 방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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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발 및 성능 
지원서비스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 회피

리미니스트리트는 사용자가 개발한 코드 및 성능을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에서 고객을 위해 해결한 문제 중 거의 2/3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귀사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평균 이하의 SQL 스테이트먼트, 구성 설정 불량, 과소 할당된 RAM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업체의 전형적인 대응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거나, "새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사에서는 사용자 개발 코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안정적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바닐라 코드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이 자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한 코드에서 기인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그램은 성능 또는 사용자 개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한 여러 업체에서는 공급업체 지원서비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단계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서비스의 양에 의문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가치를 산정하는 등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 자체 지원

“리미니스트리트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 외에도 
건실하고 대응 능력이 뛰어난 데이터베이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저희는 리미니스트리트와 
이제 막 함께 시작한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혁신을 도모하고 고객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팀장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이제 SAP에 상황을 설명하느라 몇 시간을 
허비하거나, 맞춤 설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문제를 검증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저희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기술 사무국장 
ISD(미국 지자체 교육청)

$0
추가  비용  없는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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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고객들은 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및 SA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에 비해 좀 더 사전 예방적이고 대응 능력이 뛰어나며 개인화된 
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원서비스로는 PSE(Primary Support 
Engineer)를 주요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여 일반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코드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지원서비스 문제 때문에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기업 조직에서는 이전에 이용하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리소스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책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티켓 해결 시간: IT 팀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공급업체 지원서비스 포털이나 
포럼을 검색하며 인터넷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바닐라 환경에서 문제를 강제 재현해야 
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이런 유형의 자체 지원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만들어줍니다.

2. 세금 컨설팅: 기업 조직에서 자사 비즈니스에 부과되는 세금 업데이트 내역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지원서비스에는 세무, 법무 및 규정 관련 정보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6가지 사례 연구

자체 지원서비스 
비용 절감

“저희 회사는 연초에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예산을  
활용한 덕분에 멋진 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기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물류 제공업체

추가적인  리소스를  위한 
예산  책정  불필요

$0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oracle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sap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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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5,3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1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업체

―	 고가의 지원서비스 비용에 불만족: 
3년간 오라클 ERP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데 
1,000만~1,500만 달러 지출

―	 고도로 사용자 지정된 지원서비스: 고객은 사용자 
지정 코드를 다루거나, 티켓을 로깅하거나, 답변을 
얻으려 시도하거나,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데 전체 업무 시간의 50~60%
를 소모

3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유지보수 절감액
연간 190만 달러 이상 
10년간 최소 1,900만 달러

혁신을 위한 재투자  
“절약한 비용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금속 
건물을 추산, 설계, 엔지니어링하여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업종은 연간 약 1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선임 부사장 겸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15억 달러 규모의 건설 제조업체

사례 연구 1/6

범주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연간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절감액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1,282,000 $641,000 $641,000

업그레이드 및 향상 $524,000 — $524,000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427,000 — $427,000

유지보수 리소스 $350,000 — $350,000

총계 $2,583,000 $641,000 $1,942,000

*매년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과 비교.

절감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총 절감액: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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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2,9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14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방용품 제조업체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SAP 실행.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한정된 가치 창출: 연간 약 
550,000달러 지출

―	 향후 3~5년간 유용한 혁신 없음: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 215,000달러 절약

―	 앞으로 5년을 위해 주요 SAP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를 안정화해야 함, 비용: 연간 
362,000달러

14억 달러 규모의 주방용품 제조업체

사례 연구 2/6

범주 연간 SAP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연간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절감액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546,704 $273,000 $273,704

업그레이드 및 향상 $215,000 — $215,000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145,000 — $145,000

유지보수 리소스 $217,000 — $217,000

총계 $1,123,704 $273,000 $850,704

3자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유지보수 절감액
연간 886,332달러 
10년간 880만 달러

업그레이드 2회, 성능 강화 팩 배포 5회  
회피 
연간 215,000달러 절약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를 통한 예상 절감액

“이제 막 전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AP 글로벌 
롤아웃을 마쳤습니다. SAP 비즈니스 스위트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였죠.”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절감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총 절감액:

76%
*

*매년 SAP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과 비교.



 리미니스트리트 | 2020 영향력 연구10

배경:

― 13,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11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기업

―	 급여대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겪었으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기존 
공급업체의 대응이 불량함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 비즈니스 지속성 
보장 필요

―	 오래된 애플리케이션과 복잡한 환경을 감안해 
장기적인 IT 로드맵 재고를 원함 

115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기업

사례 연구 3/6

범주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연간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절감액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1,896,000 $948,000 $948,000

업그레이드 및 향상 $1,500,000 — $1,500,000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500,000 — $500,000

유지보수 리소스 $350,000 — $350,000

총계 $4,246,000 $948,000 $3,298,000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유지보수 절감액 
연간 3,298,000달러 
10년간 3,300만 달러

현재 및 향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급 
지원서비스 및 기술 전문성 확보

"문제를 재현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라클]에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더군요. 사내 IT 팀에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느라 업무 시간의 30%를 할애해야 
했습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절감
78%

*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총 절감액:

*매년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과 비교.



 리미니스트리트 | 2020 영향력 연구11

배경:

 ― 17,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81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식품 가공업체

	― 거액의 유지보수 비용에 불만족

	―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함

	― 성장을 위한 투자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 
최적화 필요

81억 달러 규모의 식품 가공업체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유지보수 절감액
연간 555,000달러 
10년간 500만 달러 이상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면서 비용을 절감한 
덕분에  저희 회사 BI와 데이터 플랫폼에 일부분 
다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최종 손익 결과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죠."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사례 연구 4/6

범주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연간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절감액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453,000 $226,500 $226,500

업그레이드 및 향상 $178,000 — $178,000

성능 및 사용자 개발 지원서비스 $75,000 — $75,000

유지보수 리소스 $75,000 — $75,000

총계 $781,000 $226,500 $554,500

절감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총 절감액:

71%
*

*매년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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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7,5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7억 달러 규모의 
미국 화학 제조업체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EBS 실행

 ― EBS 11i 지원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 
업그레이드 적용 

 ― 36개국 지사에 전역적으로 EBS 시행을 원하지만 
그에 필요한 리소스 부족

7억 달러 규모의 화학 제조업체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유지보수 비용
연간 240만 달러
10년간 2,400만 달러

글로벌 EBS 시행: EBS 활용 범위를 36개국 지사로 
확장

이동성: 효과 및 효율성을 증강하기 위해 영업 및 
서비스 툴 제작

유럽 시장 재활성화: 업무 중단 시간을 줄이고 
절감된 비용 활용

사례 연구 5/6

범주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연간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절감액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1,047,369 $523,684 $523,685

업그레이드 및 향상 $1,600,000 — $1,600,000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332,800 — $332,800

유지보수 리소스 $20,800 — $20,800

총계 $3,000,969 $523,684 $2,477,285

절감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총 절감액:

83%
*

*매년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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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미국에 본사를 둔 7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용 포장 
제품 기업, 직원 수 700명, 전 세계 40개국에서 
식음료 가공 및 생산 

	― 퓨전 미들웨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오라클 EBS의 구 버전 실행 

 ― IT 예산의 거의 12~15%를 차지하는 고가의 
지원서비스 및 유지보수 비용 감당

	― 다음 버전에 업그레이드에 드는 수고와 비용을 
정당화할 만한 새로운 특징이나 기능 없음

7억 달러 규모의 식음료 기업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유지보수 비용
연간 160만 달러
10년간 1,600만 달러 

오라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 향상

절감된 비용을 회사 전체에 균일하게 
재배포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확장에 일조

향상된 서비스 수준은 IT 직원의 시간을 절약하여 
결과 비즈니스를 위한 새 애플리케이션 확장판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 연구 6/6

범주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연간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절감액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1,100,000 $523,684 $576,316

업그레이드 및 향상 $800,000 — $800,000

성능 및 사용자 지정 지원서비스 $200,000 — $200,000

유지보수 리소스 $50,000 — $50,000

총계 $2,150,000 $523,684 $1,626,316

절감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총 절감액:

74%
*

*매년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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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객 연구의 일환으로 면담을 진행한 임원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자 유지보수 서비스 모델로 전환한 경험에 입각해 다른 CIO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임원진들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이 답변을 네 가지 구체적인 
권장 사항으로 요약해보았습니다.

1.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와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금액 대비 받고 있는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그저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을 목적이라면 업그레이드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즈니스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면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3. 인력과 예산이 고부가가치 이니셔티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유지보수 서비스 지출 금액을 줄이면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사 조직 내에서 오라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또는 SA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대신해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로 
이전할 비즈니스 정당성을 정립하는 중이라면, 위와 같은 네 가지 권장 사항 
포함하여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
“펜을 한 번 긋기로 결정한 것만으로 
예산의 10%를 성장 이니셔티브에 
재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IT 
지출 전체의 10%라는 말입니다. 
이제 저희는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되찾은 
리소스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CEO의 최우선 선결과제를 (말 
그대로)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글로벌 화학 제조업체

결론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oracle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sap
https://www.riministreet.com/support-for-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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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절감 가능한 유지보수 비용 계산해보기 
https://www.riministreet.com/kr/savings-calculator

연구 보고서: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의 ROI 평가 
https://www.riministreet.com/research-report-assessing-
the-roi-of-third-party-support--for-oracle-applications-and-
databases?src=impactstudy

연구 보고서: SA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의 
ROI 평가 
https://www.riministreet.com/research-report-assessing-the-roi-of-
third-party-support-for-sap-applications?src=impac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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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소개

리미니스트리트(Nasdaq: RMNI)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오라클 및 SAP 소프트웨어 제품에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제공업체이자 Salesforce® 파트너입니다. 
당사에서는 대응 능력이 극히 뛰어난 최고급 통합형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고 리소스를 확보하여 혁신을 이루며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기타 기업 조직과 단체에서도 리미니스트리트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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