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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ERP와 오라클 클라우드의
실질적인 비용과 위험 요소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로 IT
로드맵 통제권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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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비즈니스가 오라클 로드맵에
따라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날의 CIO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산과 자원이 한정된(때로는 삭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다수 오라클 ERP 고객은 여전히 최대 22%에 달하는 고가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온전히 받으려면 오라클에서 강요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일정을 따라가야 하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일련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사 ERP 로드맵에 따른 기술 제공과
유지보수 방식을 바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E-비즈니스 스위트(EBS), PeopleSoft,
JD 에드워즈 및 Siebel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오라클에는 이들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릴리스 계획이 없으며, 2031년까지 기존의 최신 릴리스에 대한 전체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을 연장했을 뿐입니다. 1
이처럼 오라클이 명백하고도 근본적으로 기술 업데이트 방식을 바꾸자 수많은 오라클 ERP
고객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받고 있는 새로운 측정
가능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지보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말고 무엇을 제공하느냐는 것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오라클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오히려 줄어든다면, 비즈니스(및 대부분의 IT 담당 직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과 성장에서 뒤처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무언가 변해야만 할 시기가 왔습니다.

90%

지속적인 운영과
보강

10%
비즈니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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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알기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업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회사에서 이용하는 오라클 ERP
소프트웨어와 오라클 유지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이를 바탕으로 IT 전략을 세우고 비즈니스 중심 로드맵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온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못 받게 된
상황이라면?

우선, 라이선스를 획득한 오라클 ERP 릴리스가 오라클의 서스테이닝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라클에서 "더 이상 100%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릴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1,2
•
•
•
•
•
•

신규 세금, 법규 및 규제(TL&R) 업데이트 없음
신규 CPU 없음

신규 수정사항 없음

신규 보안 알림 없음

타사 제품/버전과 함께 사용 시 신규 인증 미제공

오라클 ERP 애플리케이션 최신 릴리스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적어도 2031년까지는 프리미어 서포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지보수 서비스만 받을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서로 다른 빈도로 매년 업데이트를 강제 적용해야 합니다.

•
•
•
•

PeopleSoft, JDE 및 Siebel 릴리스는
대부분 최신 릴리스만 제외하고 더 이상
100%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EBS 12.1이지만,
2021년 12월부터는 전체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1기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더 이상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100% 온전히 이용할 수 없다면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요금을 전액 지불할 이유가
있을까요?

심각도(Severity) 1 서비스 요청에 대한 24시간 운영 약속 및 대응
가이드라인 없음

앞으로 10년간 강제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면?

•

알고 계셨나요? 현재 오라클의 EBS,

E-비즈니스 스위트: 연간 릴리스 업데이트 팩 1회3

PeopleSoft: 연간 약 4~6회의 주요 업데이트 및 사소한 업데이트4
JDE Enterprise One: 연간 약 2~3회의 업데이트5

JDE World: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없음5
Siebel: 연간 약 12회의 업데이트6,7

알고 계셨나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라클 기술과 도구까지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라클 ERP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EBS를 이용하면 PeopleTools,
Oracle 기술 스택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자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

이러한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기업에서
지출해야 하는 오라클 ERP 시스템
비용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중 비용
절감이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 지출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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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오라클 클라우드가 정답일까?
1부: 공급업체 종속 효과(lock-in)의 위험성 제대로 알기
기존 오라클 ERP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제공되는 새로운 가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라클에서는 고객이 다음 단계로 자사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ERP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우선 공급업체
종속 효과(lock-in)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에서 예기치 못한, 예산에 산정하지도 않은 오라클 ERP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레버리지를 잃게 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공급업체 종속 효과(lock-in)가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도중에 예산에 넣지 않은 부수적인 요금이나 새로운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갖는 레버리지가 떨어지게 됩니다.”8

이런 이유로 고객 입장에서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를
극히 기본적인 수준으로 운용하는 데도 오라클 전용 데이터베이스 버전, 데이터베이스 기능 및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더욱 깊이 들어가 ERP를 오라클 SaaS로 대체하면 종속성이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고객이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종속(lock-in)될수록 예기치 못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또는 향후 계약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고객은 반드시 '오라클과 이전에 쌓은 관계를 되돌아보았을 때, 오라클을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최근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CIO 중 70% 이상이 클라우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을 대신할
대안을 찾고 오라클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9

Oracle SaaS

Applications

• Rent Oracle Cloud ERP
applications and hardware
• Extra Oracle consulting
required for integration

Middleware

Oracle PaaS

• Rent Oracle databases,
middleware, and hardware
• Oracle manages it in
Oracle’s data center

Database

Virtualization

Server

Storage

Networking

Oracle IaaS

• Rent Oracle hardware
• Oracle manages it in Oracle’s
data center

Oracle Cloud
at Customer

• Rent Oracle hardware
• Oracle manages it in
customer’s data center

Increased Spend and Lock-In to Oracl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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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오라클 클라우드가 정답일까?
2부: 비용 내역을 파악하여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상품 회피
많은 고객이 오라클 ERP에 사용할 클라우드 옵션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분명 이른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이라는 상품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구독 비용을 지불하면 기존 ERP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고객에게 일명 오라클 "범용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공급업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ERP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는 기업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장기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클라우드로 이동할 때 실질적이고 증분적인 비즈니스
가치가 수반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클라우드 크레딧은 결국 공급업체에 이로운 혜택

오라클이 제안하는 범용 클라우드 크레딧은 몇 시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년간의
계약에 서명하고 약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클라우드 계약의 범위와 그 계약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계약 조항 중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해당할 경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공급업체 중립적인 지침을 찾아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처음에 받은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아니며, 대체로 고객을 클라우드로 "유입시키고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부수적인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를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데서 이익을 얻습니다. 오라클 SaaS(Software-as-a-Service)는 현재
오라클에 지불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10 매우 심하게 공급업체에 종속(lock-in)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와 동시에 오라클 IaaS는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지만, 특정 오라클 자동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 및 오라클 하드웨어
인프라를 운영하게 되면 순식간에 최대 20배까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11

오라클 클라우드
크레딧 계약

“… 아마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 자체만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발주문서에 실제로 포함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다양한 약관과 조건,
URL 등은 계약 외적인 요소들이고 이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거나
알기 어렵습니다.”12

오라클 IaaS –
“확보 및 확장
(Land and Expand)”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100,000
달러 거래보다 30,000달러 계약을
성사시키는 편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30,000달러 규모라면
4주 이내에 쉽게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수부터 확보, 확장까지
그 정도 기간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월 30,000달러 고객이 월
600,000달러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11

오라클 SaaS –
"3:1" 비율의 비용 지출

“오라클은 그간 매우 공개적으로
기존 ERP 고객을 오라클 SaaS
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유치할
의도임을 밝혀왔습니다. 기존 오라클
고객이라면 현재 오라클에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해 "3:1의 비율, 경우에
따라서는 3:1보다도 더 유리한 비율"
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ROI가
최소 3:1을 웃돌아야 합니다. 기존
ERP 자산을 클라우드 SaaS 버전으로
"전면 개조/교체/재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 면에서 말입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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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회복: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로
오늘날 CIO를 위한 대세를 따른 옵션 지원
오늘날 CIO는 갑작스럽고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오라클의 ERP 로드맵에서 제공하는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데 오라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준비가 되지 않은 CIO가 많습니다. 전 세계 3,100여 개 기업체(포춘 500대, 글로벌 100대 기업 중 다수 포함)
가 이용하는 검증된 전략에 따라 오라클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를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하면 지속적인 연간 지출 경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던 유지보수 항목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ERP 대상 독립적 유지보수 서비스

오라클 ER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비용 총액의 50~90%를 절감하는 동시에 공급업체 제품 대비 품질, 서비스
범위 및 대응성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존 ERP 릴리스(추가 비용 없이 사용자 개발 코드 및 TL&R 업데이트 포함)를 15년 이상 지원하므로 IT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강제 업그레이드나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AMS 옵션을 통해 일상적인 운영 업무의 부담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 시간 및 조직 내 인재를 즉각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투입하고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공급업체가 결정한 로드맵이나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트너의 2020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CIO,
소싱, 구매 및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의 문의가 50% 증가했다고 합니다.8

3자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내놓는 부가가치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 상호운용성
지원 및 전 세계적인 세금, 규제
및 보안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3자 유지보수 서비스의 또 다른
중대한 장점은 고객이 절감한
비용을 활용해(전체 비용의
최소 50%에 상당)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점점 비용이
인상되는 유지보수 서비스 주기에
발이 묶여 있을 때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죠."

매년 기존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은 점점 인상되는
데 반해, 그 대가로 제공되는
유지보수 서비스에서 얻는 이점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저렴한
3자 유지보수 옵션을 알아보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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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ERP 로드맵을 고수하는
경우의 실제 비용 비교
대부분 고객은 오라클의 ERP 로드맵의 오라클 ERP 시스템
비용을 고려할 때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고가의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라클의 ERP
로드맵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총비용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강제
업그레이드는 이제 강제 지속적 업데이트로 한 단계
높아졌으며, 사용자 개발 코드에 대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탓에 많은 기업에서
자체적인 유지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이 서비스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이런 요소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오라클 ERP 시스템 비용
총액은 두 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Nucleus Research가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사 7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로 전환한 이후 종전보다 ERP 유지보수 및 지원 비용
총액이 90%까지(평균 75%) 절감되었습니다.

$ 1M

ANNUAL
MAINTENANCE

$ 500K

+

$ 400K

UPGR ADES/UPDATES

Upgrade
Flexibility

+

$ 300K

CUSTOMIZATION SUPPORT

Custom Code
Support

+

$ 300K

SELF-SUPPORT

Tailored
Support

$ 2M
WITH
VENDOR

$500K
HYBRID IT

BIG DATA

MOBILE

NEW

WITH
RIMINI STREET

리미니스트리트는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50% 절감을 보장하며, 15년 이상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사용자 개발 코드를 지원하므로 기업에서 ERP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15% 삭감되어 저희 학군에 속한 부서들의 90~95%가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IT 부서는 리미니스트리트와 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사라졌어야 할 일자리를 여럿 보존할 수 있었죠. CIO, CFO, CEO
등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조직을 위해 기업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알아봐야합니다.”15
– CIO, Rochester City School District

업그레이드 강요/
가치 결여된 업데이트

문제는 오라클에서 제공한
업데이트에 새로운 제품 기능이
포함되었더라도 우리에게 유용한
기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보강이 필요하면 대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16
- CIO, Welch's

불량한 서비스로 인해
자체 유지보수 서비스에 의존
오라클의 고객 지원 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유지보수 티켓을
제출하는 것이 아주 드물어지는
정도에 이르렀죠. 다시 말해
LifeWay에서는 사실상 자체
유지보수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17
- 금융 애플리케이션 담당자,
LifeWay

사용자 개발 코드
유지보수 서비스 미비
사실 이 새로운 유지보수 서비스
모델 덕분에 저희는 항상 바라왔던
형태로 업무 방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최신
패치에 영향을 받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용자 개발
코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걱정할 일도 없어졌으니까요.”18
- IT 사업부 부사장(VP), Kyoc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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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을 넘어 — 비즈니스와 인력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 효과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대다수 고객은
기존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응
시간, 전문성과 규정 준수 업데이트 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향후 ERP 업데이트를 도입하고 한층 보강된 보안 및 전략
솔루션을 이용할 때도 훨씬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개선된 서비스

P1 등급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의 대응 시간 SLA를 보장하며(평균 5분 미만), 평균 15년 경력을 보유한
오라클 ERP 전문가가 상시 대기하며 별도의 보고 없이 문의 전화를 바로 처리합니다.

맞춤형 세금, 법규 및 규제 업데이트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Legislature-to-LiveTM TL&R 업데이트를 업종에 따라 맞춤 제공하며 고객의 고유한 IT
환경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므로 간단히 배포만 하면 됩니다.

유연성 보장, 향후 업데이트 선택권 제공

기존 오라클 ERP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두고 (오라클이 아닌) 고객의 일정에 맞게 배포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공급업체와 리미니스트리트를 오가면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층적인 보안 솔루션

가상 패치 적용을 활용한 전체적이고 선제적 방식을 사용하여 위협이 주요
시스템에 도달하기도 전에 차단하므로 회귀 테스트나 다운타임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별 수정 사항 vs. 범용 패치

코드 수정 사항, 스크립트, 모범 사례 및 권장 구성 변경 사항 등을 각 고객의
고유한 환경과 문제점에 맞게 제공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업체 패치
업데이트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급업체를 가리지 않는 전략적 솔루션

유지보수 서비스에 포함된 다양한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통해 ERP 로드맵,
클라우드, 라이선싱 및 보안 솔루션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계획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수해야
한다거나,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하면
오라클에서 일을 번거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19
-기
 업 시스템 사업부 총책(Director),
At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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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동력 확보
가트너의 2019년 12월 연구 보고서8는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IT 전략의 주춧돌 활용하여 여유 자금과 리소스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현재
리미니스트리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오라클 ERP 고객이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비용 총액에서 50%~90%를
절감하였으며,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각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활용했습니다. IaaS를 도입하거나 ERP를 Saa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으며, 후자의 경우 오라클 SaaS,
Workday, Salesforce 및 기타 다양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포함되었습니다.

Save from 50% to 90%,
Extending Value of ERP
Investment
Deploy
More
ERP Software

BusinessDriven
Roadmap

Oracle ERP

Migrate to
Public Cloud
IaaS

NextGeneration
Solutions

Third-Party
Support
Fund New
Business
Imperatives

Migrate to
Best-in-Class
SaaS

Business-Driven Roadmap – Powered by Rimini Street

3자 유지보수 서비스의 또 다른
중대한 장점은 고객이 절감한
비용을 활용해(전체 비용의
최소 50%에 상당)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점점 비용이
인상되는 유지보수 서비스 주기에
발이 묶여 있을 때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죠."8

… 다양한 온프레미스 고객이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면서
안전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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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ERP와 클라우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IT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세

HYBRID IT
IaaS

Applications

Virtual Private Cloud

오라클 ERP를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다수는 ERP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대신
일종의 '하이브리드 IT' 방식을 채택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ERP
기능은 데이터센터에서 계속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는 클라우드 IaaS 또는
SaaS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Applications

PaaS

SaaS

Applications

Applications

Data

Data

Data

Data

Runtimes

Runtimes

Runtimes

Runtimes

이미 많은 기업이 데이터센터에서
OS
OS
OS
OS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Virtualization
있습니다. ERP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Server HW
Server HW
Server HW
Server HW
또는 일부를 가상화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IT로 이전하기
Storage
Storage
Storage
Storage
위해서는 먼저 ERP 기능을 옮기는
Networking
Networking
Networking
Networking
것이 좋은지, 그중 어떤 ERP 기능을
Highest
Customer
Higher Annual Subscription Costs and Greater Vendor Lock-in
옮겨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Control
비용과 위험 요소 대비 점증적 가치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상품을 보고 마이그레이션해서는 안 됩니다.
Middleware

Middleware

Middleware

Middleware

대다수 기업체에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가치는 극대화하는 ERP 전략으로 IaaS로 먼저 클라우드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극단적인 공급업체 종속(lock-in)을 피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IaaS를 이용하면 향후 SaaS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SaaS부터 시작하면 혹시 나중에 변경을 원하는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복잡한 재구현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오라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9%가 자사 ERP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
호스팅 방식의 IaaS로 옮길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오라클 클라우드 SaaS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13
비즈니스 및 IT 우선순위

IaaS

SaaS

기존 소프트웨어 자산 그대로 유지,
데이터센터 CAPEX/OPEX 절감

신규 라이선스 비용 지불,
OPEX 절약으로 추가적인 이득 발생

데이터 통합 및 사용자 지정

소프트웨어 자동화 및 사용자 개발
코드 그대로 유지

사용자 지정 사례가 적고 현재 기능에
맞춰 여러 가지 솔루션 필요

보안 및 위험 관리

VPN을 통해 액세스하여 다층적인 보안
솔루션 이용 가능

총소유비용(TCO)

비즈니스 유연성 및 통제력 확보

최고의 SLA와 유지보수 서비스

최신 인프라에서 실행하며 공급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선택권 제공

고객이 직접 인프라, SLA 및 유지보수
서비스 모델 조정 가능

대개 SaaS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종속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선택지가 제한됨

공용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보안에 종속됨

공급업체가 성능, 가용성 밎 유지보수
서비스 관리

Lowest
Custom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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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리미니스트리트와 업계를 선도하는 IaaS 활용 vs.
SaaS 이용
ERP에는 SaaS보다 업계를 선도하는 IaaS부터 우선적으로 고려— 더 큰 비용 절감 보장, 유연성 확보

오라클 ERP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자 할 때 위험도가 낮고 오라클-ERP-클라우드 비용도 적게 드는 선택지로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아닌 IaaS를 찾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AWS나 Azure가 좋은 예입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IaaS로 시작하면 향후 SaaS로 옮길 선택지가 남아 있어 유연성은 그대로 제공하면서도 ERP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즉시 SaaS로 이동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 부담은 피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업무 중단을 유발하면서 ERP 전체를 다시 구현하지 않고서는 방향을 바꾸기가 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리미니스트리트와 IaaS 대 오라클 SaaS와 유지보수 서비스 비교 — 3~5배 이상 비용 절감

다음은 오라클 유지보수, 지원 및 데이터센터 비용을 5년간 계속 지불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비용과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 및 AWS의 업계를 선도하는 IaaS로 전환한 후 발생한 비용 절감 효과를 알기 쉽게 비교하기
위한 실제 고객의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ERP를 오라클 Saa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SaaS
라이선스 구매 시 적용되는 85%의 할인도 포함하였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와 업계를 선도하는 IaaS를 함께 이용하여 절약되는 총비용은 고객의 현재 데이터 센터 및 오라클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비용이나 오라클 SaaS로 이동하면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해 3~5배나 절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195,040

5-Year Cumulative Spend Comparison
Millions

오라클 SaaS 라이선스 + 구현
+ 교육 + 유지보수 서비스

9
8
7
6

오라클 ERP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비용 총액

$5,638,000
IaaS와 리미니스트리트
3자 유지보수 서비스

5
4
3
2
1
0

1

2

$1,510,000

3

4

Total Oracle ERP Maintenance, Support, and Data Center Costs
IaaS and Rimini Street

출처: 리미니스트리트 고객 데이터 및 오라클용 리미니스트리트 TCO/ROI 계산기 – 모든 수치는 예상치입니다.
•
•
•
•

고객이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비용을 400,000달러 지불함(전년 대비 3% 인상)
강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사용자 개발 및 자체 유지보수 비용 포함

연간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운영, 설비 및 감가상각 비용 318,000달러 포함

5

Oracle SaaS License + Implementation + Training + Support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Iaa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지속적인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와 호스팅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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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리미니스트리트와 업계를 선도하는 IaaS 활용 vs.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OCI)를 대신할 다양한 대안 모색 필수

고객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낮은 비용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공급업체 측의 거창한 마케팅 메시지를 들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고 IaaS에서 ERP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드는 총 예상 비용을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 스토리지, 복제,
보안과 규정 준수 등 부차적인 오라클 ERP 클라우드 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최종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와 IaaS vs. OCI 및 유지보수 서비스 비교 — 2~3배 이상 비용 절감

다음은 오라클 유지보수, 지원 및 데이터센터 비용을 3년간 계속 지불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비용과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 및 AWS의 업계를 선도하는 IaaS로 전환한 후 발생한 비용 절감 효과를 알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 실제 고객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체 측 자료에 명시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OCI)로의 이전
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고객은 OCI를 고수할 수 있었는데도 리미니스트리트의 3자 유지보수 서비스로 이동하였지만, OCI 및 포함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와 비교해 AWS 솔루션이 약 35% 저렴했던 반면 오라클에서 제안한 OCI 솔루션에는 ERP 애플리케이션 호스팅만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서비스와 업계를 선도하는 IaaS를 함께 이용한 경우 총비용은 고객이 현재 데이터센터 및 오라클 유지보수와
지원 서비스 요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나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OCI)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2~3배나 절감되는
수준이었습니다.

$4,661,694
현행 오라클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비용 총액

$3,653,694
리미니스트리트 3자 유지보수 서비스와
IaaS 및 CMS 혼용

3-Year Cumulative Spend Comparison
Millions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OCI)와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5
4.5
4
3.5
3
2.5
2
1.5
1
0.5
0

1

$1,554,582

2

3
Oracle Cloud Infrastructure (OCI) and Oracle Support
Current Total Oracle Maintenance and Support Costs
IaaS and CMS with Rimini Street Third-Party Support

출처: 리미니스트리트 고객 제공 및 오라클용 리미니스트리트 TCO/ROI 계산기 - 모든 수치는 예상치입니다.
•
•
•

고객이 연간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604,289달러 지불함(전년 대비 3% 인상)
강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사용자 개발 및 자체 유지보수 비용 포함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Iaa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지속적인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와 호스팅에 드는 실제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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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리미니스트리트와 SaaS 활용
몇몇 기업의 경우 오라클 ERP에서 Saa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유
자금과 리소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SaaS 신규 라이선스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하지만, 기존 ERP를 새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강하거나 기존 오라클 ERP 모듈 일부를 선택적으로 SaaS로 이동하면 충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NCH에서 연간 250만 달러를 절약한 비결 - ERP는 IaaS에, CRM은 SaaS에

NCH는 여러 개의 글로벌 인스턴스로 구성되었으며 1,500만 줄이 넘는 사용자 개발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고도로 복잡한
오라클 EBS 환경을 운영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한 덕분에 그간 보류해둔 강제 EBS 업그레이드를 피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롤아웃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NCH는 이후 클라우드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켜 EBS를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lifting
and shifting)으로 IaaS로 이전하여 성능과 재해 복구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CRM에 Salesforce SaaS를
추가하였습니다.
Avoided R12
upgrade, saving
$2.5M annually &
gaining support for
15 million lines of
custom code

Move to
Rimini Street

Accelerated
Oracle
deployment
to 36
countries

Cloud
hosting and
disaster
recovery

2013

Security
improvements
and
remediation

Divisional
full-version
upgrade

New sales
tools and
mobility
solutions

Global CRM –
Salesforce/Force.com

2015

2018

NCH는 산업용, 상업용 및 기관용 유지보수 제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며, 그러한 제품을 다이렉트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체 중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NCH는 2013년 이래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를 여러 차례 이용하여 새로운 SaaS 이니셔티브 자금을 확보한 ENSCO

ENSCO는 리미니스트리트 서비스를 세 번이나 이용하였고 10년 이상 독립적인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PeopleSoft ERP
로드맵의 기초 토대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지사 급여 장부 업무와 관련해 세무, 법무 및 규정 업데이트에
리미니스트리트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NSCO는 기업 합병과 필수 업그레이드 등을 겪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오라클과 리미니스트리트를 오갔습니다. 이후 ENSCO는 HCM 모듈에 오라클 SaaS를 도입하고, FSCM 모듈은 사내에서
개발하여 리미니스트리트에서 배포 및 유지보수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사 클라우드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ENSCO
Move to
Rimini Street

Support for
PeopleSoft 9.1
ELM, 8.9 EPM, 9.1
FSCM, 9.1 HCM
PeopleTools
8.54.19, 8.49.18

2006

Returned to
Oracle due to
company
merger and
had no issues
going back

Returned to
Rimini Street for
TL&R when
Oracle stopped
supporting PSFT
8.8

Returned to
Oracle again to
upgrade
PeopleSoft
applications to 9.1
version

Returned to
Rimini Street
again to capture
new savings to
fund cloud

Hybrid-IT Oracle HCM
SaaS, with
Rimini Street
for FSCM

2017

2020

ENSCO International Incorporated는 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 굴착(offshore drill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북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잘 갖추어진 설비와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NSCO는 2006년 이래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으로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and beyond

13

리미니스트리트 | 오라클 ERP와 오라클 클라우드의 실질적인 비용과 위험 요소

누가 IT 로드맵의 통제권을 가지게 될까?
최근 Forrester에서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지출이 줄어들고 프리미엄 가격 모델보다는 탄력적인 모델이 더 많이 등장하면서
향후 십 년간 소프트웨어 부문이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14

오늘날 대다수 오라클 ERP 고객은 2031년 이후까지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따라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드맵에서는 업그레이드를 강제하면서도 중요한 ERP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 중인 고객이라면 오라클의 클라우드 IaaS와 SaaS 제품군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볼 선택지가 많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춘 500대 기업 다수를 포함한 수천 곳의 고객사를 도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가치를 극대화하고, 혁신 능력을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www.riministreet.com/kr/solutions/oracl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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