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innaker Support의 경쟁력

비용: SW 구입금액 22%
방식: Self service & 원격지원
(Oracle 제공 → 고객 적용)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비용: 기존 Oracle 대비 최소 50+%
방식: Concierge service & 원격지원 
    (Spinnaker 제공)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eXwaysoft는 종합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 한국 파트너이며, Spinnaker support
의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Oracle 부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지원프로세스는 Oracle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SAP의 지식재산권 준수
Global하게 검증된 서비스 
제공방식 (미국, 유럽 등)
현재까지 관련 소송 전혀 없음
(타 3rd Party 업체 현재 소송 중)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이익: 31분기 연속 흑자
직원 증가율: 년 30% 이상 
무 차입 경영 실현 중 

재무적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정책
기본: Oracle/SAP MA 
비용의 50% 
미사용 라이선스 제외 
(Oracle/SAP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MA금액에서 제외: 타 3rd Party 
업체와 차이점)

유연한 계약조건

고객의 다양한 Needs 반영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가능
  - 분사/매각/기업분할 등
  - 직원/Site 감소 
  - 사용제품의 폐기
  - 신규제품 추가구매

920+
서비스 고객

350+
엔지니어

100+/12+
지원국가/언어

8
글로벌 지원센터

Spinnaker Suppo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다양한 Oracle 및 SAP Application에 대한 
3rd Party Maintenance Service를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Premier Support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Oracle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Spinnaker or 지정 파트너사

Advanced 
Customer Support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DBA 
(3rd Party)

Oracle Support 포탈 활용
Self – Service 방식 

고객 자체 Archive server 지원 
(사전 저장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버전) 
Concierge Service 방식 

Support
/Upgrade 지원 

Oracle/SAP Maintenance 서비스

Software Maintenance 서비스 구성 지원내역

Spinnaker Support의 특장점

회사소개

회사소개

검증된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귀사의 Oracle/SAP SW Maintenance 비용을 최소 50%이상 절감해드립니다. 

고객이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를 이용할 경우, eXwaysoft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Tool
을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 Tool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객별 전담 맞춤 지원모델을 통해 고객의 운영업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표준 코드는 물론 
Customizing된 코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대하여 평생 지원을 보장합니다. (No Sunset Policy) 

법적이슈가 없고, Oracle 또는 SAP의 지적재산권(IP)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IP정책 교육을 통해 
법률적인 이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Denver에 위치한 본사와 London, Singapore, Mumbai, Tel Aviv, Moscow, Seoul, Tokyo 등  8개의 기술센터를  통해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Hub인  Spinnaker Support Korea를 통해  한국어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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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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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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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IO

CRANE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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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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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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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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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naker Support의 경쟁력

비용: SW 구입금액 22%
방식: Self service & 원격지원
(Oracle 제공 → 고객 적용)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비용: 기존 Oracle 대비 최소 50+%
방식: Concierge service & 원격지원 
       (Spinnaker 제공)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eXwaysoft는 종합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 한국 파트너이며, Spinnaker support
의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Oracle 부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지원프로세스는 Oracle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SAP의 지식재산권 준수
Global하게 검증된 서비스 
제공방식 (미국, 유럽 등)
현재까지 관련 소송 전혀 없음
(타 3rd Party 업체 현재 소송 중)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이익: 31분기 연속 흑자
직원 증가율: 년 30% 이상 
무 차입 경영 실현 중 

재무적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정책
기본: Oracle/SAP MA 
비용의 50% 
미사용 라이선스 제외 
(Oracle/SAP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MA금액에서 제외: 타 3rd Party 
업체와 차이점)

유연한 계약조건

고객의 다양한 Needs 반영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가능
  - 분사/매각/기업분할 등
  - 직원/Site 감소 
  - 사용제품의 폐기
  - 신규제품 추가구매

920+
서비스 고객

350+
엔지니어

100+/12+
지원국가/언어

8
글로벌 지원센터

Spinnaker Suppo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다양한 Oracle 및 SAP Application에 대한 
3rd Party Maintenance Service를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Premier Support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Oracle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Spinnaker or 지정 파트너사

Advanced 
Customer Support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DBA 
(3rd Party)

Oracle Support 포탈 활용
Self – Service 방식 

고객 자체 Archive server 지원 
(사전 저장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버전) 
Concierge Service 방식 

Support
/Upgrade 지원 

Oracle/SAP Maintenance 서비스

Software Maintenance 서비스 구성 지원내역

Spinnaker Support의 특장점

회사소개

회사소개

검증된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귀사의 Oracle/SAP SW Maintenance 비용을 최소 50%이상 절감해드립니다. 

고객이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를 이용할 경우, eXwaysoft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Tool
을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 Tool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객별 전담 맞춤 지원모델을 통해 고객의 운영업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표준 코드는 물론 
Customizing된 코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대하여 평생 지원을 보장합니다. (No Sunset Policy) 

법적이슈가 없고, Oracle 또는 SAP의 지적재산권(IP)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IP정책 교육을 통해 
법률적인 이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Denver에 위치한 본사와 London, Singapore, Mumbai, Tel Aviv, Moscow, Seoul, Tokyo 등  8개의 기술센터를  통해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Hub인  Spinnaker Support Korea를 통해  한국어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Pat Phe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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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IT Leader’s Challenges

고객별 전담인력 부재

불만족스러운 서비스품질

추가적인 Value 부재

Cloud 전환의 어려움

높은 유지보수비용

Customization 부분 지원 불가
End of Service 제품에 대한 지원 불가

Customization 지원을 위한 추가비용발생

무작위 기술인력배정
고객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초급인력 우선 투입 후 Escalation 진행

시스템 안정화 이후 별 다른 지원 없음
컨설팅 이슈 미지원 (업그레이드 등)

비용대비 낮은 효율

벤더사의 정책에 맞는 Cloud 전환만 지원
(일반적인 Cloud 환경에 대한 지원안함)

소프트웨어 구입금액의 22% 고정
EOS 버전 사용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

Extended Support 기간 종료시, 
Upgrade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대응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
문제에 대한 반복적 설명 필요
느린 해결책에 따른 장애지연

느린 응답시간

셀프서비스를 통한 솔루션 파악
긴 Escalation시간 (콜센터연결)

해결책 제시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8분

당면과제 해결방안

No Sunset

19년

98%

기술자문

Cloud 전환 지원

60+%

초기대응 평균 8분 이내 응대
빠른 Escalation 시간
문제 발생시 전담 엔지니어(ASL)연결

Customization code 지원
No Sunset (Lifetime Support) Program

평균 19년 이상의 전문가 지원
전담 엔지니어 (ASL) 의 고객환경 이해
8개 기술센터를 통한 24x7x365지원

고객별 맞춤 기술문의 응대
고객 IT정책에 따른 기술자문 제공 기술 전수

고객 지정 Cloud환경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Cloud / Hybrid 환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존 Oracle/SAP MA 비용의 평균 60% 절감
다양한 자문서비스 포함
End of Service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금액 적용

고객 만족도 98% 초과달성
(서비스 품질, 응답속도, 지식, 이슈해결)
문제해결의 96%를 정직원이 해결
전담 엔지니어 (ASL) 의 Insight 전달

Self-Service가 아닌 Concierge 방식을 통한 1:1 지원

지원프로세스의 안정성 검증
Oracle/SAP과 어떤 소송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음

Oracle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검증 받음

이슈와 관련한 정보 보관(Documentation)
해결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update정보 저장관리

다양한 전문인력을 통한 원인분석 및 솔루션 도출
(Network, Hardware, OS, Application 등)
아카이빙 서버 활용 혹은 Reconfiguration

전환지원 프로세스(전환 및 아카이빙)
유지보수 관리 프로세스

Archiving을 통한 지원

Ticket Management System에 의한 관리

ISO인증에 근거한 전환/아카이빙/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해결

전문가 Pool에 의한 문제 해결,

고객이 현재 소유한 라이선스를 아카이빙
아카이브 프로세스를 통한 Lifetime 지원 서비스 
제공

DB patch 적용방법은?

Spinnaker Support 지원방안은?

“우리는 SAP/Oracle EBS 환경의 안정성과 또한 앞으로 진행할 모든 일에 대해 Spinnaker Support가  
   확실하고 타당한 파트너임이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Christoph Hesterbrink, Vice President, Global IS Applications and Business Systems D+M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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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Management

Archiving 
Suppor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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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figuration 
& Workaround

06

Concierge 
Support

Approach

Litigation Free 
(소송 ‘Zero’)

ISO 9001:2015 Certified

Oracle Support Portal과 차이점은?

Oracle/SAP과의 법적 이슈로 인한 
고객영향은? 

변경내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나요? 

Key FAQs

Customization 지원이슈

새로운 patch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결책은? 

ASL엔지니어를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Senior 엔지니어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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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IT정책에 따른 기술자문 제공 기술 전수

고객 지정 Cloud환경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Cloud / Hybrid 환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존 Oracle/SAP MA 비용의 평균 60% 절감
다양한 자문서비스 포함
End of Service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금액 적용

고객 만족도 98% 초과달성
(서비스 품질, 응답속도, 지식, 이슈해결)
문제해결의 96%를 정직원이 해결
전담 엔지니어 (ASL) 의 Insight 전달

Self-Service가 아닌 Concierge 방식을 통한 1:1 지원

지원프로세스의 안정성 검증
Oracle/SAP과 어떤 소송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음

Oracle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검증 받음

이슈와 관련한 정보 보관(Documentation)
해결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update정보 저장관리

다양한 전문인력을 통한 원인분석 및 솔루션 도출
(Network, Hardware, OS, Application 등)
아카이빙 서버 활용 혹은 Reconfiguration

전환지원 프로세스(전환 및 아카이빙)
유지보수 관리 프로세스

Archiving을 통한 지원

Ticket Management System에 의한 관리

ISO인증에 근거한 전환/아카이빙/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해결

전문가 Pool에 의한 문제 해결,

고객이 현재 소유한 라이선스를 아카이빙
아카이브 프로세스를 통한 Lifetime 지원 서비스 
제공

DB patch 적용방법은?

Spinnaker Support 지원방안은?

“우리는 SAP/Oracle EBS 환경의 안정성과 또한 앞으로 진행할 모든 일에 대해 Spinnaker Support가  
   확실하고 타당한 파트너임이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Christoph Hesterbrink, Vice President, Global IS Applications and Business Systems D+M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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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figuration 
& Work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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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ierge 
Support

Approach

Litigation Free 
(소송 ‘Zero’)

ISO 9001:2015 Certified

Oracle Support Portal과 차이점은?

Oracle/SAP과의 법적 이슈로 인한 
고객영향은? 

변경내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고객에게 전달되나요? 

Key FAQs

Customization 지원이슈

새로운 patch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결책은? 

ASL엔지니어를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Senior 엔지니어에 의한 지원



Spinnaker Support의 경쟁력

비용: SW 구입금액 22%
방식: Self service & 원격지원
(Oracle 제공 → 고객 적용)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비용: 기존 Oracle 대비 최소 50+%
방식: Concierge service & 원격지원 
       (Spinnaker 제공)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eXwaysoft는 종합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 한국 파트너이며, Spinnaker support
의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Oracle 부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지원프로세스는 Oracle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SAP의 지식재산권 준수
Global하게 검증된 서비스 
제공방식 (미국, 유럽 등)
현재까지 관련 소송 전혀 없음
(타 3rd Party 업체 현재 소송 중)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이익: 31분기 연속 흑자
직원 증가율: 년 30% 이상 
무 차입 경영 실현 중 

재무적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정책
기본: Oracle/SAP MA 
비용의 50% 
미사용 라이선스 제외 
(Oracle/SAP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MA금액에서 제외: 타 3rd Party 
업체와 차이점)

유연한 계약조건

고객의 다양한 Needs 반영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가능
  - 분사/매각/기업분할 등
  - 직원/Site 감소 
  - 사용제품의 폐기
  - 신규제품 추가구매

920+
서비스 고객

350+
엔지니어

100+/12+
지원국가/언어

8
글로벌 지원센터

Spinnaker Suppo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다양한 Oracle 및 SAP Application에 대한 
3rd Party Maintenance Service를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Premier Support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Oracle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Spinnaker or 지정 파트너사

Advanced 
Customer Support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DBA 
(3rd Party)

Oracle Support 포탈 활용
Self – Service 방식 

고객 자체 Archive server 지원 
(사전 저장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버전) 
Concierge Service 방식 

Support
/Upgrade 지원 

Oracle/SAP Maintenance 서비스

Software Maintenance 서비스 구성 지원내역

Spinnaker Support의 특장점

회사소개

회사소개

검증된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귀사의 Oracle/SAP SW Maintenance 비용을 최소 50%이상 절감해드립니다. 

고객이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를 이용할 경우, eXwaysoft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Tool
을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 Tool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객별 전담 맞춤 지원모델을 통해 고객의 운영업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표준 코드는 물론 
Customizing된 코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대하여 평생 지원을 보장합니다. (No Sunset Policy) 

법적이슈가 없고, Oracle 또는 SAP의 지적재산권(IP)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IP정책 교육을 통해 
법률적인 이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Denver에 위치한 본사와 London, Singapore, Mumbai, Tel Aviv, Moscow, Seoul, Tokyo 등  8개의 기술센터를  통해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Hub인  Spinnaker Support Korea를 통해  한국어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Pat Phe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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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Spinnaker Support의 경쟁력

비용: SW 구입금액 22%
방식: Self service & 원격지원
(Oracle 제공 → 고객 적용)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비용: 기존 Oracle 대비 최소 50+%
방식: Concierge service & 원격지원 
    (Spinnaker 제공)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eXwaysoft는 종합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 한국 파트너이며, Spinnaker support
의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Oracle 부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지원프로세스는 Oracle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SAP의 지식재산권 준수
Global하게 검증된 서비스 
제공방식 (미국, 유럽 등)
현재까지 관련 소송 전혀 없음
(타 3rd Party 업체 현재 소송 중)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이익: 31분기 연속 흑자
직원 증가율: 년 30% 이상 
무 차입 경영 실현 중 

재무적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정책
기본: Oracle/SAP MA 
비용의 50% 
미사용 라이선스 제외 
(Oracle/SAP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MA금액에서 제외: 타 3rd Party 
업체와 차이점)

유연한 계약조건

고객의 다양한 Needs 반영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가능
  - 분사/매각/기업분할 등
  - 직원/Site 감소 
  - 사용제품의 폐기
  - 신규제품 추가구매

920+
서비스 고객

350+
엔지니어

100+/12+
지원국가/언어

8
글로벌 지원센터

Spinnaker Suppo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다양한 Oracle 및 SAP Application에 대한 
3rd Party Maintenance Service를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Premier Support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Oracle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Spinnaker or 지정 파트너사

Advanced 
Customer Support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DBA 
(3rd Party)

Oracle Support 포탈 활용
Self – Service 방식 

고객 자체 Archive server 지원 
(사전 저장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버전) 
Concierge Service 방식 

Support
/Upgrade 지원 

Oracle/SAP Maintenance 서비스

Software Maintenance 서비스 구성 지원내역

Spinnaker Support의 특장점

회사소개

회사소개

검증된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귀사의 Oracle/SAP SW Maintenance 비용을 최소 50%이상 절감해드립니다. 

고객이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를 이용할 경우, eXwaysoft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Tool
을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 Tool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객별 전담 맞춤 지원모델을 통해 고객의 운영업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표준 코드는 물론 
Customizing된 코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대하여 평생 지원을 보장합니다. (No Sunset Policy) 

법적이슈가 없고, Oracle 또는 SAP의 지적재산권(IP)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IP정책 교육을 통해 
법률적인 이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Denver에 위치한 본사와 London, Singapore, Mumbai, Tel Aviv, Moscow, Seoul, Tokyo 등  8개의 기술센터를  통해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Hub인  Spinnaker Support Korea를 통해  한국어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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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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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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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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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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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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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Pat Phe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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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Spinnaker Support의 경쟁력

비용: SW 구입금액 22%
방식: Self service & 원격지원
(Oracle 제공 → 고객 적용)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비용: 기존 Oracle 대비 최소 50+%
방식: Concierge service & 원격지원 
    (Spinnaker 제공)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eXwaysoft는 종합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 한국 파트너이며, Spinnaker support
의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Oracle 부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지원프로세스는 Oracle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SAP의 지식재산권 준수
Global하게 검증된 서비스 
제공방식 (미국, 유럽 등)
현재까지 관련 소송 전혀 없음
(타 3rd Party 업체 현재 소송 중)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이익: 31분기 연속 흑자
직원 증가율: 년 30% 이상 
무 차입 경영 실현 중 

재무적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정책
기본: Oracle/SAP MA 
비용의 50% 
미사용 라이선스 제외 
(Oracle/SAP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MA금액에서 제외: 타 3rd Party 
업체와 차이점)

유연한 계약조건

고객의 다양한 Needs 반영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가능
  - 분사/매각/기업분할 등
  - 직원/Site 감소 
  - 사용제품의 폐기
  - 신규제품 추가구매

920+
서비스 고객

350+
엔지니어

100+/12+
지원국가/언어

8
글로벌 지원센터

Spinnaker Suppo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다양한 Oracle 및 SAP Application에 대한 
3rd Party Maintenance Service를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Premier Support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Oracle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Spinnaker or 지정 파트너사

Advanced 
Customer Support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DBA 
(3rd Party)

Oracle Support 포탈 활용
Self – Service 방식 

고객 자체 Archive server 지원 
(사전 저장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버전) 
Concierge Service 방식 

Support
/Upgrade 지원 

Oracle/SAP Maintenance 서비스

Software Maintenance 서비스 구성 지원내역

Spinnaker Support의 특장점

회사소개

회사소개

검증된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귀사의 Oracle/SAP SW Maintenance 비용을 최소 50%이상 절감해드립니다. 

고객이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를 이용할 경우, eXwaysoft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Tool
을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 Tool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객별 전담 맞춤 지원모델을 통해 고객의 운영업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표준 코드는 물론 
Customizing된 코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대하여 평생 지원을 보장합니다. (No Sunset Policy) 

법적이슈가 없고, Oracle 또는 SAP의 지적재산권(IP)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IP정책 교육을 통해 
법률적인 이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Denver에 위치한 본사와 London, Singapore, Mumbai, Tel Aviv, Moscow, Seoul, Tokyo 등  8개의 기술센터를  통해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Hub인  Spinnaker Support Korea를 통해  한국어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경쟁력

비용: SW 구입금액 22%
방식: Self service & 원격지원
(Oracle 제공 → 고객 적용)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비용: 기존 Oracle 대비 최소 50+%
방식: Concierge service & 원격지원 
    (Spinnaker 제공)
내역: Bug fix / 보안 Update 지원

eXwaysoft는 종합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 한국 파트너이며, Spinnaker support
의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Oracle 부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지원프로세스는 Oracle에 의해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SAP의 지식재산권 준수
Global하게 검증된 서비스 
제공방식 (미국, 유럽 등)
현재까지 관련 소송 전혀 없음
(타 3rd Party 업체 현재 소송 중)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이익: 31분기 연속 흑자
직원 증가율: 년 30% 이상 
무 차입 경영 실현 중 

재무적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정책
기본: Oracle/SAP MA 
비용의 50% 
미사용 라이선스 제외 
(Oracle/SAP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MA금액에서 제외: 타 3rd Party 
업체와 차이점)

유연한 계약조건

고객의 다양한 Needs 반영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가능
  - 분사/매각/기업분할 등
  - 직원/Site 감소 
  - 사용제품의 폐기
  - 신규제품 추가구매

920+
서비스 고객

350+
엔지니어

100+/12+
지원국가/언어

8
글로벌 지원센터

Spinnaker Suppo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08년부터 다양한 Oracle 및 SAP Application에 대한 
3rd Party Maintenance Service를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Premier Support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Oracle

비용: Man/Hour 구입
방식: On-Site or 원격 지원
수행업체: Spinnaker or 지정 파트너사

Advanced 
Customer Support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비용: 별도 계약
수행: 고객 내부 or 파트너사

DBA 
(3rd Party)

Oracle Support 포탈 활용
Self – Service 방식 

고객 자체 Archive server 지원 
(사전 저장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버전) 
Concierge Service 방식 

Support
/Upgrade 지원 

Oracle/SAP Maintenance 서비스

Software Maintenance 서비스 구성 지원내역

Spinnaker Support의 특장점

회사소개

회사소개

검증된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귀사의 Oracle/SAP SW Maintenance 비용을 최소 50%이상 절감해드립니다. 

고객이 Spinnaker Support의 3rd Party Maintenance를 이용할 경우, eXwaysoft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Tool
을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 Tool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객별 전담 맞춤 지원모델을 통해 고객의 운영업무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표준 코드는 물론 
Customizing된 코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 대하여 평생 지원을 보장합니다. (No Sunset Policy) 

법적이슈가 없고, Oracle 또는 SAP의 지적재산권(IP)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IP정책 교육을 통해 
법률적인 이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Denver에 위치한 본사와 London, Singapore, Mumbai, Tel Aviv, Moscow, Seoul, Tokyo 등  8개의 기술센터를  통해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Hub인  Spinnaker Support Korea를 통해  한국어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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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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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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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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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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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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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비용대비 평균 60+% 절감

미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금 없음

SAP, BusinessObject, Oracle EBS, JD Edwards, Siebel, Oracle DB & Fusion MW, 
Hyperion 및 그 외 지원

Break fix, 세금 및 규약 업데이트, 일반적인 질의, Built-in 자문서비스 및 Customization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8개의 Support Hub (덴버, 런던, 모스크바, 서울, 뭄바이, 싱가포르, 텔아비브, 도쿄) 을 통한 100여개 
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P1, P2티켓 제출 후, 15~30분내 응답 보장. 평균 8분 이내, 24x7x365 “고객지향(Follow the Sun)” 
서비스

전담 고객관리 담당자 (ASL) 및 평균 19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담 엔지니어팀 배정

고객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카이빙

Spinnaker Support 정직원을 통한 96%의 티켓 처리율

시스템 관리자 –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원격 모니터링, 기술, 아키텍처 Stack 지원, 계획된 성능 분석 및 
튜닝 최적화, 패키지 구성 (Builds), 시스템 검사 (Audit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직원증대 및 기타

Application & Technical Managed Services

데이터 관리 – EIM, EAI, 품질인증 (Validation),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개발 – Custom Code, Form 및 보고서, Custom 어플리케이션 수정 (Fixes), 운영지원 
및 직원증대

Consulting Services

평가, 전략 및 로드맵 플랜,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지원, 구현 및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직원채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Capability

Third Party Maintenance & Support
Primary
Competitor

Spinnaker Support는 언제라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는 EBS에 
정통하며 약속한 성과를 제공합니다. 
Spinnaker Support의 효과적인 
ISO기반 프로세스는 오라클 유지관리 
조직의 원활한 적시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Oclaro는 더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게 빨라진 응답속도, 문제 진단 
및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로부터 받은 
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사를 거쳐 기존의 EBS 및 
Siebe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rd party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 
맞춤화 되어 제공되었으며 
Spinnaker Support 선정은 회사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카이빙 및 전환 프로세스에 
착수했고, Spinnaker Support가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화서비스 및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회사의 재정건정성, 
그리고 글로벌  조직을 통한 24x7x365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스피니커서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SAP 및 오라클에 대한 
Spinnaker Support의 깊은 이해와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정보를 통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벤더와 
비즈니스를 수행했지만 Spinnaker 
Support보다 더 나은 회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Gartner는 ERP 사용고객의 MA
계약해지 및 3rd Party MA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 . 3rd Party MA 
업체의 서비스 범위는 ERP vendor 
보다 넓은데, customizations,  
interface 그리고 현재 버전은 물론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이 끊긴 버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5~10% 정도의 고객이 3rd party 
MA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Personalized

Responsive

Expert

No Sunset

“처음부터 Spinnaker Support는 Oracle EBS지원금액의 75%를 절감하고 더불어 빠른 응대를 통해   
   운영지원 품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Spinnaker Support는 Managed service를 통해 당사 시스템의 광범위한 EBS 제품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귀중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Karin Catton, Chief Information Officer & SVP ProBuild Holdings

3rd Party Support 벤더 비교

Oclaro Inc

Wise Foods Inc

Consumer Goods 
Company, CIO

CRANE & CO

Global Home Décor 
Company

BAE System

Gartner
13 July 2015  G00278474 Analyst(s): 
Pat Phe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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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현재 버전의 
Application 사용을 지원하고 Lifetime support를 보장하며, Spinnaker 
Support의 Global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4x7x36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담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업무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행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Spinnaker Support Korea 팀과 본사로 빠르게 
Escalation 하여 문제가 조속한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eXwaysoft는 Spinnaker Support와 더불어 Global Support lead와 Team 및 
고객 담당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그들을 통해 개인화된 (Individualized) Software 
Fix (표준 / Customer Code)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발생시 고객으로 
하여금 Self-service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Spinnaker는 경주용 요트에 바람을 잘 받도록 추가로 다는 큰 돛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에 추진력을 더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waysoft는 다양한 길,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아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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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표준계약

모든 고객에게 ISO 9001:2015 인증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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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상의 지원 Coverage

No Sunset, 현재 버전의 무기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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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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