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box

Solbox는 G Suite Business를 통해
용량제한의 압박감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솔박스는 통신사업자에게 Media Streaming, File Download, Web Acceleration를
위한 CDN 솔루션과 가상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Clou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CDN과 Cloud
솔루션이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박스의 솔루션을 통해 통신사업자는 새롭고 진보적인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솔박스의 기술 지원과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challenge
G Suite을 사용하기 전에는 Non-Cloud 베이스 NAS형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 서버는 장기적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백업, 보안 등의
문제가 있었고 프로그램 설치가 난해하여 일반 사용자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 기능이 없어 자료 검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앱과의 연동이 미흡하여 자료 백업 용도로 밖에 사용 할 수 없었고, 실시간
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About [Solbox]
솔박스는 언제, 어디서나
고성능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dustry: 소프트웨어
Location: 한국

The solution
G Suite Basic에서 G Suite Business로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병행하여
사용하던 기존 사내 로컬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해 둔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 많은
종류의 문서와 각종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공간으로 수일에 걸쳐 모두
마이그레이션한 후 면밀히 사용자 분석을 해 본 결과 각종 리소스 공유 및 구성원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외부 구성원과의 문서 공유 뿐만 아니라 동시 문서 편집
작업 기능으로 인해 실시간 문서 협업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사용자별 월정액($10/월) 기반의 G Suite Business의 "무제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저장 용량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 동영상과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용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대용량 문서
파일/폴더들을 저장할 때 개인별 로컬 스토리지 보다 구글 드라이브의 스토리지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About [SBC Technology]
SBC Technology 는 “Make
Your Business Innovative
with the Google Cloud!” 을
모토로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G Suite 고객들의 안정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공유 드라이브"를 통한 전사적인 폴더 공유를 통해 기존의 "내 드라이브"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G Suite Busines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에,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및
HTTPS 상에서의 온라인 문서 편집기(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기능은
대부분의 사내 구성원들이 매일마다 사용하는 필수 업무 툴로서 자리매김하여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Products

The results
●
●
●
●
●

구성원들의 데이터 활용도 증가
문서 공유 및 실시간 협업 작업의 만족도 증가
용량 제한의 부담감 감소
팀 드라이브로 내 드라이브의 폐쇄성 극복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
●
●
●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사내 모든 구성들 간에
전사적인 문서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솔박스 기획팀 홍상혁 차장

Gmail
Drive
Calendar
Docs
Hang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