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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2.Productivity & Collaboration

Introducing G Suite Essentials: The Simplest Way for Teams to Securely Work Together

G Suite Essentials 소개 :

팀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안전하게
협업 할 수 있는 방법
COVID-19 인해 원격 근무는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COVID-19로 기존 재택근무가 3.6% 였던 비율이
25~30%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재택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ㆍ분산된 팀을 위한 기술 부재
ㆍ보안 취약점
ㆍ연결되지 않는 협업 도구들
G Suite Essentials는 안전한 화상 회의, 최신 공동 작업을 제공하고 몇 분 안에 설정할 수있는 통합 된 workplace로
팀이 언제 어디서나 협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안전한 화상 회의
1. 언제 어디서나 대면 연결

ㆍGoogle Meet을 최신 브라우저, ios 또는 Android 앱을 사용하여 화상회의를 호스트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플러그인이 필요없음

ㆍ화상 회의를 하면서 참석자와 탭, 창 또는 전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으며 최대 250명 까지 호스팅이 가능.
2.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

ㆍ발표 및 화면 공유 기능으로 슬라이드에서 쉽게 발표.
ㆍ회의 참가자와 문서 및 스프레드 시트 파일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
ㆍ회의를 녹화하고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나중에 공유하거나 다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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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ㆍGoogle의 안전하고 탄력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
ㆍGoogle Meet의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및 하드웨어에서 전송시 암호화
ㆍ회의를 녹화하고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나중에 공유하거나 다시 볼 수 있음
ㆍ엄격한 개인 정보 제어 (도용 방지)
ㆍ익명의 사용자를 위한 10자리 회의 코드 및 무차별 회의 참가 방지
ㆍ사전 대응적인 악용 방지
ㆍ신뢰성 : 99.9 % 가동 시간 SLA

최신 공동작업
1. 팀과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

ㆍ화상 회의에서 문서,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발표하고 팀을 공동 편집하도록 초대.
실시간 콘텐츠 제작 및 협업을 위해 구축되어 원격 팀워크를 쉽게생성.

ㆍ버전 관리 문제 및 파일을 이메일로주고 받을 필요가 없음
2. 신속한 업무

ㆍ시트에서 탐색을 통해 모든 데이터 분석없이 데이터에서 통찰력 확보
ㆍSmart Compose 로 문서에 입력 할 때 지능적인 제안을 제공
ㆍConnect Sheets를 사용하면 Google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십억 개의 BigQuery 데이터의 행을 액세스, 분석, 시각화,
공유 가능

3. 화상회의 녹화을 포함하여 모든 팀 콘텐츠를 저장가능

ㆍ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회의 기록을 포함한 모든 팀 콘텐츠 저장
ㆍ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여 웹, 모바일 또는 데스크탑에서 파일을 찾고, 열고, 공유하고 편집
ㆍGoogle AI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작업하는 문서에 빠르게 액세스

빠르고 쉽게 적응
1. 사용자는 이미 G Suite 앱을 알고 선호함

ㆍ드라이브는 가장 인기있는 파일 공유 서비스이며 G Suite는 월 20억 명 이상의 액티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Meets를 매일 30억 분 이상 사용.

ㆍMeet, Drive, Docs, Sheets 및 Slides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으며 친숙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므로 학습 곡선이
짧고 채택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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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 Suite Essentials는 비즈니스 별 기능을 갖춘 Google 소비자 앱을 기반

ㆍ통화 당 최대 250 명의 참가자 및 회의에 회의를 녹화 할 수있는 기능
ㆍ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파일이 개인이 아닌 팀에 속하며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면 데스크탑에서 직접
파일에 액세스 가능

ㆍ여러 언어로 된 전화 및 이메일 지원에 액세스. 30 개국 이상에서 무료 전화 번호를 이용
3. 기존 Office tool 앱과 함께 공존하도록 설계

ㆍWord, PowerPoint 및 Excel 파일을 저장, 댓글 작성, 편집 및 공유 – 파일 변환이 필요하지 않음
ㆍOffice 파일이 실시간으로 존재하므로 여러 팀 구성원이 버전 제어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없이 동일한 파일에서 작업
4. 팀에서 이미 사용하는 앱과 통합

ㆍG Suite Essentials는 Adobe, Autodesk, Asana, DocuSign, Salesforce, Trello, Confluence, SAP, Zendesk, Slack
등을 비롯한 인기있는 비즈니스 도구와 통합

베스핀글로벌 인사이트
G Suite Essentials는 이미 이메일 및 캘린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나 조직을 위한 제품으로 기존의
툴과 함께 사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영상 통화를 위한 Google
Meet, 안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Google 드라이브, 콘텐츠 생성 및 공동작업을 위한 Google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액세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회사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G Suite
Essentials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G Suite Essentials는 현재 G Suite 고객이 아닌 팀이나 조직을 위한
제품이여서 비즈니스에 Gmail, 캘린더 또는 맞춤 이메일이 필요한 경우 G Suite Basic, Business 또는
Enterprise가 적합한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Google Cloud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며, Google Cloud의 프리미어 파트너이자,
국내 최초 Google Cloud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입니다. 베스핀글로벌에서는 클라우드 문의나 Google Cloud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사 항 ㅣ 베스핀글로벌 구글사업부 sales.google@bespinglobal.com 070-7931-9600
참고 웹사이트 ㅣ https://cloud.withgoogle.com/next/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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