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심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며 하나의 공간에서 주요 파일, 
업무, 회의, 업데이트 소식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것에 
액세스하세요. 한발 앞서 파일과 폴더를 추천해주는 인공 지능 
기반 추천 기능으로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안전한 분산형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리자 도구에서 
제공되는 제어 기능과 가시성으로 Dropbox에 저장된 회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HelloSign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 서명으로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하세요. 
HelloSign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간편하게 준비해 서명하고, 
서명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opbox에 
네이티브 기능으로 통합되어 Dropbox 사용자 모두 
Dropbox에서 바로 문서를 전송해 전자 서명을 요청할 수 
있죠. 전 세계 고객들이 HelloSign 플랫폼의 전자 서명 솔루션 
HelloSign, 디지털 워크플로 솔루션 HelloWorks, 전자 팩스 
솔루션 HelloFax을 사용해 계약 과정을 자동화·관리하고 
있습니다.

DocSend 

외부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비즈니스용 
제품입니다. 제어 기능과 가시성이 제공되는 안전한 공유 
플랫폼에서 중요한 문서를 처리하세요. 하나의 링크로 문서를 
전송해 추적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분석 정보를 확인하며 문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Dropbox Plus

넉넉한 저장 공간에 일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2TB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모든 콘텐츠를 저장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로 즉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백업, Dropbox Passwords, 
Dropbox Vault 등의 도구를 통해 개인 파일과 업무 파일을 
하나의 공간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Dropbox Family 

하나의 요금제로 가족의 모든 정보를 한 공간에 저장하세요. 최대 
6명의 가족 구성원이 2TB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며 사진, 동영상, 
PDF, Google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계정에 개인 
파일을 저장하고, 가족용 공유 폴더 '패밀리룸'에서 가족의 
소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요금은 하나의 요금제로 단 한 번만 
결제하면 됩니다. 

Dropbox Professional 

보안과 저장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개인용 비즈니스 
제품입니다. Dropbox Transfer, 프리미엄 미리 보기, 업계 
최고 업무용 도구와의 심층 통합 기능을 통해 피드백을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3TB의 저장 공간에 더불어 브랜드를 입힌 공유, 
트래픽 및 인사이트, 본 사람 기록, 180일간의 변경내용 기록 
등의 고급 기능이 제공됩니다. 

Dropbox Business 

전 세계 50만 이상의 팀이 Dropbox Business를 사용해 
원활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Dropbox Spaces를 분산 근무의 

Dropbox 제품

Dropbox 소개
Dropbox는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중심 
공간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7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Dropbox는 조금 
더 진보적인 업무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ropbox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ropbox의 사명과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dropbox.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opbox 인프라스트럭처
Dropbox는 90%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에 저장합니다. 또한,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호주에 가속기를 설치했습니다. 지연을 최대 50%까지 
감소하는 이 최첨단 인프라스트럭처 덕분에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Dropbox 생태계
Dropbox는 업계 최고 도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즐겨 사용하는 업무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파트너로는 Slack, Zoom, Atlassian, Microsoft, Google 등이 있습니다.

회사 정보 

회사 연혁

• 2007년 6월: Drew Houston과 Arash Ferdowsi가 Dropbox 공동 설립

• 2008년 9월: Dropbox 출시
• 2009년 9월: iPhone 앱 출시
• 2010년 4월: Android 앱, iPad 앱, 모바일 API 출시
• 2011년 11월: Dropbox for Teams 출시
• 2013년 2월: Dropbox for Teams에 향상된 가시성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 콘솔 추가
• 2013년 4월: Dropbox for Teams를 Dropbox Business로 개칭, ID 공급업체와 제휴해 SSO(Single Sign-On)를 비롯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ctive Directory와의 통합 기능 제공
• 2013년 6월: Dropbox Partner Network를 출범해 솔루션 공급업체를 통한 Dropbox 제품 재판매와 Dropbox Business 지원 시작 
• 2015년 11월: Dropbox Enterprise에서 HIPAA 컴플라이언스 지원 시작, Dropbox Business 사용 팀 15만 달성
• 2016년 3월: Dropbox 자체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 공개
• 2016년 7월: 원활한 현금 유동성 확보, Dropbox Business 사용 팀 약 20만 달성,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IT 관리자용 도구와 

새로운 팀 폴더 출시
• 2016년 9월: Dropbox Business 팀에 유럽 인프라스트럭처 사용 옵션 제공 시작,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인증 
• 2016년 11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확장, IT 관리자용 도구 업데이트, Dropbox Paper 베타 모드로 출시
• 2017년 1월: 스마트 동기화 기능 출시, Dropbox Paper 21개 언어로 지원, 새로운 웹 인터페이스 출시, Dropbox Business 신규 

요금제 3가지 출시, SaaS 기업 중 최초로 잠정 실적 10억 달러 달성
• 2017년 9월: DBX 플랫폼에서 Dropbox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통합 API와 개발자 도구 제공
• 2017년 10월: 하나의 공간에서 업무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개인용 비즈니스 요금제 Dropbox Professional 출시, 

새로운 Dropbox 브랜딩, 브랜드 목표, 광고 캠페인 공개
• 2018년 2월: 영향력 있는 비영리 조직과 제휴해 기부와 기술 기반 자원봉사를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Dropbox 재단 출범
• 2018년 3월: 상장명 DBX로 Dropbox 기업 공개(IPO)

전 세계

7억 명+
등록 사용자

2020년 

19억 달러
총 수익

전 세계 

180개국+
에서 사용



• 2019년 1월: 전자 서명, 디지털 워크플로, 전자 팩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HelloSign 인수
• 2019년 9월: 새롭게 진화한 공유 폴더 Dropbox Spaces와 체계성, 집중력, 조직력을 향상하는 머신 러닝 기반 도구 출시
• 2019년 11월: 비밀번호 관리 도구 Vault 인수
• 2020년 6월: 집과 직장에서 일상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Dropbox Passwords, Dropbox Vault, 컴퓨터 백업, 

Dropbox Family 발표 
• 2021년 3월: 2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문서 공유· 분석 기업 DocSend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