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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잉글리쉬

오라클 통해 화상영어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24시간 온라인 운영 시스템 구축

“솔 잉글리쉬는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화상영어 수업을 예약 및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라클을 도입했다. 오라클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신속하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라클이 제공

하는 높은 성능, 확장성, 관리 용이성 등을 통해 세계 각 국의 강사들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자들이 증가해도 안정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김성한, 대표, 솔 잉글리쉬

회사 소개  

솔 잉글리쉬 (Sol English)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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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강사 및 

시간 선택, 수업 예약, 취소, 결제 등이 간편히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24시간 온라인 운

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 오라클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시켜 

비즈니스를 신속히 런칭할 수 있었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으로 온프

레미스 운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등이 필요 없어져 시스템 초기 구축 비용

을 1/10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세계 각국의 강사들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자가 증가해

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해 비즈니스 확장에 대비

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클라우드는 자동으로 인스턴스 생성, 백업 구성, 네트워크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함

으로써 관리 용이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 오라클 기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사용자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입 효과

・ 최소한의 초기 투자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속히 비즈니스를 런칭하

고자 했다.

・ 이용자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예약

과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시

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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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잉글리쉬, 오라클의 신속한 구축 지원 및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24시간 온라인 운

영 시스템 구축

솔 잉글리쉬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예약과 

취소가 가능한 자기주도적 1:1 화상영어를 제

공하는 영어교육서비스 전문업체다. 솔 잉글

리쉬는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업을 예

약 및 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시간 온라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솔 잉글리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

드 서비스와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

를 도입해 24시간 온라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

했다. 오라클은 신속한 구축 및 낮은 초기 비

용을 제공해 솔 잉글리쉬의 성공적인 비즈니

스 런칭과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다른 벤더와 비교해 오라클로 운영 시스템

을 구축했을 때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했다. 

또한 오라클은 관리 용이성이 뛰어나고, 전

담 엔지니어를 배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

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전담 엔지니어의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구축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히 해

결할 수 있었다.” 

구축 과정(Execution) 

2017년 5월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한 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다. 2017년 6월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