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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M

IDC가�발표한�전세계 
CRM 애플리케이션 
2021년�매출 
시장점유율 1위

23.8%

2017 2018 2019 2020 2021

#1 Sales

IDC가�발표한�전세계 
인력생산성�및�관리 
애플리케이션 2021년 
매출�시장점유율 1위

41.4%

2017 2018 2019 2020 2021

#1 Customer Service

IDC가�발표한�전세계 
고객서비스 
애플리케이션 2021년 
매출�시장점유율 1위

45.5%

2017 2018 2019 2020 2021

#1 Marketing

IDC가�발표한�전세계 
마케팅�캠페인�관리 
애플리케이션 2021년 
매출�시장점유율 1위

2017 2018 2019 2020 2021

15.0%

Success
from
Anywhere
디지털�세상에서�완전히�새로운
‘Customerverse’를�구현하세요.

고객과�함께�성장합니다.

Salesforce는 20년�이상�전세계 15만�고객과�함께 ‘고객�중심�디지털�혁신' 여정을�함께하고�있습니다. 전세계 
CRM 시장에서 23.9%라는�시장점유율 1위를�지속해�온 Salesforce는 ‘일하는�방식의�미래’를�제안합니다.

언제�어디서든�고객과의�연결성을�확보해야�하는�오늘날, 기업은�소비자인�외부고객�뿐만이�아니라�임직원, 
파트너�등�모든�이해관계자들과�디지털�기반의�새로운�연결성을�확보해야�하며, 보다�개인화된�경험을�제공할 
수�있어야�합니다.

특히 Salesforce는 ‘디지털�본사(digital HQ)’를�필두로�디지털�공간에서�모든�업무와�데이터를�통합�관리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일� 데이터� 저장소(SSOT, Single Source of Truth)에� 축적된� 데이터를� 영업, 마케팅, 
서비스, 이커머스, 앱�개발�등�고객접점에�위치한�모든�조직구성원들이�동일한�시각으로�고객에�대해�이해할�수 
있는 ‘360도�통합�뷰'를�제공합니다.

Salesforce Customer 360에서는�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은 
물론, 자체�앱스토어에서�즉시�사용가능한�수천�개의�최신�애플리케이션들을�경험할�수�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고객접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고객의� 기대치가�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채널에서, 고객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수�있는 CRM 플랫폼을�직접�체험해보세요.

Salesforce는 1999년�창립�이래�고객을�최우선으로�생각함으로써�역사상�가장�빠르게�성장하는�세계 No.1 
CRM으로�성장할�수�있었습니다. 세계�저명한�매체의�평가와�같이 Salesforce는�고객과�파트너, 공동체로부터 
지속적으로�신뢰를�받고�있습니다.

World #1 CRM
Salesforce는�전세계 15만개�이상�다양한�규모의�기업들의�혁신을�지원하고�있으며, Fortune 100대�기업�중 
99개� 기업, Fortune 500대� 기업의 90%가 Salesforce의� 고객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CRM 플랫폼을 
사용하여�직원�생산성, 팀�협업, 고객�충성도�그리고�무엇보다도�중요한�매출을�높이고�있습니다.
*출처: 2020년�기준�데이터입니다. Fortune 500은 Time Inc.의 등록상표이며, Salesforce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의�리더
세계에서�가장

일하기�좋은 100대�기업

세계에서�가장
일하기�좋은�기업

혁신의�리더
향후 5년간�기술�분야에서

가장�일하기�좋은�기업

세계에서�가장
존경받는�기업

자선�활동의�리더
직원�및�커뮤니티를

지원하는�상위 100개�기업 

가장�지속
가능한�기업

$23억
FY12

$31억
FY13

$42억
FY14

$54억
FY15

$67억
FY16

$84억
FY17

$105억
FY18

$132억
FY19

$212억 5천
FY21

$172억
FY20

$264억 9천만�달러FY22

*출처: People, 2020년 8월호 Meredith Corporation. 허가를�받아�사용함.



Salesforce
customer360

성공

영업

플랫폼

서비스

산업 통합

마케팅파트너

지속가능성 커머스

분석안전

경험
앱 웹 채널 봇

자동화 워크플로우 개인화 로우코드

데이터 스트림 세그먼트 보안
SSOT*

인텔리전스

Customer 360으로�고객을�놀라게�하세요.

Sales Cloud Service Cloud Marketing Cloud Commerce Cloud

「Customer Success Platform」

Salesforce Customer 360은�기업이�놀라운�성과를�낼�수�있도록�지원합니다. 고객과의�모든�접점을�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영업, 서비스, 마케팅, 커머스, IT 전반에� 걸쳐� 연결된� 고객� 경험을� 위한� 단일�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Customer 360을� 구성하는 
솔루션에�대해�알아보세요.

업무�프로세스�확립�및
영업�생산성�향상
영업�활동의�모든�단계를�관리하는데�사용 
됩니다. 개별적, 지능적, 맞춤형�뷰를�제공 
하여�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기업이�파이프 
라인을�확장하고�거래를�성사시키며�충성 
고객을�확보�할�수�있도록�합니다.

고객�경험�및�서비스
향상을�통한�고객�성공
모든� 채널에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를�심화합니다. 서비스�직원이�데이터 
통합�및�자동화�기능을�갖춘�콘솔을�사용 
하여�고객을�완벽하게�이해할�수�있는�뷰를 
제공합니다.

고객�구매�여정에�따른
맞춤형�마케팅�활동�지원
실시간�데이터를�통해�모든�순간에�인간화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객� 참여를� 이끌며 
충성도를� 높이고� 모든� 영향을� 최적화하여 
고객� 가치를� 높입니다. 디지털 HQ를� 통해 
엔드�투�엔드�마케팅을�가속화할�수�있습니다.

고객에�대한�단일�뷰로
더�빠른�매출�증대
고객은� 자신을� 잘� 아는� 브랜드를� 선호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데이터� 및 AI로 
고객을� 개인화하여� 원활한� 고객경험을 
만들어� 주는� 세계� 최고의� 커머스� 플랫폼
입니다.

Tableau Analytics MuleSoft Salesforce Platform Salesforce Industries
데이터�기반�의사결정을�돕는
시각적�분석�플랫폼
모든�곳에서의�데이터를�통합하여�조직의 
모든�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접근� 가능한� 기능
으로�데이터�비즈니스�혁신을�실현합니다. 

통합, API 및�자동화를�위한
유일한�통합�플랫폼
모든�시스템, 고객, 디바이스가�애플리케-
이션과�연계되며, 데이터의�위치에�관계없이 
항상� 연결� 및�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구성된�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습니다.

로우코드를�사용한�앱�생성�및
워크플로우�자동화
자사의�환경에�맞춘�업무�앱을�로우�코드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전문�도구의�유연성이�함께�제공되어 
비즈니스�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비즈
니스�문제를�함께�해결할�수�있습니다.

업종별�특성에�따른
최적의�맞춤형�솔루션�제공
제조, 의료, 소매부터� 통신, 미디어, 공공
기관에� 이르기까지 12개의� 산업에� 최적
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산업별� 프로
세스, 데이터� 모델� 및� 규정� 준수를� 활용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내에서� 앞서
나갑니다.

Safety Cloud Net Zero Cloud AppExchange
직원과�고객을�안전하게�연결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예방� 접종기록, 
건강� 증명서와� 같은� 직원� 및� 고객� 건강 
상태를� 수집� 및� 확인하고,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구현�및�관리함으로써�안전한 
대면�경험을�만들�수�있도록�지원합니다.

Customer Success
Group
전문가의�안내�및�리소스를�통해 
더�빠르게�목표�달성
신속하고�맞춤화된�지원으로�업무�중단을 
방지하고� 혁신을� 지속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상시� 제공되는� 리소스로 
세일즈포스�스킬을�습득하고�빠르게�답변을 
서포트�받습니다. 

Net Zero에�빠르게
도달할�수�있도록�지원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 등급� 데이터를 
사용하여�탄소�발자국을�빠르게�추적, 분석 
및�보고할�수�있습니다. 향후�배출량�감축 
계획에�따라�공급업체�및�직원을�참여시켜 
더욱�빠르게 Net Zero에�도달합니다.

앱�및�전문가와�함께�더�빠르게
성장하고�더�멀리�도달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AppExchange에서 9,000
개� 이상의� 앱을� 통해� 어디에서나� 비즈
니스를�확장합니다. 사전�구축과�맞춤화가 
동시에� 가능한� 앱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Einstein AI Experience Cloud

AI 분석을�통한
비즈니스�혁신�및�자동화
누구든지� 자동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고�미래�결과와�특정�상황을�예측할�수 
있어� 직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클릭이나� 코드를� 통해� 맞춤형 AI 빌트인 
앱을�개발할�수�있습니다.

연결된�데이터로�보안�웹사이트, 
포털�및�앱을�빠르게�생성
사전� 빌드된� 앱과� 로우코드� 웹�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매력적인� 디지털 
경험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연결된� 데이터로� 팀을� 통합하고 
원활한�여정을�제공합니다. 

*SSOT(단일�데이터�저장소, Single Source of Truth):
데이터를�활용한�모든�비즈니스�활동이�신뢰할�수�있도록�데이터의 정합성과�통제성을�보장하는�것을�의미함



디지털�세일즈를�위한�최고의�성장�플랫폼

더�많은�거래�성사

영업�기회를�보다�효과적으로�관리하고, 파이프라인을�보다�정확하게�모니터링하세요. 세계에서�가장�신뢰할�수 
있는�세일즈�인력�자동화�소프트웨어를�통해�관리�업무를�자동화하고, 더�많은�거래를�보다�빠르게�성사시킬�수 
있습니다.

모든�고객�정보가�한곳에서�처리되어�어디서나 
추적할�수�있습니다. 모범�사례와�즉각적인 
인텔리전스가�거래를�촉진시킵니다. 

더�많은�리드�확보
리드를�판매�준비(sales-ready)될�때까지 
육성하고�자동으로�최적의�타이밍에�적합한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마케팅� 캠페인의 
효율성을�추적하여�모든�리드를�우수한�리드로 
만듭니다.

 

Sales Cloud

영업�생산성�가속화
필드�담당자나�내부�영업�담당자, 이메일로 
업무� 처리를� 선호하는� 직원� 모두� 장소에 
구애받지�않고�더�많은�일을�할�수�있습니다. 
자동화된�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더욱�개선되어�생산성이�훨씬�더�향상됩니다. 

스마트한�의사�결정
Salesforce는� 정보를� 한곳에� 보관하여 
최신�정보를�기반으로�우선순위를�매기고 
빠른�의사�결정을�내릴�수�있게�해�줍니다. 
리포트와�대시보드를�통해�실시간으로�비즈니스 
현황을�확인하고�예측할�수�있습니다.

기업의�규모와�관계없이�모든�영업�담당자는�최고의�실적�달성이라는�목표를 
가지고�있습니다. Salesforce가�그�목표를�실현하도록�도와드립니다.

+27%
매출�증가

+26%
거래성사율�증가

+27%
영업생산성�증가

*출처: Customer Success Metrics - Global Highlights, 2021년 7월

데모�보기 자세히�보기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rm-sales-demos/?d=70130000000lwA9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sales-cloud/features/


데모�보기 자세히�보기

연결된�고객 360도�뷰

세계�최초로�모든�작업을�디지털로�수행하는�참여�플랫폼에서�모든�채널을�통합하여, 고객�센터부터�현장까지 
업계를�선도하는�고객�서비스�관리�기능을�제공합니다.

전체�비즈니스를�연결하여�채널�전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과� 나눈� 상호� 작용을 
확인할�수�있도록�상담사에게�완벽한�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모바일�우선�플랫폼
Salesforce 플랫폼의�강력한�성능은�데스크톱에 
국한되지�않습니다. 직관적인�드래그�앤�드롭 
방식의� 툴과� 즉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고객과�원격�근로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선사할�수�있습니다.

손쉬운�맞춤화
업무�방식에�따라 Service Cloud를�손쉽게 
맞춤화할�수�있습니다. 직관적인�툴, 워크플로, 
사전�구축�요소, 사전�통합�패키지를�통해 
비즈니스�프로세스를�자동화할�수�있습니다.

혁신과�확장성
플랫폼을�통해 AI, IoT 등과�같은�혁신�기술로 
고객의�기대치를�능가할�수�있으며, 기업은 
기술적으로�우위를�점할�수�있습니다.

신뢰와�보안
전�세계�기업들이�신뢰하는�강력하고�안전한 
아키텍처에�비즈니스를�구축합니다. 여기에는 
금융, 의료, 공공� 기관�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업계의�기업들도�포함됩니다.

고객�성공
Salesforce 전문가들은�더�큰�고객�만족을 
위해�무엇이든�지원해�드릴�수�있습니다.

 

Service Cloud

가장�완벽한�서비스�플랫폼으로�신뢰할�수�있는�고객�경험을�구축하고
서비스�역량을�강화하세요.

+30%
고객만족도�향상

+24%
서비스/서포트�비용�감소

+27%
직원생산성�향상

*출처: Customer Success Metrics - Global Highlights, 2021년 7월

어디서든�고객�참여를�이끌어내는�서비스�플랫폼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rm-service-demos/?videoId=l07HSG8YIkU&d=70130000000lxDoAAI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service-cloud/features/


데모�보기 둘러�보기

Marketing Cloud Marketing Cloud 제품
디지털�퍼스트(Digital First)가�되기�위해서는�통합�플랫폼이�필요합니다.

자세히�보기

Marketing Cloud
Personalization

즉각적이고� 상황에� 맞는� 옴니� 채널 
경험을�통해�적시에�가치�있는�참여를 
유도합니다.

데모�보기

Marketing Cloud
Customer Data Platform
기존�고객의�참여를�이끌고�신규고객을 
발견합니다.

자세히�보기

CDP 알아보기

문의하기

Loyalty Management

고객� 경험� 전반에� 연결된� 로열티 
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인텔리전트�마케팅�자동화를�통해�적절한�타이밍에�적합한
메시지를�보냅니다.

데이터�우선�디지털�마케팅으로�평생의�고객�관계를�구축하세요.

세계 1위 CRM으로�마케팅�강화
광고부터�계정, 이메일부터�이커머스, 소셜부터�서비스까지�원활한 
경험을�제공하여�관계를�강화하고�매출을�높일�수�있습니다.

Trailblazer 커뮤니티를�통한�역량�강화
수천�건에�이르는 Trailblazer의�마케팅�성공�사례를�참고하여�실용적인 
정보와�요령을�공유하고�미래를�위한�역량을�강화할�수�있습니다.

끊임없이�진화하는�플랫폼
비즈니스가�성장하고�트렌드가�진화함에�따라 AI 기반�개인화�기능 
으로�모든�유형의�고객에게�광고할�수�있습니다.

모든�고객에�대한 360도�뷰�확보
고객에� 대해� 연구하고�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새로운�방식으로�관계를�구축할�수�있습니다.

빠른�가치�실현�시간
마케팅�및�비즈니스를�통합적으로�분석하여�영향, 예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할�수�있습니다.

Marketing Cloud
Intelligence

데이터에�기반하여�올바른 KPI와 ROI 
인사이트를� 쉽게� 얻어� 마케팅� 성과를 
효율화�및�최적화할�수�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데모�보기

Journey Builder
디지털�채널�전반�및�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 전반의 
모든� 상호� 작용을  개인화
합니다.

자세히�보기

데모�보기

Mobile Studio
고객의�활동을�기준으로 SMS, 
푸시� 알림� 및� 소셜� 메신저을 
통해�알림을�보냅니다.

자세히�보기

데모�보기

Advertising Studio
Google, Facebook, Insta-
gram, LinkedIn, Twitter, 
Pinterest, Snapchat 등의 
광고� 플랫폼에� 자사� 타겟 
고객을� 연결하여� 개인화 
광고를�게재합니다.

자세히�보기

데모�보기

Email Studio
고객�개개인에�맞춘�이메일을 
대규모로� 전송하여� 최고의 
마케팅 ROI 혜택을�누립니다.

자세히�보기

데모�보기

Marketing Cloud Engagement

문의하기

Marketing Cloud
Account Engagement

B2B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리드를 
늘리고�생산성을�높여�비즈니스를�혁신
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rm-marketing-demo/
https://www.salesforce.com/form/marketingcloud/guided-tour/?d=cta-header-1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rm-marketing-demo/?ve=g-recaptcha-response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journey-management/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rm-marketing-demo/?ve=g-recaptcha-response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mobile-marketing/
https://www.salesforce.com/blog/what-is-a-cdp/?d=cta-header-7?d=cta-body-promo-461
https://www.salesforce.com/blog/what-is-a-cdp/?d=cta-header-7?d=cta-body-promo-461
https://www.salesforce.com/form/demo/crm-marketing-demo-ads/?ve=g-recaptcha-response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mc-interaction-studio-demo/?d=cta-body-promo-414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customer-interaction/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mc-interaction-studio-demo/?d=cta-body-promo-414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loyalty-management/
https://www.salesforce.com/form/datorama/datorama-overview-demo/?d=cta-body-promo-444
https://www.salesforce.com/products/marketing-cloud/data-sharing/
https://www.salesforce.com/form/conf/demo-marketing-email/?leadcreated=true&redirect=true&d=70130000000sUVq&nc=70130000000lzEk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email-marketing/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channels/social-advertising-solutions/
https://www.salesforce.com/kr/form/pardot/demo-pardot/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marketing-cloud/marketing-automation/


온라인�비즈니스�성장과�고객�관계�구축이�동시에�가능합니다.

고객�중심의�이커머스를�통해�빠른�성장을�경험하세요. 디지털화를�가속화하고�팀원들이�어디서든�작업할�수�있도록�지원하세요.

Commerce Cloud

세계 1위 CRM으로�이커머스�강화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여� 고객� 경험을 
연결할�수�있으며, AI, 최고의�앱, 툴을�활용하여�커머스를�맞춤화 
하여�모든�상호�작용을�강화할�수�있습니다.

단일�데이터�저장소(SSOT) 확보
맞춤화된�구매�경험으로�더�많은�고객을�전환할�수�있습니다.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 커머스, IT를�연결하여�더욱�진정한�고객�인사이트를 
확보할�수�있습니다.

빠른�실행과�적응
손쉽게�사용할�수�있는�툴을�통해�더�빠르게�실행할�수�있습니다. 
민첩한� 대응으로� 더� 높은 ROI를� 더�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입증된�고객�성공
Salesforce의�고객들이�커머스의�미래를�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 
확인해�보세요. 99%의�고객이 Salesforce를�통해�비즈니스�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귀사가�그�주인공이�될�차례입니다.

유연성과�확장성
산업군이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바쁜� 날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기업은�가동�시간 99.9%라는�자신감을 
가지고�성장할�수�있습니다.

앱을�통해�직원�경험�향상
로우코드� 앱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작업할�수�있도록�지원 
하세요.  

모바일에서�사용할�수�있는 Salesforce 
앱을� 통해� 모든� 직원의� 생산성과 
연결성을�강화할�수�있습니다.

영업�및�서비스�범위�확대
부서별�앱을�통해�영업�및�서비스의 
범위를�확대하세요. 

HR, 법무, 마케팅, 금융, 기타�비즈니스 
부문별�앱을�만들고, 직무�및�부서별로 
직원들이�필요로�하는�앱을�제공하여 
성과를�향상시킬�수�있습니다.

모든�비즈니스�프로세스
디지털화
스프레드시트를� 앱으로� 전환하여 
비즈니스�프로세스를�디지털화�하세요.   

AI 및�애플리케이션�통합과�같은�추가 
기능을�통해�핵심�서비스를�향상시켜 
기업의 CRM을�강화할�수�있습니다.

고객�경험�혁신
고객�경험을�혁신하는�앱을�만드세요. 

실시간�구매, 서비스, 참여에�대한�요구 
사항을�만족시키는�스마트하고�개인화 
된�앱을�통해�고객에게�감동을�선사할 
수�있습니다.

Platform

B2C 데모�보기 B2B 데모�보기 자세히�보기 데모�보기 자세히�보기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ommerce-cloud-b2c-demos/?d=cta-header-5
https://www.salesforce.com/kr/form/demo/commerce-cloud-demos/?d=cta-header-1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commerce-cloud/order-management/
https://www.salesforce.com/kr/form/conf/platform-overview-demo/?leadcreated=true&redirect=true&DriverCampaignId=70130000000sUVq&FormCampaignId=7010M000002JONSQA4
https://www.salesforce.com/kr/products/platform/features/


신뢰�기반의 Customer 360 Platform
세일즈포스 CRM은�비즈니스가�필요로�하는�모든�개인�정보�보호, 신뢰�및�보안�수준은�물론�고객의�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필요한�규모와�속도로�운영되도록�구축되었습니다. 

Salesforce는� 기업이� 주주, 고객,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심지어� 지구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1-1-1 Model을� 바탕으로� 시간의 1%. 자본의 1%, 제품의 1%를 
기부함으로써�지역�사회에�환원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비즈니스는�변화를�위한�최고의�플랫폼입니다.

5.4만�곳 +
비영리, 교육�및

자선�단체�무료�서비스

 $ 5억 3200만 +
자선단체�보조금�지급 

4350만�그루 +
1억�그루의�나무를

심기�일환으로�심은�나무

670만�시간 +
전세계적인�봉사활동�시간  

어디서나�성공하는 Digital HQ, Slack

9천+
 개의�에코

시스템�내의�앱
1,510억

개의�하루 Einstein
예측�건�수고객

직원
파트너

봇

Slack은 Customer 360을�조직의�모든�애플리케이션�및�모든�워크플로우와�연결하는 Digital HQ입니다.
Slack을�통해�전체�조직의�연결성이�강화되고, 참여가�활성화되며, 생산성이�높아져�어디서든�성공을�이룰�수
있게�됩니다. 더�유연하고, 포괄적이며, 연결된�업무�방식을�제공하는 Digital HQ를�구축하세요. 

Trailblazers, Together  변화를�함께�만들어나갑니다.
Trailblazer란? 
(1) 선구자, 혁신가, 평생의�학습자, 행동�및�변화를�일으키는�사람
(2) 다른�사람에게�앞선�길을�남겨주는�리더
(3) 가장�중요하게는, 다른�사람들을�위해�더�나은�사람을�만드는�사람

Salesforce에게�가장�소중한�존재인 Trailblazer는,
Salesforce로�혁신하며�다른�사람들을�위해�더�나은 
세상을�만드는�데�도움을�주는�모든�사람을�뜻합니다. 
관리자, 개발자, 학생, CEO에�이르기까지�모든�사람들은
누구나 Trailablazer가�될�수�있다고�믿습니다. 

전세계 일자리
930만 개* 2026년까지 세일즈포스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 

전세계 경제 영향
$1조 6천억* 2026년까지 세일즈포스가

창출하는 신규 비즈니스 매출 

1,300개
Trailblazer 커뮤니티�그룹

1,500만�명
Trailblazers

90개
국가

*출처: IDC White Paper, sponsored by Salesforce, “The Salesforce Economic Impact,” doc #US48214821, September 20, 2021.

신뢰를�최고의�가치로�삼는 Salesforce를�단순한�비즈니스�그 
이상입니다. Salesforce는 2026년까지 9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비즈니스 
매출을� 창출하는, “Salesforce Economy”는� 신뢰의� 경제
입니다.  

Salesforce Economy, 신뢰의�경제를�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