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2 

 

 

 

 

 
 

오랫동안 Salesforce.com 을 사용한 기존 고객과 새로운 신규 고객 여러분 모두, 구입한 Salesforce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성공 리소스, 지원 및 교육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투자수익률(ROI)과 사용자 채택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Salesforce 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Salesforce 의 Premier 서비스 제품(Premier 

Success Plan 및 Premier+ Success Plan)을 선택하십시오. 

Premier Success Plan 
 성공 리소스: Premier Success Plan 은 Salesforce 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Salesforce 

도움말 사이트 및 Premier 도구 키트를 통해 모범 사례, 템플릿, 비디오 등의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Salesforce 는 사용자 채택률을 벤치마킹하여 개선을 위한 사전 대처식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릴리스 계획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능을 채택하고 Salesforce 솔루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200 개 이상의 CRM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전담 성공 리소스를 통해 비즈니스 목표 추진을 위한 개인 설정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Premier Success Plan 은 사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장 숙련된 기술 

리소스에 신속하게 연결해 줍니다. 연중무휴, 하루 24 시간 운영되는 지원 시스템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답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 응용 프로그램 작성 시에는 초보적인 질문이나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로부터 신속한 답변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Premier Success Plan 을 통해 간편하게 모든 사람에게 Salesforce 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는 사용자 스스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화식 온라인 과정을 100 개 이상 제공하므로 귀사의 

팀 전체(관리자, 개발자, 최종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전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에는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인 Administration Essentials 의 완벽한 

온라인 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Premier Success Plan 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샘플 교육 계획 및 역할별 학습 계획을 제공합니다. 맞춤 설정이 필요하십니까? 교육 

과정 대부분이 스크린샷과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형식이므로 교육 방식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Premier Success Plan 의 특징 

 성공 서비스: 사용량 및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모범 사례 및 릴리스 계획 프로그램, 비즈니스 가치 

구현을 위한 개별 검토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전담 리소스(200명 이상 CRM 사용자) 

 멈추지 않는 지원 서비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수신자 부담 전화 및 온라인 사례 작성 및 우선 순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요 문제의 경우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응답 

 개발자 지원: 오류 관련 문제 해결 및 코드 검토를 통해 Force.com에서의 응용 프로그램 작성 지원 

 종합적인 교육: 모든 사용자 역할을 포함하는 100가지 이상의 온라인 교육 과정에 무제한 액세스 가능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교육 템플릿: 스토리보드, 스크립트 등 과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맞춤 설정하여 제공 가능 

Premier Success Plan 을 사용하면 사용자 채택률이 증가하고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투자한 

만큼의 확실한 혜택이 보장됩니다. 

Premier+ Success Plan 
비즈니스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모색하십니까? 사용 및 구성이 간편한 Salesforce 응용 

프로그램은 솔루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Salesforce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의 Premier+ Success Plan 은 Premier Success Plan 의 모든 혜택에 

추가로 다음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현 후 관리 서비스: Salesforce는 서비스의 초기 구현 후 지속적인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위한 

100개 이상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전체 목록은 부록 참조). 

 관리 팀 액세스: 귀사의 내부 Salesforce 관리자가 Salesforce 공인 전문가 팀과 함께 작업하여 

Premier Success Plan 

Premier Success 구입 
Premier Success Plan 을 선택하는 

고객은 다른 고객보다 평균 57% 이상의 

채택률을 보이며,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130%, 비즈니스 분석에서 140%의 성능 

향상을 체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수익률이 80% 가까이 향상됩니다. 



 

 

Salesforce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Premier+ Success Plan 은 구현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련한 전문가가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만큼 전략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Success Plan 
모든 Salesforce 제품에는 표준 고객 지원 및 온라인 리소스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Standard Success 

Plan 은 근무 시간 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초 응답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2 일(근무일 기준)입니다. 

도움말을 비롯한 Standard 온라인 리소스에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리소스를 통해 

시작하기 교육 과정을 보거나 지원 사례를 제출하고 관련 문서 및 기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Success Plan 제품 비교 

Success Plan 

특징 Standard Premier Premier+ 

사례 심각도 수준별 최초 응답 시간 지원
1
 2 일(근무일 기준)

2
 

심각도 1: 1 시간
3
 

심각도 2: 2 시간
3
 

심각도 3: 4 시간
4
 

심각도 4: 8 시간
4
 

심각도 1: 1 시간
3
 

심각도 2: 2 시간
3
 

심각도 3: 4 시간
4
 

심각도 4: 8 시간
4
 

 Standard 성공 리소스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 

도움말, 기술 자료, "시작하기" 교육  

 
 

 
 

 Premier 성공 리소스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 

Premier 도구 키트, 사용자 채택률 및 릴리스 

프로그램  

 
 
 

 
 
 

연중무휴, 하루 24 시간 수신자 부담 전화 지원    

Premier 개발자 지원    

Premier 온라인 교육 카탈로그(100 가지 이상)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교육 템플릿    

전담 성공 리소스
5
    

Salesforce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관리 

서비스
6
    

 
 

1
심각도 수준 정의: 

 심각도 1: 심각 –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덕션 문제 • 시스템 사용 불가 • 데이터 무결성 문제 

 심각도 2: 긴급 – 다수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문제 • 주요 기능 충돌 • 현저한 성능 저하 

 심각도 3: 높음 – 시스템 성능 문제 또는 일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버그 

심각도 4: 보통 – 일상적 기술 문제에 대한 문의 • 응용 프로그램 기능, 탐색, 설치 또는 구성에 대한 정보 요청 
2공휴일은 제외됩니다. 
3
연중무휴, 하루 24 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심각도 1 및 2 사례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원됩니다. 

4
심각도 3 및 4 사례는 해당 지역의 근무 시간에만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
정식 Salesforce CRM 사용자 계정이 200 개 이상인 경우나 연간 총 사용료가 $50,000 이상일 경우 전담 Premier 성공 리소스가 

배정됩니다.  
6전체 목록은 부록 참조 

 
Premier Success Plan 은 Enterprise Edition 또는 Professional Edition 과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Premier+ Success Plan 은 Salesforce CRM 및 Force.com Unlimited Edition 에 포함되어 있거나, 
Enterprise Edition 또는 Professional Edition 과 함께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에 적합한 Success 
Plan 을 알아보려면 해당 salesforce.com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emier 개발자 지원 
Premier Success Plan 및 Premier+ Success Plan 에 포함되어 있는 Premier 개발자 지원은 성공적인 

Force.com 사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권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Salesforce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Salesforce CRM 데이터를 조작하여 Salesforce UI 에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 

팀에서 구체적인 테이블, 필드 및 기능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조언은 개발자가 정부 규제 및 기타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Force.com 코드를 

사용할 때 중요합니다. 

Premier 개발자 지원의 특징 

Force.com 코드(APEX) 및 Force.com 페이지(Visualforce) 작성에 대한 모범 사례 조언 



 

 

Salesforce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 및 예외 처리 

코드 심층 분석, 디버깅 및 권장 사항(최대 200 줄) 

http://developer.force.com/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 Developer Force 에 액세스 가능 

Premier 개발자 지원 특징 

특징 Premier 개발자 지원  
Force.com 코드(Apex) 및  

Force.com 페이지(Visualforce) 

•  정부 규제 설명 

•  Salesforce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 

•  Force.com 클래스 및 트리거 오류 관련 코드 검토(최대 200 줄) 

•  Force.com 코드 및 Force.com 페이지 모범 사례 및 권장 사항 

웹 서비스 API •  Salesforce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 

•  SOAP 메시지 캡처 및 검토 

•  웹 서비스 API 모범 사례 및 권장 사항 

Salesforce.com 에서 지원하는 

개발자 도구(AJAX, Force.com 

Migration, Force.com IDE 등) 

•  Salesforce 오류 메시지 문제 해결 

•  도구 키트 관련 모범 사례 및 권장 사항 

 

http://developer.force.com/
http://developer.force.com/


 

  

추가 정보:  
고객이 CRM 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당사가 도울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려면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orporate Headquarters  

The Landmark @ One Market 
Suite 300 
San Francisco, CA, 94105 
United States 
1-800-NO-SOFTWARE 

www.salesforce.com 

Global Offices  

Latin America +1-415-536-4606 

Japan +81-3-5785-8201 
Asia/Pacific +65-6302-5700 

EMEA +4121-6953700 

Copyright 2012, salesforce.com, inc. All rights reserved. Salesforce.com and the “no software”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salesforce.com, inc., and 
salesforce.com owns other registered and unregistered trademarks. Other names used herein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부록: Premier+ Success Plan 관리 서비스 

관리  

범주/작업 

관리 작업  

설명 

 관리  

범주/작업 

관리 작업 

설명 
초기 설정 및 맞춤 설정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사용자
1
 사용자 만들기, 업데이트 및 비활성화  HTML 레터헤드 템플릿 HTML 레터헤드 템플릿 만들기

4
 

포털 사용자
1
 포털 사용자 만들기, 업데이트 및 

비활성화 

 이메일 템플릿 이메일 템플릿 만들기 

역할 역할 및 역할 계층 구조 만들기 및 

업데이트 

 견적 템플릿 견적 템플릿 만들기 및 업데이트 

프로필 프로필 만들기 및 업데이트  데이터 

공개 그룹 공개 그룹 만들기 및 업데이트  대량 전송 레코드
1
 고객이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대량 전송 레코드 

맞춤 설정 객체 맞춤 설정 객체 만들기 및 업데이트  대량 삭제 레코드
1
 고객이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대량 삭제 레코드 

표준 객체 표준 객체 업데이트  대량 생성 레코드
1
 고객이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대량 생성 레코드 

맞춤 설정 필드 맞춤 설정 필드 만들기 및 업데이트  대량 업데이트 레코드
1
 고객이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대량 업데이트 레코드 

페이지 레이아웃
2
 페이지 레이아웃 만들기 및 업데이트   보안 

레코드 유형 레코드 유형 만들기 및 업데이트  공유 규칙 공유 규칙 만들기 및 업데이트 

 사용자 지정 단추 및 

링크
3
 

 사용자 지정 단추와 링크 만들기 및 

업데이트 

 필드 액세스 권한 필드 액세스 권한 만들기 및 

업데이트 

목록 보기 목록 보기 만들기 및 업데이트  비밀번호 정책 비밀번호 정책 관리 

대기열 대기열 만들기 및 업데이트  세션 설정 세션 설정 관리 

할당 규칙 할당 규칙 만들기 및 업데이트  IP 범위 IP 범위 추가 및 업데이트 

자동 응답 규칙 자동 응답 규칙 만들기 및 업데이트  회사 

에스컬레이션 규칙 에스컬레이션 규칙 만들기 및 업데이트  통화 통화 관리 

지원/잠재 고객 설정 설정 업데이트  회계 연도 회계 연도 만들기 및 업데이트 

팀 관리 

(고객/판매/사례) 

사용자 기록에서 팀 만들기 및 업데이트  근무 시간 근무 시간 만들기 및 업데이트 

가격표 가격표 만들기 및 업데이트  생산성 및 공동 작업 

작업 흐름 

규칙/작업/경고/필드 

업데이트 

작업 흐름 규칙, 작업, 경고 및 필드 

업데이트 만들기 및 업데이트 

 콘텐츠 만들기 콘텐츠 작업 공간 만들기 및 

업데이트 

승인 프로세스 작업 흐름 승인 프로세스 만들기 및 

업데이트 

 작업 공간에 사용자 추가 작업 공간에 사용자 추가 

보고서 필요한 경우 보고서 만들기 및 수정 

지원 

 Chatter 피드 설정(조직 

전체) 

 Chatter 피드 설정 만들기 및 

업데이트 

대시보드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 만들기 및 

업데이트 

 Chatter 그룹
1
 Chatter 그룹에 사용자 추가 

분석 스냅샷 필요한 경우 분석 스냅샷 만들기 및 

업데이트 

 검색 설정 검색 설정 만들기 및 업데이트 

맞춤 설정 보고서 유형 맞춤 설정 보고서 유형 만들기 및 

업데이트 

 아이디어 설정 아이디어 설정 만들기 및 업데이트 

인증 규칙 필요한 경우 인증 규칙 만들기 및 수정 

지원 

 답변 설정 답변 설정 만들기 및 업데이트 

수식 필드 필요한 경우 수식 필드 만들기 및 수정 

지원 

 모바일 

요약 수식 필드 필요한 경우 요약 수식 필드 만들기 및 

수정 지원 

 모바일 구성 모바일 구성 만들기 및 업데이트 

Translations 

Workbench 

번역 만들기 및 업데이트    

예측 계층 구조 예측 계층 구조 업데이트    

영역    

영역 계층 구조 영역 계층 구조 만들기 및 업데이트    

영역 규칙 영역 규칙 만들기 및 업데이트    

사용자 영역 할당
1
 사용자 영역 할당 만들기 및 업데이트    

Salesforce 의 초기 구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관리 또는 조작(디버깅, 병합, 정리), 조직/객체 간 복사, Flow, APPExchange 

설치/제거/맞춤 설정, VLOOKUP 및 맞춤 설정 코드는 관리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1
고객은 Salesforce 에서 지정한 CSV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맞춤 설정 코드는 제외됩니다. 

3
Force.com 페이지(Visualforce), JavaScript 또는 URL 을 통해 전달되는 매개 변수는 제외됩니다. 

4
템플릿(고객이 제공한 HTML 이메일 콘텐츠)의 만들기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