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ce.com에서 귀하와 고객을 연결하는 소셜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사용자와 
개발자용 도구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입증된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간단한지 또는 복잡한지에 따라, Force.com은 적합한 버전을 
제공하고 요구사항이 증가하면 원활하게 확장됩니다.

Force.com –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축

Light 엔터프라이즈
월별 비용 $10.00/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25.00/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기능
계정 및 연락처 읽기 전용 액세스 전체 읽기 및 쓰기 액세스

활동, 작업, 일정, 이벤트, 컨텐츠, 
문서, 아이디어 전체 읽기 및 쓰기 액세스 전체 읽기 및 쓰기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분석
• 데이터 버킷 설정

• 연결된 보고서

• 크로스 필터

√ √

프로필 √ √

권한 세트 √ √

Force.com 캔버스 – 모든 언어의 
응용 프로그램을 Salesforceu에서 
안전하게 실행 가능

√ √

SOAP 및 REST API √ √

대량 API X √

스트리밍 API X √

공유 모델 X √

용량 
사용자 정의 개체 최대 10/app 최대 10/app

사용자 정의 탭 최대 10/app 최대 10/app

데이터 저장소 20MB /제공 20MB /제공

파일 저장소 612MB /제공 612MB /제공

일당 API 통화 수* 200 /제공 200 /제공

지원
개발자 지원, 프리미어 성공 계획 계획 및 무제한 온라인 교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NO-SOFTWARE | 1-800-667-6389로 문의하십시오

모든 Salesforce 조직에는 최소 1개의 관리자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연속 24시간 운영

• Apex 및 Visualforce • 통합 컨텐츠 라이브러리 • Schema Builder

• AppExchange 액세스 • Outlook 통합 • Touch Platform

• Chatter • 페이지 레이아웃 편집기 • 신뢰성 및 안정성

• 드래그앤드롭 개발 • 관련 데이터베이스 • 사용자 관리

• Force.com IDE • 보고 및 대시보드 • 워크플로 및 승인

Force.com 제품 비교

Force.com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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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Force.com 성공을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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