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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포스(뉴욕, CRM)
(글로벌 CRM 서비스 업계 1 위)
기업개요
세일즈포스닷컴(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당사는 1999 년 3 월 8 일에 설립하였다. 매출 대부분이 고객
관계 관리(CRM)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 매출이다.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을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 관계 관리는 잠재 고객을 포함한
기존 고객과 기업 간의 모든 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는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애널리틱 클라우드, 앱 클라우드 등의 분야로 나뉜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중 글로벌 CRM 서비스 업계 1 위다. 고객 관계관리(CRM) 애플리케이션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관련 분야에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 위를 지키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4.9 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는 120 억달러로 알려져 있다. CRM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포츈
500 대 기업의 83%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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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8 억달러
1266.73

Share

9 억 100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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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기업의 영업력 즉 최대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CRM 이라는 업무도구 활용이
필수적이다. 영업팀에게 제대로된 업무도구를 제공해줘야 제대로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세일즈포스가 단순한 CRUD 에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유연성에 있다. 종종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이 CRM 에 사용되는 엔티티(entities)가 다양하다. 가령 대학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록 내용은 ‘대학’과 ‘학부’로 되어 있다. 따라서 CRM 이 비즈니스
고객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UI 를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없어 버튼을 추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는 매우
유연해 비즈니스 형태에 맞는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고, CRM 시장에서 세일즈포스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다. 세일즈포스는 데이터 유형과 제약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적용할 경우 ‘대학’과 ‘학부’ 등
개체를 만들고 서로 연결해 각각의 ‘리드’의 오브젝트에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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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구분
구독 및 지원
전문서비스

매출액
160 억 4300 만 달러
10 억 550 만 달러

매출액비중
93.8%
6.2%

지역별 매출액
구분
미국

115 억 6896 만 달러

매출액비중
67.7%

유럽

34 억 3000 만 달러

20.1%

아시아

16 억 1700 만 달러

9.5%

4 억 8204 만 달러

2.8%

아메리카

매출액

타사와의 협력과 인수
2019 년 초에는 애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iOS 용 세일즈포스 앱을 출시. 두 회사는 스위프트에 최적화한 세일즈포스 모바일
SDK(Salesforce Mobile SDK)를 활용해 세일즈포스 라이트닝 플랫폼(Salesforce Lightning Platform)을 클라우드 백엔드로 사용하는 iOS 를
개발하였다
지난 6 월에는 빅데이터 분석 업체 태블로(Tableau)를 무려 157 억 달러(약 18 조 6000 억원)에 인수하였다. 클라우드 기반 SaaS 산업의
성장 확대를 예고한다. 세일즈포스는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인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과 결합해 고객사들에 판매와 마케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망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은 매년 19%씩 증가해 2019 년에는 1790 억 달러, 2024 년에는 4180 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세일즈포스는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FY20 년 28%, FY 21 년 22~23%를 전망하고 있다.
당사는 국제 시장 진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전 세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 수백만명의 개발자가 세일즈포스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까지
세일즈포스가 330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매출도 800 억 달러(한화 약 92 조 6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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