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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대다수의새기능은초기구매에포함되어있다는걸아십니까? 릴리스의최신기술을탐색하여 Salesforce ROI를최

대화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릴리스노트사용방법

릴리스노트에서고급기능및새로운기능에대한간략하고높은수준의설명을확인할수있습니다. 설정정보,

시작에도움이되는팁및지속적인성공을보장하는모범사례도포함되어있습니다.

릴리스에대한준비

릴리스를준비하려면릴리스노트를읽는것이가장좋습니다. 다음과같은자원은귀하와귀하의조직및사용

자가향후예정된변경사항을준비하도록지원합니다. 자원이준비되면릴리스전반에걸쳐자원이추가되니

자주확인하십시오.

기능을사용할수있는방법및시기

Spring '21의일부기능은릴리스가적용되는즉시모든사용자에게영향을미칩니다. 사용자에게변경사항이적

용되기전에정보를알려준비할수있는시간을확보하십시오. 기타기능의경우관리자가직접작업을한이후

에만사용자가새로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지원되는브라우저

지원되는브라우저문서를일부변경하여필요한내용을더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Salesforce에대해지원되는

브라우저는 Salesforce Classic 또는 Lightning Experience를사용하는지에따라다릅니다.

Salesforce 전체

사회적포괄성을반영하여제품전반에걸쳐언어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통합된사용자환경을위해 Salesforce

릴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으며, 최근조회항목에사용자정의가능한작업이있습니다. 앱내지

침에이미지를추가하고나중에볼수있도록지침을다시알릴수있습니다. 또한플로에서새설문조사작업을

사용하고초대규칙으로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삼을수있으며, 새 Lightning Scheduler 평가판조직을

통해구현을빠르게사용하고약속슬롯에대한기본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Government Cloud 및 Salesforce

모바일앱에대한자연어검색을통해일상어를사용하여검색할수도있습니다.

Work.com

비즈니스, 직원, 시설을준비시킵니다. Work.com의앱및서비스를사용하여현재코로나19 위기와같은주요이

벤트에대응합니다.

서비스

더스마트한 Service Cloud를기대하세요. 새로운성과표에있는 Einstein 기사권장사항모델을사용하고 Einstein

Bots의표준및사용자정의개체에서데이터를제공하십시오. Field Service는모바일작업자도착시지점간예측

라우팅, 교대근무와일치하는약속, 알림을사용해일정경험을간소화합니다. Service Setup Assistant, Service Cloud

음성, Knowledge의설정고급기능및새로운생산성도구를사용해고객에게좀더많은시간을집중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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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Salesforce Meetings는세일즈팀이회의를준비하고참석자를참여시키는데도움이됩니다. High Velocity Sales 사용

자는비디오통화를포함한 Einstein 대화인사이트를사용하고세일즈케이던스의결과인기회와매출을추적하

거나데이터손실없이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중지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여이동하면서

예측을조정하십시오. 일시적으로이메일이전달되지않는상황을추적하고이메일템플릿을테스트및공유할

수도있습니다.

매출

Salesforce CPQ 고급기능은원활한수정및갱신서비스업그레이드, 기본계약수정, 올바른가격규칙구성을위

한변경이포함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Billing을사용하여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할때인보이스라인이

생성되는방법을구성하고금융정보를고객회계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매핑합니다. 수명

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를강조표시할수도있습니다. 독립형주문활성화및제품생성논리가향상되었으

며, Advanced Approvals 사용자는 Salesforce에로그인하지않아도승인을관리할수있습니다.

산업

수많은신규특화솔루션이기다리고있습니다. 충성도관리를통해맞춤형고객인정, 보상, 유지프로그램을실

행할수있으며, 배치관리를사용하여수백만개의레코드를처리하고추적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에서다

중비즈니스규칙을정의하여제품을평가하고할인을계산할수도있습니다. 새데이터처리엔진은조직에서

데이터를추출및변환하고변환된데이터로레코드를생성합니다. 또한 Manufacturing Cloud에서쉽게판매협약

및계정예측을관리할수있으며, 환급관리는용량, 매출, 성장률기반환급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Health Cloud

는제공자의관리편의를위한새로운 API와전자의료기록에대한새로운 FHIR 지정지원을제공하며, Financial

Services Cloud는지점성과를추적하고이동하면서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사건을수집하는데도움이

됩니다. Consumer Goods Cloud는매장방문및배달을효율적으로만들고, 공공부문솔루션은캘린더지원을추가

하고신청승인과정에서투명성을높여줍니다. 긴급대응관리는업데이트된플로를추가하여긴급대응경험

을향상합니다.

분석

향상된 Lightning Experience 보고서빌더로중요비즈니스결정을빠르게내리고,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로대시

보드구축및관리시간을절약하고, 재설계된 Einstein Discovery 인터페이스로인사이트를즉시찾습니다.

Salesforce Einstein

Einstein 권장사항빌더가정식출시되었으며구축시데이터를확인합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에는데이터

를최대한활용하고권장사항을개선하는데도움이되는성과표가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의스토리인터페

이스를사용하여보다쉽게인사이트를탐색합니다.

상거래

옴니채널재고서비스는 B2C Commerce와 Salesforce 주문관리의실시간재고가용성을해결합니다. B2B Commerce

는 Commerce 데이터를사용하는작업과제품관리, 체크아웃및통합구성을간편하게수행할수있는고급기능

을제공합니다.

Experience Cloud

Spring '21부터 Community Cloud가 Experience Cloud라는이름으로새롭게바뀝니다. 새로운시작의일환으로사이트

구축에사용하는도구를업데이트하고몇가지용어및문서를변경했습니다. 이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

정식으로사용할수있으며 Salesforce CMS 콘텐츠가지원됩니다. 또한여러 Lightning 구성요소에대한개선사항

을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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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CMS

Salesforce CMS 콘텐츠를사용하면훨씬더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된콘텐츠

를배포하고,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용새 Build Your Own(LWR) 템플릿에추가하고다른조직및작업영역으로

내보냅니다.

모바일

iOS용모바일홈및모바일에서자연어검색과같은새로운기능을사용하여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더많은작

업을수행합니다. 이제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는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이며 iPad에서지원됩니다.

Salesforce Sustainability Cloud

데이터갭채우기로탄소이력레코드데이터관련문제를해결합니다. 개별잠금제어를사용해에너지사용레

코드를개별적으로잠그거나잠금해제하십시오.

사용자정의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이전레코드값에액세스하고자동화시간및서비스점검비용을줄입니다. Einstein

권장사항빌더및 Einstein 예측빌더에대한개선사항을사용하여확실하고쉽게권장사항및예측을작성합니

다. Lightning 앱빌더에서보다유연하고성능이우수한 Lightning 페이지를구성합니다.

보안및 ID

OAuth 2.0 업데이트를사용해웹세션관리를간소화합니다. 내도메인을보다쉽게관리하고고급도메인과함께

Salesforce URL을표준화합니다. 새데이터집합은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서 Salesforce 전반의사용량을분석

하는데도움을주며, 보안센터는보안데이터를볼수있는보다직접적인방법을제공합니다.

Customer 360 Truth

Customer 360 Truth의새로운기능에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오. 사용자에게개인설정된상호작업을실현할수

있는더많은 ID 확인옵션과데이터단일화를제공합니다. 하나의앱을사용하여정책을만들고다중 Salesforce

조직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배포

Ant 마이그레이션도구 51.0을사용하려면 Java 버전 11 이상을설치하십시오.

개발

Lightning 구성요소, Visualforce, Apex 또는 API를즐겨사용하는프로그래밍언어와함께사용하는등모든상황에

서고급기능을사용하면다른조직에재판매할수있는놀라운응용프로그램, 통합및패키지를개발할수있습

니다.

Salesforce Anywhere

이제 Customer 360용 Quip에서즐겨사용하는모든기능을포함하는확장된 Salesforce Anywhere를소개합니다.

Salesforce Anywhere 베타기능의최신업데이트에대해알아봅니다.

Pardot

Pardot을신속하게설정하고자사추적으로참여데이터스트림을유지하거나이메일, 개인설정, 배달, 보고에서

향상된기능을활용합니다. 복제작업도개선되어손쉽게캠페인과관련된이메일콘텐츠나새자산유형을복

사할수있습니다.

마케팅

Marketing Cloud는일대일고객여정으로고객을만족하게만드는프리미엄플랫폼으로, 고객단일보기를구축하

여모든소스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합니다. 비즈니스목표를기반으로고유한고객여정을계획하고최적

화하십시오. 적시에모든채널및장치전반에서개인맞춤콘텐츠를배포하고, 실시간으로접근방식을최적화

하고더나은결과를전달할수있도록비즈니스의각상호작용에미치는영향을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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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업데이트

Salesforce는 Salesforce의성능, 논리, 보안및유용성을향상하는업데이트를정기적으로릴리스하지만기존사용

자정의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 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노드에서 Spring '21 업데이트를찾을수있습니다.

myTrailhead

myTrailhead의제품목록에회사의제품이름을추가하고사용자가찾고있는콘텐츠를파악할수있도록돕습니

다.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여 Salesforce 앱에머무르면서 myTrailhead 모듈을완료하십시오.

기타 Salesforce 제품및서비스

콘텐츠최신소식

Trailhead 모듈, 지침비디오, 새로운리소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를추가했습니다.

법률문서

Salesforce 법률문서에계절별업데이트를적용했습니다.

릴리스노트사용방법

릴리스노트에서고급기능및새로운기능에대한간략하고높은수준의설명을확인할수있습니다. 설정정보, 시

작에도움이되는팁및지속적인성공을보장하는모범사례도포함되어있습니다.

• PDF 및 HTML 버전을제공합니다.

• HTML 버전의경우브라우저의설정에따라표시언어가결정됩니다. 언어를변경하려면하단으로내려가언어

변경을클릭하고언어를선택합니다.

• 릴리스노트는새로운기능및수정된기능에대한세부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알려준문제에대한정보는

Salesforce 알려진문제사이트를참조하십시오.

주: 새로운릴리스를사용할수있게되기전까지릴리스노트에서 Salesforce 도움말, 구현가이드, 개발자가이

드및기타문서의링크가작동하지않습니다. 또한경우에따라링크가이전릴리스의자료를가리키기도합

니다.

일부문서에릴리스몇주전에사용할수있는미리보기버전이포함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Developer의미리

보기버전에액세스하려면문서버전드롭다운목록에서미리보기를선택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필터를사용하여가장중요한뉴스에초점맞추기

필터는페이지왼쪽에서릴리스노트의목록을줄여줍니다.

Salesforce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이해

모두가 Lightning Experience와모든기능에관심을보였습니다. 그러나당사는많은조직들이 Salesforce Classic을단

독으로사용하거나진화에따라 Lightning Experience도함께사용해야한다는사실도이해합니다.

사용자의견반영

사용자들이원하는기능이 IdeaExchange에도입되었습니다.

릴리스노트변경사항

가장최근에변경된사항부터시작해서릴리스노트에대한변경사항을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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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견존중

기록과문서가기업의성공에얼마나중요한지잘알고있으며, 적절하거나적절하지않은사항들을파악하려

고합니다.

필터를사용하여가장중요한뉴스에초점맞추기

필터는페이지왼쪽에서릴리스노트의목록을줄여줍니다.

페이지왼쪽의검색필드옆에있는필터아이콘( )을클릭하면필터가표시됩니다.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모바일앱및 Salesforce Classic

에서사용할수있는기능을확인하십시오.

익스피리언스

하나이상의버전을선택하여릴리스정보를필터링하

여해당버전에서사용할수있는최신고급기능만표시

합니다.

버전

일부기능은활성화또는구성과정을거쳐야만사용자

가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예를들어관리자로서릴리

기능영향

스노트를필터링하여해당기능에초점을맞추거나해

당기능을숨기십시오.

조직에서사용하는제품의릴리스노트만표시합니다.

조직에서세일즈하지만지원하지않는경우에는세일즈

제품영역

관련뉴스만표시되도록릴리스노트를필터링하십시

오.

필터를확장하여사용가능한모든옵션을표시합니다. 필터당하나이상의옵션을선택한다음적용을클릭하여

필터에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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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이해

모두가 Lightning Experience와모든기능에관심을보였습니다. 그러나당사는많은조직들이 Salesforce Classic을단독

으로사용하거나진화에따라 Lightning Experience도함께사용해야한다는사실도이해합니다.

지금과같은전환의시기에성공하기위해서는 Salesforce 환경의무엇을얼마나사용할수있는지이해하는것이매

우중요합니다. 적절한안내를제공하기위해전체클라우드또는클라우드내개별기능에대한가장높은수준의

릴리스노트에환경정보를추가했습니다. 몇가지예제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새로운 Service Cloud 기능은두가지데스크톱환경모두에서사용가능하므로릴리스노트의적용사례섹션에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문구가명시되어있습니다.

• 새로운 Sales Cloud 기능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가능하므로릴리스노트의적용사례섹션에 "이번변경

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에만적용됩니다." 문구가명시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키기능도사용할수있는경우릴리스노트의적용조건섹션에이러한정보가언급되어있

습니다. 새로운기능전체목록은모바일섹션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사용자의견반영

사용자들이원하는기능이 IdeaExchange에도입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실현IdeaExchange

Salesforce 전체

앱내지침에이미지추가앱내지침에그림추가

세일즈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

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Google Hangout 또는 Zoom 링크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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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실현IdeaExchange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페이지 644캠페인을계정에직접연결

Salesforce 자동화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사용이메일알림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사용

패키지및변경집합으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배포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변경집합에추가하고 Sandbox

에서배포하는기능

서비스

즐겨찾기에최신버전기사표시Lightning Knowledge - 즐겨찾기는항상최신기사버전을

가져와야합니다

분석

내장형대시보드의알림및구독활성화내장형대시보드의알림및구독

탐색기에서최대 6개의필드로데이터그룹화비교테이블에네개이상의그룹화허용

필터 URL 매개변수로대시보드결과저장URL로대시보드필터를전달하는기능

다중필드선택항목으로보고서생성간소화Lightning 보고서빌더가매우느리고버그가많음

사용자정의

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에더많은문자사용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제한을 255자에서 510자로증

가

보안및 ID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테스트(정식출시)Sandbox 사이트용사용자정의도메인

릴리스노트변경사항

가장최근에변경된사항부터시작해서릴리스노트에대한변경사항을읽으십시오.

2021년 2월 22일월요일

비외부하이퍼링크에대해보다예측가능한대상동작가져오기

하이퍼링크대상동작변경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5일월요일

리드/연락처 ID 레이블이변경되었음

필드레이블변경을설명하기위해새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 UI 변경

이변경사항이조직에표시될수있는경우를설명했습니다.

iOS용 Tableau CRM 최신버전다운로드

iOS용 Tableau CRM 버전 12.0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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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정및갱신을위한권한집합요구사항이추가되었음

사용자가계약을수정하거나갱신하기위해필요한권한을지정했습니다.

신규및변경된개체

Commerce 섹션의 AsyncOperationLog 개체에대한정보를추가했습니다.

기타 Einstein Bots의개선사항

Chat 및 Messaging 채널에서전송동작을설명하는새릴리스노트.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보고서실행

보고서에대한향후지원과관련하여새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AppExchange 결제정보를빠르게업데이트

보안검토탭에결제업데이트버튼을추가했습니다.

신규및변경된개체

직원개체의새직원사진 URL 필드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테스트(정식출시)

현재이기능사용대상에서제외된조직을설명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월요일

Consumer Goods Cloud의새로운개체

RetailVisitKPI 개체의새필드이름이 SourceRecord에서 ContextId로변경되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요구사항변경

지원되는장치목록에서 iPhone 6를제거했습니다.

신규및변경된표준플랫폼이벤트

모바일용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개체에서제거되는 Username 필드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Bot 언어를업데이트하여세계화

베타지원언어에서덴마크어, 한국어, 스웨덴어를제거했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의보안정적자원활성화(업데이트, 연기)

이릴리스업데이트의적용시기는 Summer ’21에서 Winter '22로연기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개체

AIApplication, AIApplicationConfig, MLField, MLPredictionDefinition 개체에대한정보를추가했습니다.

대화보안유지: Bot HIPAA 및 SOC2 준수

Bot HIPAA 및 SOC2 준수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리소스

직원프로필리소스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in Apex 클래스

직원프로필클래스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Consumer Goods Cloud의다른변경사항

Consumer Goods 개체액세스관리및관련참조링크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셀프서비스권한집합에대한변경사항

게스트사용자가 Field Service 셀프서비스권한집합에서제거될수있는게스트사용자의개체권한제거에대한

릴리스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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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최근조회목록

“사용자정의가능한작업으로최근조회항목강화” 기능이 Spring ’21 릴리스부터임시로제거되었으므로해당

릴리스노트를제거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의새로운기능

iOS용 Salesforce 모바일앱의버전 230.000 릴리스날짜를업데이트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iOS용 Salesforce 앱릴리

스 230.000이지연됨을참조하십시오.

2021년 2월 1일월요일

콘텐츠최신소식

최신콘텐츠소식에대한정보를추가했습니다.

고객에게서비스작업권한제공

권한별작업주문및남은작업주문필드를권한에추가하는방법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릴리스업데이트의적용시기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리소스

대화대량업로드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고급서비스점검반복을통한사전계획

기능을사용할수있는시기, 설정요구사항에대한설명, 추가예제, 예제설명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에대해 SOAP API에서이름(성없이)과성(姓) 필드숨기기

SOAP API에서이름(성없이)과성(姓) 필드를숨기는새로운설정에대한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데이터처리엔진

Sonic의이름이 DataPipeline으로변경되었습니다.

표준볼륨플랫폼이벤트가이제비동기식으로게시됨

표준볼륨플랫폼이벤트의게시동작변경에대한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 UI 변경

수식필드편집메시지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Einstein 콜코칭이이제 Einstein 대화인사이트가되었음

Einstein 콜코칭의이름변경에대한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상거래: Salesforce 주문관리

“수동처리주문만들기” 기능이 Spring ’21 릴리스부터제거되었으므로해당릴리스노트를제거했습니다.

이메일알림에대한기본발신전용주소사용자정의페이지 146

간단한설명에세부사항을설명하고사용가능한 Edition에 Aloha를추가했습니다.

더나은상호운용성을위한 FHIR R4 지원

패키지형 EHR 데이터모델로미래고객을지원하는것에대한정보를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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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0일토요일

제공자 API 만들기페이지 258

변경범위를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 25일월요일

메타데이터 API

FieldService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의새필드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EventLogFile의 Lightning 구성요소요청에관한정보가져오기

새 Aura 요청이벤트유형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개체

FieldServiceMobileSettings 개체의새 IsTimeZoneEnabled 필드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Apple의개인정보보호정책변경사항에대한준비

교차사이트추적허용설정은 iOS 14+를사용중인장치에서만사용할수있음을설명했습니다.

Consumer Goods Cloud

참조링크가추가되었습니다.

추가개체에대한변경이벤트알림수신

충성도관리의새이벤트변경개체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충성도관리

충성도콘솔이충성도관리로변경되었습니다.

선택적고객속성필드의유연성사용

보험증권자산개체의고객속성필드가이제선택항목이라는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 API

새메타데이터유형 AIApplication, AIApplicationConfig, MLDataDefinition, MLPredictionDefinition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

습니다.

회의요약으로생산적대화준비

모든인스턴스가 Spring ‘21 릴리스로업그레이드된직후에이기능을사용할수있음을설명했습니다. Sandbox에

서가용성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Meeting Studio로가상이벤트강화

모든인스턴스가 Spring ‘21 릴리스로업그레이드된직후에이기능을사용할수있음을설명했습니다. Sandbox에

서가용성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주문만들기를위한새로운권한

주문만들기를위해필요한새로운권한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최신전화통신통합 API로업데이트

Service Cloud 음성 REST API 변경및기존 API 비활성화시기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월요일

신규 Connect in Apex 입력클래스

allOrNothingTransferId 속성에관한정보가 OCITransfer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클래

스에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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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요청본문

allOrNothingTransferId 속성에관한정보가 OCI 예약전달입력요청본문에추가되었습니다.

Pardot 개체동기화(베타)에서사용자정의필드동기화

잠재고객및활동데이터집합의필드수준변경사항을요약하는테이블이추가되었습니다.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적용조건문구를명료하게수정했습니다.

각수명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이해

필드를사용할수있는조건에관한정보가수정되었습니다. Salesforce Billing을사용하는 Lightning Experience에서

만사용할수있습니다.

기본값으로 Lightning 앱보기

이기능은아직준비되지않았습니다. 사용할수있을때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일상어를사용하여레코드찾기(베타)

이기능은아직준비되지않았습니다. 사용할수있을때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자연어검색을사용한레코드필터링(베타)

이기능은아직준비되지않았습니다. 사용할수있을때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일즈및환급과관련된파트너공동작업향상

Manufacturing Experience Cloud 사이트홈페이지의스크린샷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장전잠재적중복포착

중복규칙및일치규칙설정에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레코드값변수또는검색관계필드의 null 값확인(업데이트, 연기)

이릴리스업데이트의적용시기는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제품캠페인관리

제품서비스캠페인에서제품서비스캠페인항목관련목록설정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템플릿디버그

Tableau CRM 템플릿에대한디버그로그사용에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더나은상호운용성을위한 FHIR R4 지원

새데이터모델에서언급된개체의수를명확히하여새개체의수를명시했습니다.

Email-to-Case 업데이트적용이 Winter '22 릴리스로연장됨

이릴리스업데이트의적용시기는 Winter '22로연기되었습니다.

학습센터의변경사항

Tableau CRM 학습센터의시각적변경사항에대한설명이추가되었습니다.

고급도메인으로 Salesforce URL 표준화

이기능은 Spring '21 릴리스부터순차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2021년 3월 31일까지모든고객이사용할수있습

니다.

금융거래에새 ERP-매핑필드사용

금융잔고스냅샷에대한새청구필드의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Financial Services Cloud 개체필드

InsurancePolicy 개체에서필드이름을 TotalInsuredAmount에서 TotalSumInsured로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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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화요일

충성도관리

충성도관리에대한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월요일

사용자의견반영

직접전달한아이디어가추가되었습니다.

더많은개체에대한검색결과가져오기

Manufacturing Cloud에대해새롭게검색가능한개체가추가되었습니다.

iOS용 Tableau CRM에서테이블의활용도향상

iOS용 Tableau CRM에서더효율적인비교테이블에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Evergreen 사용기반가입에대한자동사용요약

Evergreen 사용기반가입에대한사용량요약을만드는 Salesforce Billing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더나은상호운용성을위한 FHIR R4 지원

신규및향후고객에대한지원정보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패키지형 EHR 개체의목록에링크가추가되었습니다.

신규고객의설정페이지가용성에대한정보가제거되었습니다.

제거: 안전하고쉬운이메일주소변경및암호재설정

이변경사항은 Spring ’21 릴리스부터제거되었으므로이릴리스노트가제거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개체

FlowInterview 개체의새 InterviewStatus 필드에대한릴리스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4일월요일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의언어지원에대한노트가추가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 API

InventorySettings 유형의설명이추가되었습니다.

기존채널을통한메시지전송중단

이변경이적용되는조건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 UI 변경

레코드편집시권한오류와관련된 UI 변경에관한문단이제거되었습니다. 대신이변경사항은알려진문제목

록에나열되어있습니다.

ConnectApi(Connect in Apex): 신규및변경된클래스및열거형

새주문관리및옴니채널재고 ConnectApi 클래스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Connect REST API

새주문관리및옴니채널재고 Connect REST API 리소스에대한정보가추가되었습니다.

변경집합에대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

새롭게사용가능한변경집한구성요소, 플랫폼이벤트구독자구성이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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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구성요소의기타변경사항

이유섹션의첫번째항목에대한설명에서 “하드코딩된레이블”이 “정적레이블”로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게시된미리보기릴리스노트.

사용자의견존중

기록과문서가기업의성공에얼마나중요한지잘알고있으며, 적절하거나적절하지않은사항들을파악하려고합

니다.

• Trailblazer Community - 릴리스준비 Trailblazer 그룹에사용자의견을게시하십시오. 사용자의견을추적하고조

치를취할수있게 #Winter20Feedback과같이릴리스버전을표시하는해시태그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 사용자의견양식 - Salesforce 도움말문서, 릴리스노트또는개발자가이드관련작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사용

자의견버튼을찾아긍정또는부정적인의견을남겨주십시오. 가지고있는경우에는코멘트를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Twitter - Twitter에서 @salesforcedocs를팔로우하면새문서를게시하거나기존문서에중요업데이트를적용할경

우공지가전송됩니다. @salesforcedocs에서팔로우하십시오.

릴리스에대한준비

릴리스를준비하려면릴리스노트를읽는것이가장좋습니다. 다음과같은자원은귀하와귀하의조직및사용자

가향후예정된변경사항을준비하도록지원합니다. 자원이준비되면릴리스전반에걸쳐자원이추가되니자주

확인하십시오.

이릴리스의새로운기능
• 릴리스개요데크(ROD). 사용자를위한내부교육을만들고설정화면을검토하거나기능사용방법을배웁니다.

• 릴리스매트릭스. 사용자에게즉시영향을미치는기능을신속하게확인합니다.

• Spring '21 사전릴리스가입. 사전릴리스조직으로등록하여새로운기능에조기에액세스합니다.

• 릴리스준비라이브. 새로운기능에등록하고최대한활용합니다.

• 릴리스데모. 이번릴리스에예정된사항을간략하게살펴보는빠른비디오개요를확보합니다.

• Spring '21 릴리스웹사이트. 새로운기능을확인합니다.

• Spring '21 릴리스강조표시모듈. Spring '21 Trailhead 배지를획득합니다.

• 릴리스상자. 이키트를사용하여조직및사용자를새릴리스에맞게준비시키고시연합니다.

릴리스준비 Essentials
• 릴리스준비 Trailblazer. 릴리스를준비하는데필요한모든사항에대한자원과전문가의의견에액세스합니다.

• 릴리스중대사건. 릴리스의주요날짜를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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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상태서비스점검. Sandbox와기타릴리스날짜및시간을확인합니다. 인스턴스및해당하는인스턴스를클

릭하여서비스점검날짜를확인하십시오.

• Sandbox 새로고침계산기. 기존 Sandbox 조직을새로고쳐야하는경우와시기를계획하십시오.

• Sandbox 미리보기비디오. Sandbox 미리보기프로세스를탬색하는방법을알아보십시오.

• Sandbox 미리보기지침. Sandbox의새기능에조기에액세스합니다.

• 고객성공이벤트캘린더. 릴리스개요웹세미나에등록하고녹음/녹화기록에액세스합니다.

• 인증릴리스서비스점검일정. Trailhead 인증을업데이트상태로유지하십시오.

• Salesforce 릴리스준비. Trailhead를사용하여릴리스전략을만듭니다.

• 릴리스이메일여정. 이메일을받아보며릴리스를준비하십시오.

기능을사용할수있는방법및시기

Spring '21의일부기능은릴리스가적용되는즉시모든사용자에게영향을미칩니다. 사용자에게변경사항이적용

되기전에정보를알려준비할수있는시간을확보하십시오. 기타기능의경우관리자가직접작업을한이후에만

사용자가새로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지원되는브라우저

지원되는브라우저문서를일부변경하여필요한내용을더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Salesforce에대해지원되는브

라우저는 Salesforce Classic 또는 Lightning Experience를사용하는지에따라다릅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Lightning Experience의 Internet

Explorer 11 지원종료

Lightning Experience의지원되는브라

우저및장치

Salesforce Classic의지원되는브라우

저및장치

Tableau CRM에지원되는브라우저

Salesforce 전체

사회적포괄성을반영하여제품전반에걸쳐언어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통합된사용자환경을위해 Salesforce 릴

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으며, 최근조회항목에사용자정의가능한작업이있습니다. 앱내지침에

이미지를추가하고나중에볼수있도록지침을다시알릴수있습니다. 또한플로에서새설문조사작업을사용하

고초대규칙으로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삼을수있으며, 새 Lightning Scheduler 평가판조직을통해구현

을빠르게사용하고약속슬롯에대한기본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Government Cloud 및 Salesforce 모바일앱에

대한자연어검색을통해일상어를사용하여검색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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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일반고급기능

기존언어를대체하는사회포괄적용

어

Salesforce 도움말에서릴리스노트를

통해새기능과더나은사용자환경

즐기기

Chrome의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

용자보호

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업그레이드

레코드소유자변경시포털사용자

빠르게찾기

저장전잠재적중복포착

Lightning 웹구성요소 UI 변경

탭중심대화계속사용(이전에릴리

스된업데이트)

사용자참여

앱내지침에이미지추가

나중에다시볼수있도록앱내지침

다시알림

선택폭이넓어진부동프롬프트위치

신규, 편집또는복제페이지이상의

연습단계추가

공유가능한 URL로활성앱내지침액

세스

고정프롬프트에서더많은서식있는

텍스트편집작업수행

부동프롬프트이동

Salesforce 앱내콘텐츠에대해알아

보기

앱내 Trailhead 학습경험(베타) 적용

Salesforce 설정중맞춤형안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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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lesforce 설문조사

플로에정의된새작업으로설문조사

등예약

규칙을사용하여특정설문조사참가

자를대상으로지정

고객수명주기맵의규칙을사용하여

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지

정

별칭을사용해설문조사보내기

웹페이지에설문조사내장

참가자의짧은텍스트응답유효성검

사

참가자에게설문조사완료상태표시

참여채널성과모니터링및고객경

험향상

Lightning Scheduler

시간슬롯의시간대사전설정

약속검토페이지의시간대설정

다양한시간대에서약속예약

리소스 ID별서비스리소스필터링

기존페이지에변경사항적용

Lightning Scheduler 플로포함

API를통한약속수정

API 업데이트를통한빠른약속예약

기타고급기능

검색

더많은개체에대한검색결과가져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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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더스마트한 Service Cloud를기대하세요. 새로운성과표에있는 Einstein 기사권장사항모델을사용하고 Einstein Bots

의표준및사용자정의개체에서데이터를제공하십시오. Field Service는모바일작업자도착시지점간예측라우팅,

교대근무와일치하는약속, 알림을사용해일정경험을간소화합니다. Service Setup Assistant, Service Cloud 음성, Knowledge

의설정고급기능및새로운생산성도구를사용해고객에게좀더많은시간을집중할수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ervice용 Einstein

Einstein Bots

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를사

용하여고객신뢰구축

입력추천및의도집합용입력추천

을다중언어로지원하여의도모델

확장(베타)

기사답변을사용하여빠르게답변

찾기(파일럿)

포함된의도데이터를사용하여템플

릿 Bot 강화(베타)

개체검색을사용하여레코드에서정

보전달(베타)

대화상자복제를통해 Bot을빠르게

구성

Bot 교육에서의도집합으로발화승

격

더적은발화로의도모델구축

Bot 언어를업데이트하여세계화

새메트릭을사용하는 Bot에대해자

세히알아보기

Einstein Bots의 Shield Platform Encryption

을통한보안강화

Bot 옵션메뉴동작이변경됨

대화보안유지: Bot HIPAA 및 SOC2 준

수

기타 Einstein Bots의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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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Einstein 기사권장사항

모델성과표의인사이트를사용하여

정확성향상

7개언어로 Einstein 기사권장사항제

공(정식출시)

Einstein 회신권장사항

채팅에이전트가 16개언어중하나로

응답가능(파일럿)

적은수의기록으로시작하여회신

늘리기

Einstein 음성통화마무리

Einstein 음성마무리를통해간편하게

통화완료(파일럿)

Field Service

사전정의된교대근무패턴을통해

신속하게교대근무만들기

기준을충족하는약속에교대근무지

정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교대근무

관리추가

제품캠페인관리

고객에게서비스작업권한제공

고객의자산을제공하거나서비스하

는사람확인

소비제품에대한추가가격세부사

항확인

고급서비스점검반복을통한사전

계획

서비스점검계획에대한추가세부

사항기록

계약행항목에대한추가세부사항

확인

18

기능을사용할수있는방법및시기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ProductConsumed 및 ProductRequired

를위해 PK 청크지원추가

셀프서비스권한집합에대한변경

사항

Field Service Scheduling

기준을충족하는교대근무중약속

예약

지점간예측라우팅을사용하여더

스마트한이동시간예상

향상된최적화인사이트를사용하여

결과보기(정식출시)

Field Service 모바일앱

Briefcase Builder(베타)

작업자도착시고객에게알림

이동중에서비스약속상태업데이

트

Service Setup Assistant

채널

음성

상담센터를빠르게설정하고실행

대기열에있는콜백을사용하여고객

시간을절약하고불만감소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

통합

통화녹음을공동작업하여고객서

비스향상

에이전트에게대화후작업시간제

공(파일럿)

음성응대및증가된음성플랫폼제

한으로상담센터역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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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상담센터에업데이트를사용할수

있는시기확인

키쌍만료시기확인

새로운 Service Cloud 음성설명서소개

최신전화통신통합 API로업데이트

음성에서람다함수를준비하고더

많은언어로실시간기록을확보

Messaging

더많은메타데이터로 Messaging 템플

릿강화

기존채널을통한메시지전송중단

IsOptedOut 사용중지

Knowledge

Service 설정도우미를사용하여

Knowledge 구성

즐겨찾기에최신버전기사표시

이메일에기사삽입시첨부파일보

존

Lightning Knowledge에서이미지에

대체텍스트추가

라우팅

에이전트가대화관련작업을완료할

여분의시간(파일럿)

사례관리

이메일알림에대한기본발신전용

주소사용자정의

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의프로필필

터링을사용해엿보는눈으로부터프

로필을안전하게유지

권리를통합하여조직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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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매크로빌더에서탭전환으로워크플

로향상

Email-to-Case 업데이트적용이 Winter

'22 릴리스로연장됨

Salesforce Experience 사용자가볼수

없는 BCC

기타변경사항

CTI에서해커로부터사용자프로필

정보보호

세일즈

Salesforce Meetings는세일즈팀이회의를준비하고참석자를참여시키는데도움이됩니다. High Velocity Sales 사용자

는비디오통화를포함한 Einstein 대화인사이트를사용하고세일즈케이던스의결과인기회와매출을추적하거나

데이터손실없이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중지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여이동하면서예측을

조정하십시오. 일시적으로이메일이전달되지않는상황을추적하고이메일템플릿을테스트및공유할수도있습

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lesforce Meetings

회의요약으로생산적대화준비

Meeting Studio로가상이벤트강화

High Velocity Sales

Einstein 대화인사이트

Einstein 콜코칭이이제 Einstein 대화인

사이트가되었음

비디오통화를포함한대화인사이트

사용

통화컬렉션생성및공유

Einstein 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에서

비디오통화데이터에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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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하여기회진

전및대상참여추적

데이터손실없이세일즈케이던스사

용중지

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변경할수있

는사용자지정

세일즈케이던스성과에대한추가세

부사항확보

Sales Cloud Einstein

적은데이터로 Einstein 기회점수매

기기활성화

Einstein 리드점수매기기에제외된

필드대신포함된필드저장

핵심세일즈기능

공동작업예측

이동중예측조정

기회

기회제품으로더많은작업수행

리드

API를사용하여리드를개인계정및

비즈니스계정으로동시변환

캠페인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리드/연락처 ID 레이블이변경되었음

주문

2GP 및잠금해제패키지의주문저장

동작구성

핵심세일즈기능의기타변경사항

원본영역관리만료예정

생산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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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이메일환경

소프트바운스이메일처리로이메일

전송

설정감사내역에서더많은변경사

항모니터링

스레드이메일로나중에보내기사용

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

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메일템플릿

패키지및변경집합으로 Lightning 이

메일템플릿배포

Salesforce 자동화에서 Lightning 이메일

템플릿사용

이메일템플릿빌더에서복제구성

요소로시간절약

이메일관리최적화

Einstein 활동수집

Einstein 활동수집구성에프로필추가

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를위한필

드매핑사용자정의

내부이벤트동기화

Salesforce Inbox

Salesforce Inbox 모바일

캘린더

API에서공유, 공개, 리소스, 사용자목

록캘린더만들기

Dialer

Lightning Dialer = Sales Dialer

Google과통합

Gmail™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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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2021년 3월 31일, Gmail용기존 Inbox

Chrome 확장자버전사용중지예정

Gmail 통합에서향상된사람일치를

사용한간편한기록실현

Gmail 통합에서이벤트기록시존중

되는프로필이벤트유형선택목록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

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전송된이

메일을더욱정확하게보기

Google용 Lightning Sync

Google 응용프로그램동기화에대한

최신소식자세히살펴보기

Microsoft®와통합

Outlook® 통합

기존버전의 Outlook 및 Windows에서

Outlook 통합지원종료

2021년 3월 31일, 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가능사용중지예정

Exchange Online Inbox 사용자에대한

인증변경사항

Outlook 통합에서향상된사람일치를

사용한간편한기록실현

Outlook 통합에서이벤트기록시존중

되는프로필이벤트유형선택목록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

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전송된이

메일을더욱정확하게보기

Microsoft® Exchange®용 Lightning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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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Microsoft 응용프로그램동기화에대

한최신소식자세히살펴보기

일부 Microsoft Office 365 고객에게필요

한설정변경사항

Salesforce for Outlook

2021년 6월~2023년동안사용중지되

는 Salesforce for Outlook

서비스가중단되는경우액세스복원

버전별 Salesforce for Outlook 릴리스노

트찾기

매출

Salesforce CPQ 고급기능은원활한수정및갱신서비스업그레이드, 기본계약수정, 올바른가격규칙구성을위한

변경이포함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Billing을사용하여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할때인보이스라인이생성되

는방법을구성하고금융정보를고객회계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매핑합니다. 수명주기관리

자산의장기가치를강조표시할수도있습니다. 독립형주문활성화및제품생성논리가향상되었으며, Advanced

Approvals 사용자는 Salesforce에로그인하지않아도승인을관리할수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원활한

전환

계약을수정하는동안계속작업

가격규칙페이지레이아웃에추가된

구성기평가이벤트필드

단기간에더많은주문계약

주문만들기를위한새로운권한

계약수정및갱신을위한권한집합

요구사항이추가되었음

Salesforce B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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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요금청구일자재정의사용시부분

기간만들기

금융거래에새 ERP-매핑필드사용

각수명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

이해

업데이트된독립형주문활성화논리

업데이트된독립형주문제품생성논

리

Evergreen 사용기반가입에대한자

동사용요약

Advanced Approvals

산업

수많은신규특화솔루션이기다리고있습니다. 충성도관리를통해맞춤형고객인정, 보상, 유지프로그램을실행

할수있으며, 배치관리를사용하여수백만개의레코드를처리하고추적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에서다중비

즈니스규칙을정의하여제품을평가하고할인을계산할수도있습니다. 새데이터처리엔진은조직에서데이터를

추출및변환하고변환된데이터로레코드를생성합니다. 또한 Manufacturing Cloud에서쉽게판매협약및계정예측

을관리할수있으며, 환급관리는용량, 매출, 성장률기반환급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Health Cloud는제공자의관

리편의를위한새로운 API와전자의료기록에대한새로운 FHIR 지정지원을제공하며, Financial Services Cloud는지점

성과를추적하고이동하면서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사건을수집하는데도움이됩니다. Consumer Goods

Cloud는매장방문및배달을효율적으로만들고, 공공부문솔루션은캘린더지원을추가하고신청승인과정에서

투명성을높여줍니다. 긴급대응관리는업데이트된플로를추가하여긴급대응경험을향상합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충성도관리

충성도프로그램으로고유한충성도

환경조성

프로모션을사용하여비즈니스목표

달성촉진

충성도프로그램파트너를통한구성

원참여향상

체험바우처를통한구성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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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충성도혜택으로구성원기쁘게만들

기

충성도구성원포털을통한구성원의

활동추적허용

Loyalty용 Analytics

고객충성도분석및비즈니스성장

충성도용 Einstein Discovery로구성원

참여향상

충성도관리새개체

충성도관리에추가된새메타데이터

유형

Apex: 새항목

Connect REST API

충성도관리에추가된새호출가능한

작업

배치관리

대량레코드를처리하는작업정의

작업예약

배치작업보기

배치관리작업공유

배치관리에새개체포함

배치관리에새툴링 API 개체포함

배치관리에새플랫폼이벤트포함

배치관리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배치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개체포

함

결정테이블

비즈니스규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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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규칙을지정하고나머지는자동화

여러소스의레코드에대한결과정의

플로에서결정테이블호출

비즈니스규칙상시업데이트

결정테이블공유

비즈니스규칙을안전하게유지

결정테이블에새개체포함

Apex: 새항목

Connect REST API

결정테이블에새호출가능작업포

함

결정테이블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

함

데이터처리엔진

클릭몇번으로데이터변환

데이터를변환하는동안자체입력제

공

약관에따라데이터처리엔진실행

데이터처리엔진실행추적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필드에결

과쓰기저장

템플릿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통한

시간절약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다른조직과

공유

데이터처리엔진사용량추적

데이터처리엔진에새개체포함

데이터처리엔진에새툴링 API 개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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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데이터처리엔진에새호출가능작

업포함

데이터처리엔진에새메타데이터유

형포함

데이터처리엔진에새플랫폼이벤트

포함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개체포

함

Manufacturing Cloud

특정제조용 Customer 360 가이드소개

Salesforce 솔루션키트로클라우드간

솔루션해결

판매협약으로견적서및기회변환

계정예측에서기회일정고려

판매협약목록정리

새 Manufacturing Cloud 메타데이터

유형

Connect REST API

환급관리

환급프로그램을정의하여간단하게

환급금계산

고급환급처리로새로운인사이트확

보

세일즈및환급과관련된파트너공동

작업향상

Rebate Analytics로환급프로그램분

석및비즈니스강화

Health Cloud

제공자 API 만들기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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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더나은상호운용성을위한 FHIR R4 지

원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보고서

실행

인텔리전트문서자동화

작업계획자동생성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수신문서에서명확하지않은필드

값확인

Intelligent Sales(인텔리전트세일즈)

Salesforce 캘린더에서방문추적

Healthcare용 Analytics 앱의계정유형

에서선택

Health Cloud의신규및변경된개체

Financial Services Cloud

지점관리

지점데이터모델로지점계층및구

성원수집

지점관리콘솔에서지점및구성원

정의

지점선택기로지점컨텍스트설정

자동지회설정(베타)으로계정및리

드생성추적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에서지점

운영향상

Insurance for Financial Services Cloud

이동하면서이벤트및중대사건포

착

증권및청구개체에대한 PK 청크

증권구성요소고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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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보험용 Analytics

ARC(Actionable Relationship Center)

ARC에서레코드참가자보기

ARC의관련목록변경사항

상호작용요약

상호작용요약수집및공유

호환데이터공유

참가자그룹과레코드공유

비소유자의레코드공유허용

규정에따른상호작용요약공유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매핑을사용한금융데이터수집자

동화

업로드된문서에서정보추출

Financial Services Cloud 롤업

데이터처리엔진을사용한

RBL(Rollup-By-Lookup)

레코드롤업최적화(GA)

최적화된레코드롤업트리거사용

기타 Financial Services Cloud 변경사항

라이프이벤트인사이트로고객참여

촉진

더많은모바일용 Financial Services

Cloud Lightning 구성요소로생산성유

지

선택적고객속성필드의유연성사

용

신규및변경된 Financial Services Cloud

개체필드

Consumer Goods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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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Consumer Goods용 Einstein 고급기능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으로방문

에적절한과업계획

예측을사용한방문권장사항가져

오기

Lightning Retail Execution 시작프로그램

라이센스로 Consumer Goods용 Einstein

사용

제어된차량사용자할당으로효율적

인매장배달계획수립

리테일매장페이지에서방문및주문

세부사항에액세스

방문실행강화

상황에맞는과업생성을통한매장

지원강화

과업및 KPI 순서로과업실행간소화

할당된과업을통한체계적유지

Consumer Goods용 Analytics

Consumer Goods용 Analytics로매장가

격규정준수모니터링

Einstein Discovery로매장성과분석및

세일즈향상

Consumer Goods Cloud의다른변경사

항

Consumer Goods Cloud의새로운개체

Connect REST API

공공부문솔루션

라이센스또는허가요청시규제요

금보기

Salesforce 캘린더에예약된방문보기

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으로검사환경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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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감사과업을효율적으로수행

사이트방문시정보받기

공공부문사이트고급기능으로컴플

레인을더욱잘추적하고관리

공공부문솔루션의새로운개체

긴급대응관리

접촉자수집플로의캡처날짜및시

간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

에대한추가정보

분석

향상된 Lightning Experience 보고서빌더로중요비즈니스결정을빠르게내리고,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로대시보

드구축및관리시간을절약하고, 재설계된 Einstein Discovery 인터페이스로인사이트를즉시찾습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보고서와대시보드

다중필드선택항목으로보고서생성

간소화

필터 URL 매개변수로대시보드결과

저장

이메일로 .xlsx 형식의보고서세부사

항받기

고급폴더공유활성화(업데이트, 연

기됨)

Tableau CRM

이제 Einstein Analytics가 Tableau CRM

으로변경

데이터통합및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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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동기화처리를사용하여 Snowflake의

Salesforce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

(정식출시)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csv로데이터내보내기

Salesforce 출력커넥터(베타)를사용하

여준비된 Tableau CRM Data를 Salesforce

에병합

Tableau CRM 데이터를 Tableau Online으

로내보내추가분석(베타)

연결된데이터소스에대한보안암

호화요구사항강화

향상된공유상속범위평가를통해

단순화된행수준공유를위한더많

은후보자식별

창함수를사용하여행에대한계산

수행

비즈니스를성공으로이끄는스마트

전환파일럿프로그램

시계열예측을사용하여미래예측(파

일럿)

클러스터링을사용하여데이터를분

할하는새로운방법찾기(파일럿)

피벗을사용하여집계된데이터를다

각도로분석(파일럿)

열값형식을표준화하여데이터정

리

분리데이터소스에서행추가

레시피에데이터집합소스가포함되

어실행속도가향상됨

데이터준비에대한기타개선사항

우선순위예약으로더스마트하게

레시피및데이터플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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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사전빌드템플릿및앱

향상된수주율을지원할수있도록

팀활동검토

Einstein Discovery 모델링을사용하여

더많은고객확보

상위매출액예측동인을파악하여

세일즈활동에집중

앱구축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를사용하여

원하는대로대시보드구축(정식출

시)

숫자위젯툴팁에사용자정의텍스

트및시각화추가

장소에구애받지않고한번에최대

100개의레코드에있는모든데이터

에대한조치수행

SQL을 Tableau CRM Direct Data를함께

사용(베타)

탐색기에서최대 6개의필드로데이

터그룹화

SAQL의새로운기능

Einstein Discovery

새로설계된직관적인인터페이스로

더많은인사이트확인

데이터준비도중데이터집합에예

측포함(정식출시)

Salesforce 조직에서외부모델구현(파

일럿)

향상된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를사

용하여보고서데이터에대한보다

나은인사이트확보

예측패키징, 승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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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랜덤포레스트알고리즘을사용하여

정확한모델구축(정식출시)

성능알림을사용하여모델정확성

유지

모델카드를사용하여예측투명성

향상(파일럿)

누락된값을대치하여모델성능향

상(파일럿)

인쇄퍼지일치를사용하여예측향

상(파일럿)

템플릿이적용된앱을사용하여모델

배포및데이터집합점수매기기자

동화

라이센스활성화시자동활성화로

설정시간절약

사용자정의테이블계산을사용하여

Tableau에서 Einstein 예측확인

버전내역을사용하여모델버전관

리

새로고침중스토리버전세부사항

캡처

Einstein Discovery 스토리에서성능향

상

범용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액세스하는 Analytics

탭사용자제어

자산표시기능을사용하여앱에서

누구에게무엇을표시할것인지제어

(베타)

내장형대시보드의알림및구독활

성화

원하는방식으로구독이메일정렬

학습센터의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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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iOS용 Tableau CRM에서테이블의활용

도향상

iOS용 Tableau CRM 최신버전다운로드

상거래

옴니채널재고서비스는 B2C Commerce와 Salesforce 주문관리의실시간재고가용성을해결합니다. B2B Commerce는

Commerce 데이터를사용하는작업과제품관리, 체크아웃및통합구성을간편하게수행할수있는고급기능을제

공합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옴니채널재고

헤드리스 API를통해재고가용성확

보및예약관리

옴니채널재고콘솔로재고가용성확

인및위치관리

B2C Commerce 및 Salesforce 주문관리

통합으로쇼핑과주문환경향상

Lightning Experience용 B2B Commerce

Commerce 앱

매장에샘플데이터추가

매장통합데이터를사용하여유용한

보고서작성

게스트브라우징을사용하여가시성

향상

사이트맵증분업데이트에서새제

품선택

작업영역목록설정유지

Product2 공유규칙을만들어게스트

와 B2B Commerce 데이터공유

B2B Commerce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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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

정의구성요소개발안내

목록은일반적으로사용가능

목록에추가버튼숨기기

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세

부사항보기

제품페이지에서변형특성보기

제품변형및특성

변형및특성을통해구매자에게더

많은제품옵션제공

제품작업공간에서상위클래스보

기

변형및특성을설정및구성하기위

한지침확인

체크아웃및통합

동기식통합을사용하여적용가능한

체크아웃만들기

통합탭을사용하여통합관리

배달방법구성요소업데이트

Experience Cloud
Spring '21부터 Community Cloud가 Experience Cloud라는이름으로새롭게바뀝니다. 새로운시작의일환으로사이트구

축에사용하는도구를업데이트하고몇가지용어및문서를변경했습니다. 이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정식

으로사용할수있으며 Salesforce CMS 콘텐츠가지원됩니다. 또한여러 Lightning 구성요소에대한개선사항을추가

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Experience Cloud 시작, Community

Cloud 종료

익스피리언스빌더의 Lightning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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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타일메뉴구성요소에그림자추가

또는제거

개정된구성요소가있는모바일사이

트에관련목록 - 단일에대한액세스

권한부여

개발자생산성

Build Your Own(LWR) 템플릿(정식출시)을사용하여빠르고효율적인환경구축

Build Your Own(LWR) 사이트에대해기

본적으로활성화된 ExperienceBundle

사용자정의가능한서비스를사용할

수없음페이지로연속성유지(파일

럿)

콘텐츠배달네트워크에단일일증서

도메인사용(파일럿)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

Salesforce CMS 콘텐츠추가

이제 Experience Cloud에서 Lightning

메시지서비스지원(베타)

이제 Aura 사이트의

lightning:navigation에서더많은

actionNames가포함된 generateUrl을

지원합니다.

PageReference를사용하여 CMS 콘텐

츠페이지로이동

Experience Cloud의 Mobile

SLDS 터치스타일을통해향상된모

바일환경

모바일의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

있는레코드에여러파일추가

게스트사용자

게스트사용자에대해제거된개체권

한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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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게스트사용자프로필에서사용되지

않는권한이제거됨

보안및공유

표준외부프로필이있는사용자는더

이상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로그

인할수없음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허용된

쿠키에대한기본설정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에대

해 SOAP API에서이름(성없이)과성

(姓) 필드숨기기

기타변경사항

Lightning Knowledge 검색결과에서

필드숨기기

제한사항을적용하여구성원을보다

원활하게처리

고객-활성화된개인계정병합

질문응답시간에대한보고서작성

Salesforce CMS
Salesforce CMS 콘텐츠를사용하면훨씬더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된콘텐츠를

배포하고,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용새 Build Your Own(LWR) 템플릿에추가하고다른조직및작업영역으로내보

냅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성유지

콘텐츠키를사용하여가져올미디어

참조

가져오기후콘텐츠대량게시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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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 CMS 콘텐

츠및구성요소배포

Google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운

로드차단됨

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활용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

서 Salesforce CMS 콘텐츠사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에서서

식있는콘텐츠편집기를사용하여

CMS 이미지추가

모바일

iOS용모바일홈및모바일에서자연어검색과같은새로운기능을사용하여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더많은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제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는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이며 iPad에서지원됩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lesforce 모바일앱

Salesforce 모바일앱의새로운기능

Salesforce 모바일앱요구사항변경

모바일홈에익숙해지기(베타)

빠른탐색위젯으로홈화면에서

Salesforce로이동

새로운표준이된향상된스크롤

Android에서활동시간표시막대를통

해활동추적

모바일에서사용자정의개체와동적

작업사용

Apple의개인정보보호정책변경사항

에대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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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새롭게향상된모바일보안설정 UI(베

타)

고급모바일보안업데이트로데이터

보호

모바일에서 Lightning 페이지성능향

상

새 Salesforce 모바일앱태블릿환경설

정

Mobile Publisher

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 =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

iPad 지원(정식출시)

Android에서더이상지원되지않는

관리공개배포

Sustainability
데이터갭채우기로탄소이력레코드데이터관련문제를해결합니다. 개별잠금제어를사용해에너지사용레코

드를개별적으로잠그거나잠금해제하십시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데이터갭채우기로탄소이력레코드

문제해결

개별잠금제어로에너지사용레코드

관리

사용자정의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이전레코드값에액세스하고자동화시간및서비스점검비용을줄입니다. Einstein 권장

사항빌더및 Einstein 예측빌더에대한개선사항을사용하여확실하고쉽게권장사항및예측을작성합니다. Lightning

앱빌더에서보다유연하고성능이우수한 Lightning 페이지를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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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lesforce 플로

이제 Lightning Flow는 Salesforce 플로

입니다.

Flow Builder

플로를트리거한레코드의이전값

참조

이벤트트리거후레코드트리거플

로일부실행

이메일보내기작업을사용하여플로

에서서식있는텍스트이메일보내

기

플로의재방문화면구성요소값제

어

화면플로에서자동으로콜아웃오류

방지

플로화면구성요소의향상된스타

일활용

화면플로의반복적인 Lightning 런타

임경고방지

Flow Builder에서 {!Complex.Syntax}를더

적게표시

디버그또는플로런타임에서브라우

저제목의플로레이블보기

루프에서복잡한병합필드에액세스

플로디버깅

실패한플로를보다쉽게디버그

일정트리거플로에대한일관된조

건및직접디버깅을사용하여보다

쉽게플로디버그

디버그로그에서정확한플로정보

확인

플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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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패키지를제거하지않고패키지에서

설치된플로버전삭제

플로및프로세스확장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사용하여

Flow Builder에서보다쉽게호출가능

작업구성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

에서더많은출력값에액세스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일부저장

활성화(업데이트, 적용)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

용(업데이트, 연기)

플로의레거시 Apex 작업에대한액세

스한정자존중적용(업데이트, 적용)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레코

드값변수또는검색관계필드의 null

값확인(업데이트, 연기)

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

트의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를다

시시작(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소비량

을정확하게측정(업데이트)

프로세스빌더에서원래레코드값을

기반으로기준평가(업데이트, 연기)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

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 연기)

API 버전 51.0의플로및프로세스런

타임고급기능

Einstein 빌더

데이터검사기를사용하여권장사항

유효성검증(정식출시)

권장사항에쉽게액세스(정식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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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관리패키지에대한예측구축

실패한예측구축재시도

Lightning 앱빌더

사용자정의레이블을사용하여

Lightning 페이지에서현지화된구성

요소레이블및특성값정의

동적작업에대한추가지원

휴대폰에서본 Lightning 페이지의성

능분석

데스크톱의 Lightning 페이지성능에

대한추가상세정보확인

앱빌더의지침에있는전화사용

Lightning 페이지에대한팁얻기

동적양식이활성화된페이지에서필

드섹션축소및확장

세계화

역내및역외위안간구분

더많은클라우드에서히브리어를오

른쪽에서왼쪽으로읽기

암하라어서비스지원

ICU 로캘형식활성화(이전에릴리스

된업데이트)

외부서비스

레거시외부서비스버전사용중지

외부서비스스키마의목록유형에최

상위의명명된배열정의포함

Salesforce Connect

스크래치조직에서여러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구성

명명된자격증명또는외부데이터

소스의특정필드편집후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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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필드

비활성선택목록값에대한제한을

통한성능향상

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에더많은

문자사용

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서 HTML

렌더링비활성화(업데이트, 적용)

프로필및권한

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

프로필로변환(업데이트)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중단된읽기

전용프로필

통합권한집합을사용하여통합파트

너와데이터교환

공유

수동공유를사용하여레코드공유

더많은역할만들기

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

시스템개요페이지에서사용자정의

메타데이터유형제한보기

정적메서드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

메타데이터유형레코드에액세스

일반설정

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필

요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

한권한필요(업데이트, 사용중지)

비외부하이퍼링크에대해보다예측

가능한대상동작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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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및 ID
OAuth 2.0 업데이트를사용해웹세션관리를간소화합니다. 내도메인을보다쉽게관리하고고급도메인과함께

Salesforce URL을표준화합니다. 새데이터집합은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서 Salesforce 전반의사용량을분석하는

데도움을주며, 보안센터는보안데이터를볼수있는보다직접적인방법을제공합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ID 및액세스관리

웹세션을직접관리하기위한하이브

리드앱활성화

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

암호필수지정

새 Frontdoor.jsp 매개변수로하이브

리드모바일앱세션중단줄이기

다단계인증도우미에서추가지침가

져오기

조직의 ID 서비스관련로그인메트릭

모니터링

인증방식참조를사용하여 ID 공급자

가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모니터링

OpenID Connect에대해규모가큰액

세스및새로고침토큰의손쉬운통

합

신원확인이이제장치활성화로명명

됨

도메인

쉽게내도메인관리

고급도메인으로 Salesforce URL 표준

화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연결성향

상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테

스트(정식출시)

이전내도메인 URL에서리디렉션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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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도메인에 HTTPS 활성화

내도메인배포(이전에릴리스된업

데이트)

Visualforce, 익스피리언스빌더,

Site.com Studio, 콘텐츠파일의 URL 안

정화(업데이트, 사용중지)

Salesforce Shield

Shield Platform Encryption

Bots의발화데이터암호화

백그라운드암호화로더많은데이터

를더빨리암호화

이벤트모니터링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의더많은

이벤트분석

Analytics 앱설정마법사의기본답변

변경

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해실시간이

벤트모니터링설정자동화

Lightning 이벤트전체에서사용자찾

기

EventLogFile의상거래이벤트정보가

져오기

인증요청시 ID 공급자추적

EventLogFile의 Lightning 구성요소요

청에관한정보가져오기

보안센터

요청시메트릭데이터업데이트

보안센터에서상태확인내역세부

사항보기

개선된세부사항페이지차트를사용

해변경사항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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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360 Truth
Customer 360 Truth의새로운기능에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오. 사용자에게개인설정된상호작업을실현할수있

는더많은 ID 확인옵션과데이터단일화를제공합니다. 하나의앱을사용하여정책을만들고다중 Salesforce 조직을

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Customer 360 대상그룹

Customer 360 대상그룹의새로운기

능확인

Customer 360 Data Manager

Customer 360 Data Manager의새로운

기능확인

Customer 360 Identity

고객및파트너용 ID가 Customer 360

ID로이름이변경됨

Experience Cloud 사용자, 파트너, 고

객이이메일주소를변경하는경우확

인필요(업데이트, 연기)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

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데이터주체

액세스요청이행모니터링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동

작변경: 60일이넘은이식성파일은

자동으로삭제됨

여러레코드에서동의데이터동기화

배포

Ant 마이그레이션도구 51.0을사용하려면 Java 버전 11 이상을설치하십시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변경집합에대한신규및변경된구

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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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Ant 마이그레이션도구는 Java 버전

11 이상이필요

개발

Lightning 구성요소, Visualforce, Apex 또는 API를즐겨사용하는프로그래밍언어와함께사용하는등모든상황에서고

급기능을사용하면다른조직에재판매할수있는놀라운응용프로그램, 통합및패키지를개발할수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Lightning 구성요소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마

커사용자정의및지도동작제어

DOM API 변경사항에 UI 테스트업데

이트필요

ui 네임스페이스의 Aura 구성요소는

더이상사용되지않음

자동출력에액세스하는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

릴리스업데이트

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 sharing 사용(업데이

트, 적용)

동적으로만들어진 Aura 구성요소에

서함수수식을만드는작업방지(업

데이트, 적용)

관리패키지의비global Apex 컨트롤러

메서드에대한액세스비활성화(업데

이터, 연기)

Lightning 구성요소마크업에서 Apex

속성에액세스한정자적용(업데이트,

연기)

Lightning 구성요소의보안정적자원

활성화(업데이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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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Lightning 웹구성요소작업만들기

(파일럿)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Einstein Vision 및 Language는 HIPAA

를준수합니다.

Einstein Vision

Einstein OCR을사용하여더많은텍스

트감지

Vision API 교육상태응답의새필드

Einstein Language

더많은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

원정식출시

더적은데이터로 Einstein Intent 모델

만들기

언어 API 교육상태응답의새필드

Salesforce 함수(베타)

Visualforce

Visualforce 원격 API 보안호출(업데이

트)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

호출방지(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

트)

Apex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베타)를사용

하여비동기 Apex 작업에작업첨부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사용

하여 ISV 응용프로그램을모니터링

합니다.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사용자정의

속성편집기만들기(정식출시)

관리패키지용여유플랫폼캐시(정

식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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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콜아웃을작성하는호출가능한 Apex

메서드플래그지정

향상된성능에최적화된쿼리커서

새 LeadConvert 메서드를사용하여리

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으로

동시에변환

API

플랫폼 API 레거시버전의향후사용

중지에대한사전공지

패키징

Salesforce 릴리스전환시패키지에

특정릴리스를대상으로지정

메타데이터를풀수없습니까? 조직

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사용(정

식출시)

새 API 필드를사용해패키징작업모

니터

구독자조직에로그인시다단계인증

필요(업데이트)

패키지버전생성테스트를위한비패

키지메타데이터지정(정식출시)

스크래치조직

다양한기능을포함하는스크래치조

직만들기

Sandbox

Data Mask로데이터보안상세조정

로컬프로젝트및 Sandbox 간변경사

항추적(정식출시)

플랫폼개발도구

Customer 360 플랫폼앱쉽게개발하

기

Lightning Desig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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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이중대시가있는 BEM 표기사용되지

않음

Lightning Design System 구성요소청

사진업데이트

AppExchange 파트너

AppExchange App Analytics를사용하

여 Apex 사용자정의코드분석

새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

토를사용하여신속하게솔루션을제

출하고진행률을추적

AppExchange 결제정보를빠르게업

데이트

데이터수집변경

필드를하나더사용해변경이벤트

메시지보강(정식출시)

추가개체에대한변경이벤트알림

수신

플랫폼이벤트

플랫폼이벤트트리거에대한사용자

및배치크기구성

표준볼륨플랫폼이벤트가이제비동

기식으로게시됨

Salesforce Anywhere(Quip)
이제 Customer 360용 Quip에서즐겨사용하는모든기능을포함하는확장된 Salesforce Anywhere를소개합니다. Salesforce

Anywhere 베타기능의최신업데이트에대해알아봅니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Salesforce Anywhere 기능이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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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이제 Customer 360용 Quip이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로바뀝니다.

Salesforce Anywhere 설정을통한빠른

시작및실행

회사의사용자정의템플릿을광범위

하게공유(템플릿라이브러리)

Anywhere에서문서만들기(Salesforce

에서문서만들기)

템플릿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

하여템플릿을동적으로만들기

문서범위를사용하여템플릿섹션정

의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문서범위

업데이트, 섹션잠금, PDF로문서내

보내기

Quip 슬라이드가사용중지됨

iOS에서 Salesforce 데이터멘션추가,

모든파일보기에서문서의연결된

Salesforce 레코드보기및기타개선

사항

Lightning Experience에서보다쉽게

경고에액세스(베타)

더빠른알림구독(베타)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톤듣기

(베타)

릴리스된베타기능살펴보기

Pardot
Pardot을신속하게설정하고자사추적으로참여데이터스트림을유지하거나이메일, 개인설정, 배달, 보고에서향

상된기능을활용합니다. 복제작업도개선되어손쉽게캠페인과관련된이메일콘텐츠나새자산유형을복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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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캠페인및자산

관련자산으로신속한캠페인복제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사업부별캠페인정리

Webex 웹세미나보호

이메일마케팅

투클릭구독취소로이메일마케팅보

존강화

사용자정의보고서로이메일콘텐츠

성과분석

시간을절약하는이메일콘텐츠레코

드복제

Pardot 이메일에서완료작업에대한

링크지정

Pardot 이메일에대체회신및이메일

발신자추가

이메일보내기설정을정의할때메일

사용이가능한잠재고객수보기

분석및보고

Pardot 개체동기화(베타)에서사용자

정의필드동기화

리드 ID로신뢰강화

데이터집합에서보관된잠재고객제

외

Analytics 설정에추가된 Einstein 동작

점수매기기

자사추적(정식출시)을통한잠재고

객활동데이터보호

새 Salesforce 마케팅설정앱에서

Pardot 설정도우미에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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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Pardot 계정설정의사업부이름 =

Pardot의회사필드

교차사업부리드및연락처와잠재

고객의안전한동기화

Pardot API V5 정식출시

Pardot API: 신규및변경된항목

Pardot 사용자인증사용중지

myTrailhead
myTrailhead의제품목록에회사의제품이름을추가하고사용자가찾고있는콘텐츠를파악할수있도록돕습니다.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여 Salesforce 앱에머무르면서 myTrailhead 모듈을완료하십시오.

활성화하려면

Salesforce에 문

의관리자설정필요

관리자/개발자에

대해 활성화됨

사용자에대해활

성화됨기능

myTrailhead의제품필터사용자정의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로

작업플로배우기

지원되는브라우저

지원되는브라우저문서를일부변경하여필요한내용을더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Salesforce에대해지원되는브

라우저는 Salesforce Classic 또는 Lightning Experience를사용하는지에따라다릅니다.

이섹션에서는:

Lightning Experience의 Internet Explorer 11 지원종료

IE11에대한연장지원이 2020년 12월 31일에종료됩니다. IE11 사용자에게 Salesforce 조직에서지원되지않는브라

우저를사용중이라는배너가지속적으로표시됩니다. IE11를사용하는고객의 Lightning Experience 액세스가차단

되지는않지만기능의올바른작동이보장되지않습니다. 새기능은최신브라우저에서만지원되며사용가능

합니다.

Lightning Experience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

Lightning Experience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Classic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

Salesforce Classic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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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RM에지원되는브라우저

Tableau CRM(이전의 Einstein Analytics)에지원되는브라우저는 Lightning Experience에지원되는브라우저를포함하

지만다음과같은다른점이있습니다. Apple® Safari®에서는 Tableau CRM을사용할수없습니다.

Lightning Experience의 Internet Explorer 11 지원종료

IE11에대한연장지원이 2020년 12월 31일에종료됩니다. IE11 사용자에게 Salesforce 조직에서지원되지않는브라우

저를사용중이라는배너가지속적으로표시됩니다. IE11를사용하는고객의 Lightning Experience 액세스가차단되지

는않지만기능의올바른작동이보장되지않습니다. 새기능은최신브라우저에서만지원되며사용가능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Lightning Experience의지원되는 브라우저및장치

Lightning Experience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를참조하십시오.

적용조건: Lightning Experience는 Essentials,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및 Developer Edition에서사

용할수있습니다.

주:

• Salesforce는 Salesforce Classic 또는 Lightning Experience의콘텐츠를렌더링하는 WebView 또는유사한컨트롤을

포함하는비브라우저응용프로그램을지원하지않습니다. 이유형의컨트롤을포함하는접근방식은

Salesforce Mobile SDK, Microsoft의 WebBrowser Control, Electron의내장 Chromium 브라우저, iOS의 UIWebView 및

WKWebView, Android의 WebView를포함합니다.

• 모바일브라우저에서는 Lightning Experience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대신모바일장치에서작업할경우에

는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 iPad Safari에서 Lightning Experience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iPad Safari에서 Lightning Experience

사용시고려사항을참조하십시오.

• Lightning Experience에서는익명또는기타비공개브라우징모드를지원하지않습니다.

데스크톱및랩톱

Salesforce에서는다음브라우저를지원합니다. 브라우저를최신상태로유지할수있습니다. 기타지원되는브라우

저나오래된버전에서는일부기능이지원되지않습니다.

중요:  Internet Explorer 11에서 Lightning Experience에액세스할수있는지원은 2020년 12월 31일에종료됩니다.

• IE11을사용할경우지원되지않는브라우저를사용중임을나타내는배너가계속표시됩니다.

• IE11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심각한성능오류를보입니다.

• 이변경은 Salesforce Classic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중요: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Microsoft Edge 비Chromium 버전에대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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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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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지원되지않음지원되지않음Lightning
Experience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지원되지않음지원되지않음익스피리언스

빌더사이트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지원되지않음지원되지않음특별설정고려

사항?

예예아니요예예예제한사항?

주: 브라우저공급업체가자체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정의합니다. 브라우저공급자에게확인하여사용가

능한최신버전을결정하십시오.

태블릿

iPadOS(iOS 13.x) 이상의 Apple Safari를사용하십시오. 세로방향및방향전환은 iPad Safari의 Lightning Experience에서지

원되지않습니다. 가로방향을사용하고 Safari 브라우저를전체너비로최대화하십시오. 방향전환을방지하려면

iPad 회전잠금을켜십시오.

Android 기반태블릿용 Salesforce 모바일앱만지원합니다.

Salesforce 모바일 앱기타 브라우저Google Chrome™Apple® Safari®

지원됨지원되지않음지원되지않음지원됨iPadOS

지원됨지원되지않음지원되지않음N/AAndroid

주:  Salesforce는태블릿대신랩톱으로 Microsoft Surface 및 Surface Pro 장치와같은터치사용랩톱을지원합니다.

이러한장치에서는 Salesforce 모바일앱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사용자가항상 Lightning Experience 또는 Salesforce

Classic에사용할수있는전체사이트환경으로리디렉션됩니다. 이러한유형의장치에서는표준키보드및마

우스입력만지원됩니다.

전화

최상의환경을위해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십시오.

Salesforce Classic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

Salesforce Classic의지원되는브라우저및장치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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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Salesforce Classic은모든버전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주: 모바일브라우저에서의 Salesforce Classic사용이지원되지않습니다. 대신모바일장치에서작업할때에는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중요: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Microsoft Edge 비Chromium 버전에대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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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원되지않음IE 11 전용Salesforce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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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안정적인최신

브라우저버전

지원

지원되지않음IE 11 전용Salesforce Classic
Console

아니요예아니요아니요지원되지않음예특별설정고려

사항?

예아니요아니요예예예제한사항?

주: 브라우저공급업체가자체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정의합니다. 브라우저공급자에게확인하여사용가

능한최신버전을결정하십시오.

Tableau CRM에지원되는브라우저

Tableau CRM(이전의 Einstein Analytics)에지원되는브라우저는 Lightning Experience에지원되는브라우저를포함하지만

다음과같은다른점이있습니다. Apple® Safari®에서는 Tableau CRM을사용할수없습니다.

Salesforce 전체

사회적포괄성을반영하여제품전반에걸쳐언어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통합된사용자환경을위해 Salesforce 릴

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으며, 최근조회항목에사용자정의가능한작업이있습니다. 앱내지침에

이미지를추가하고나중에볼수있도록지침을다시알릴수있습니다. 또한플로에서새설문조사작업을사용하

고초대규칙으로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삼을수있으며, 새 Lightning Scheduler 평가판조직을통해구현

을빠르게사용하고약속슬롯에대한기본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Government Cloud 및 Salesforce 모바일앱에

대한자연어검색을통해일상어를사용하여검색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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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일반고급기능

사회적포괄성을더욱정확하게반영하기위해일부제품언어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더나은사용자환경을

위해릴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으며, 최근조회항목은사용자정의가능작업으로강화되었습니

다.

사용자참여

이미지, 추가부동프롬프트위치, 고정프롬프트서식있는텍스트로앱내지침을효율적으로만듭니다. 사용자

는나중에다시볼수있도록앱내지침을다시알릴수있습니다. 또한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으로교

육프로그램을강화하십시오. 관리자및교육담당자가새학습패널을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설문조사

플로에서작업을사용하여설문조사로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설문조사를예약하고미리알림을보내거

나다시설문조사에초대할수있는참가자를식별하십시오. 설문조사초대규칙을사용하여특정참가자그룹

에설문조사를전송하는방식으로초첨을맞춘데이터를수집하고실행가능한인사이트를확보하거나, Salesforce

조직에정의된조직전체이메일주소를사용하여설문조사를보냅니다. 또한설문조사에포함된짧은텍스트

에대한참가자응답을확인하고진행률표시줄을삽입하여참가자에게설문조사진행률을알려주십시오.

Lightning Scheduler

Lightning Scheduler 플로및 API에서새서비스리소스필터를사용하여약속일정을예약할때빠르게서비스리소

스및서비스영역을가져옵니다. Lightning Scheduler 플로의새기본시간대특성을사용하면서비스리소스, 서비

스영역, 고객의시간대에맞춰약속시간슬롯페이지또는브라우저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이제서비스

약속 API에 PATCH 요청을수행하여 API를통해서비스약속도수정하십시오.

검색

검색은 Salesforce 조직에서관련정보를찾는사용자에게인텔리전스와효율성을제공합니다. 사용자는원하는

레코드를보다쉽게찾고검색결과페이지에서바로과업을완료할수있습니다.

일반고급기능

사회적포괄성을더욱정확하게반영하기위해일부제품언어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더나은사용자환경을위해

릴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으며, 최근조회항목은사용자정의가능작업으로강화되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기존언어를대체하는사회포괄적용어

Salesforce는사회적포괄성을더욱정확히반영하기위해제품언어를개선하려는노력의일부로사회적포괄성

을저해한다고판단되는용어를교체하고있습니다. 코드의용어변경으로인해현재구현이중단될수있으므

로 API 및기존 API 문서는포함되지않습니다. 사용중지되는제품문서에포함된기존용어도변경되지않습니

다.

Salesforce 도움말에서릴리스노트를통해새기능과더나은사용자환경즐기기

주요 Salesforce 릴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습니다. 이제이곳에서도움말및기타기술콘텐츠를비

롯해 Commerce Cloud, Marketing Cloud, Customer 360에대한릴리스노트와함께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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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의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보호

최근 Chrome 브라우저업데이트는많은 Salesforce 기능에영향을미칩니다. Google은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

운로드를차단하는방식으로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를보호합니다. HTTPS 페이지에 HTTP 사이트링크가

있는경우를혼합콘텐츠다운로드의예로들수있습니다.

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업그레이드

CKEditor를사용하는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가 CKEditor 버전 4.14.0으로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레코드소유자변경시포털사용자빠르게찾기

포털사용자에게레코드소유권을부여하려는경우이제소유자변경창에서고객포털사용자및파트너사용

자를필터링할수있으므로찾으려는사람을효율적으로찾을수있습니다.

저장전잠재적중복포착

동적양식이활성화된페이지에서 Salesforce는잠재적중복항목에서작업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저장하기전

에경고메시지를표시합니다. 기존에는저장시도후에만중복항목을확인했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 UI 변경

유용성및성능을향상하기위해일부구성요소가 Aura 구성요소에서 Lightning 웹구성요소(LWC)로전환되었습

니다. 성능은저하되지않았지만몇가지중요하지않은 UI가변경되었습니다.

탭중심대화계속사용(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Lightning 콘솔앱에서는더이상대화가나머지 UI와상호작용하는것을중단하지않습니다. 이릴리스업데이트

는작업영역탭또는하위탭에서트리거된대화의초점을그러한대화를트리거한탭으로만제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Wint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기존언어를대체하는사회포괄적용어

Salesforce는사회적포괄성을더욱정확히반영하기위해제품언어를개선하려는노력의일부로사회적포괄성을

저해한다고판단되는용어를교체하고있습니다. 코드의용어변경으로인해현재구현이중단될수있으므로 API

및기존 API 문서는포함되지않습니다. 사용중지되는제품문서에포함된기존용어도변경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모든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시기: Winter '21

이유: 평등은 Salesforce의핵심가치입니다. Salesforce 콘텐츠및제품언어의사회적포괄성을향상하기위해 Salesforce

는계속해서업데이트를진행하고릴리스노트를통해공지하고있습니다.

방법: 변경되는용어에대한자세한정보는제품에사회포괄적언어를적용하는방법을확인하십시오.

Salesforce 도움말에서릴리스노트를통해새기능과더나은사용자환경즐기기

주요 Salesforce 릴리스노트가 Salesforce 도움말로옮겨졌습니다. 이제이곳에서도움말및기타기술콘텐츠를비롯

해 Commerce Cloud, Marketing Cloud, Customer 360에대한릴리스노트와함께확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현재태블릿이나모바일에서일부기능을사용할수없으므로 Salesforce 도움말릴리스노트는테스크톱

에서가장이상적으로작동합니다.

시기: 릴리스노트는 Spring '16~Winter '21 릴리스의 Salesforce 도움말에서 HTML 형식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전릴

리스와관련된릴리스노트는 PDF 형식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기존 Salesforce 릴리스노트포털은 2021년 7월에사

용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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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간단히말하면 Salesforce 도움말의릴리스노트는고객에게최상의환경을제공합니다. 검색, 필터링, 사례로

깅, 사용자의견옵션등더나은결과를즐기면서버전전환, 간편한 PDF 다운로드등고객이잘알고있고자주사용

하는기능을계속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깔끔하고간편해진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원하는모든내용을찾으십

시오.

방법: help.salesforce.com으로이동하여현재 Salesforce 릴리스의릴리스노트를클릭합니다. 관심이있는기능에대한

주제를찾으려면목차(1)로이동하거나검색용어(2)를입력하여결과목록을가져올수있습니다. 필요한경우해당

결과를필터링합니다(3).

또는먼저필터링(3)하여원하는주제를찾습니다. 필터아이콘을클릭하면됩니다. 필터는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Lightning Experience, 모바일을포함합니다. Salesforce Edition, 제품영역을비롯해사용자에대해활성화됨, 관리자에대

해활성화됨등기능영향에대한필터도있습니다. 필터를단독으로사용하면릴리스노트목차가확대되고일치

하는주제는강조표시됩니다. 필터링된콘텐츠를찾고선택한필터가적용된검색결과목록을생성하십시오.

다른릴리스와관련된릴리스노트를확인하려는경우릴리스를선택합니다(4). 확인중인버전의릴리스노트를

PDF로다운로드하려면 PDF(5)를클릭합니다.

사용자의견이있다면주저하지마시고알려주십시오. 릴리스준비 Trailblazer그룹에게시하거나 @salesforcedocs에서

팔로우하여일반경험에대한정보를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릴리스노트주제는도움말항목과같은좋아요또는

싫어요옵션이마련되어있습니다. 댓글필드에세부내역을적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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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의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보호

최근 Chrome 브라우저업데이트는많은 Salesforce 기능에영향을미칩니다. Google은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운로

드를차단하는방식으로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를보호합니다. HTTPS 페이지에 HTTP 사이트링크가있는경

우를혼합콘텐츠다운로드의예로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

다.

방법: Google의단계별롤아웃계획은브라우저경고로시작한다음, 혼합콘텐츠다운로드를차단하는방향으로진

행됩니다. Google은 2020년 9월에첫롤아웃을시작하고향후몇차례의 Chrome 릴리스를통해진행할예정입니다.

Salesforce에서영향받는기능에대한자세한정보는 Google Chrome의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를보호하는

Google Knowledge 기사를참조하십시오.

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업그레이드

CKEditor를사용하는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가 CKEditor 버전 4.14.0으로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이유: CKEditor 버전 4.14.0은처리하기어려운보안취약성을수정합니다.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 CKEditor가사용되는경우:

• 이메일작성기

• Lightning Knowledge

Salesforce Classic에서 CKEditor가사용되는경우:

• Chatter 게시자

• 사용자정의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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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Flow Builder

• 그룹

• 아이디어테마

• Knowledge 기사

다음사항도참조:

ui 네임스페이스의 Aura 구성요소는더이상사용되지않음

레코드소유자변경시포털사용자빠르게찾기

포털사용자에게레코드소유권을부여하려는경우이제소유자변경창에서고객포털사용자및파트너사용자를

필터링할수있으므로찾으려는사람을효율적으로찾을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소유자변경시사용자유형을선택하여검색결과를세분화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레코드소유자변경(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저장전잠재적중복포착

동적양식이활성화된페이지에서 Salesforce는잠재적중복항목에서작업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저장하기전에

경고메시지를표시합니다. 기존에는저장시도후에만중복항목을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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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중복항목을포착하려면개체에대해중복규칙과일치규칙을설정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중복관리사용자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Lightning 웹구성요소 UI 변경

유용성및성능을향상하기위해일부구성요소가 Aura 구성요소에서 Lightning 웹구성요소(LWC)로전환되었습니

다. 성능은저하되지않았지만몇가지중요하지않은 UI가변경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변경사항은 Spring ‘21부터순차적으로조직에표시됩니다.

방법: 사용자가계정, 리드, 연락처, 기회를생성, 편집또는복제하면이제편집된필드가강조표시되며, 편집된필

드에변경사항을되돌릴수있는실행취소버튼도나타납니다. 이제오류는페이지상단이아닌바닥글에표시됩

니다. 사용자가오류메시지에포함된링크를클릭한후에는오류메시지가자동으로사라집니다. 기존에는사용자

정의개체에서만강조표시, 실행취소, 바닥글오류를사용할수있었습니다.

이제레코드생성과복제에성공했다고축하하는알림에관련레코드에대한링크가포함됩니다. 기존에는관련목

록에서레코드를생성하는경우에만링크가포함되었습니다. 성공알림에서레코드이름을사용할수없는경우이

름대신레코드 ID가제공됩니다.

인라인또는표준편집을사용하여레코드를편집할때수식필드에이제 "This field is calculated upon save(이필드는저

장시계산됨)"이표시됩니다. 기존에는인라인편집중에만이메시지가나타났습니다.

탭중심대화계속사용(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Lightning 콘솔앱에서는더이상대화가나머지 UI와상호작용하는것을중단하지않습니다. 이릴리스업데이트는

작업영역탭또는하위탭에서트리거된대화의초점을그러한대화를트리거한탭으로만제한합니다. 이번업데

이트는 Wint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특정제품에대한 Salesforce Platform 사용자라이센스를가지고있는사용자는추가비용을지불하고

Lightning 콘솔앱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일부제한이적용됩니다. 가격책정세부사항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시기: 지금이업데이트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또는 Winter '22에자동으로활성화됩니다.

이유: Winter '20 릴리스이전에는 Lightning 콘솔앱의작업영역탭또는하위탭에서트리거된모든대화가전체앱의

초점이되었습니다. 이업데이트는사용자가앱의나머지부분과상호작용할수있도록대화를트리거한탭만대

화에초점을맞추게합니다.

방법: 이번릴리스업데이트를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

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탭중심대화를계속사용하려면활성화를클릭합니다.

업데이트후에대화를트리거하면대화를만든탭으로만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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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사용자참여

이미지, 추가부동프롬프트위치, 고정프롬프트서식있는텍스트로앱내지침을효율적으로만듭니다. 사용자는

나중에다시볼수있도록앱내지침을다시알릴수있습니다. 또한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으로교육프로

그램을강화하십시오. 관리자및교육담당자가새학습패널을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앱내지침에이미지추가

jpg, .jpeg, .png, .gif 파일을추가하여앱내지침을효율적으로만듭니다. 애니메이션 .gif는프롬프트의지침을명료

하게만들수있습니다.

나중에다시볼수있도록앱내지침다시알림

이제사용자는모든앱내지침에대한다시알림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다시알림을통해사용자는다음으

로예약된표시시점을기다리지않고선택한기간동안앱내지침을일시적으로무시할수있습니다.

선택폭이넓어진부동프롬프트위치

세가지가운데행레이아웃옵션을사용하여부동프롬프트를전면이나중앙또는참조중인구성요소에가깝

게배치합니다. 총 9개영역이있으므로사용자의주의를화면특정영역으로유도하십시오.

신규, 편집또는복제페이지이상의연습단계추가

이제연습에서레코드를생성, 편집, 복사하는전체프로세스를설명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대화상자에연습

단계를추가하는경우비대화상자페이지에다음단계를추가할수없었습니다. 이제사용자가대화상자와상

호작용을마친후의단계를추가할수있습니다.

공유가능한 URL로활성앱내지침액세스

이제사용자가언제든지활성화된앱내지침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용자에게 URL을보내고도움

말메뉴의사용자정의섹션에추가하거나작업버튼을만들어앱내지침링크를공유하면예약, 프로필, 권한

규칙이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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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프롬프트에서더많은서식있는텍스트편집작업수행

고정프롬프트의본문텍스트를자유롭게작성하십시오. 이제고정프롬프트의본문텍스트에밑줄을치거나

링크를추가하고포맷을제거할수있습니다.

부동프롬프트이동

부동프롬프트의위치를지정하는데최선을다해도강조하려는기능이숨겨질수있습니다. 이제 iPad Safari에서

Lightning Experience의부동프롬프트위치를변경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앱내콘텐츠에대해알아보기

Salesforce가관리자및최종사용자에게표시하는유용한앱내프롬프트, 환영매트, 팝오버에대한최신정보를

파악하십시오.

앱내 Trailhead 학습경험(베타) 적용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면사용자가근무하는장소에서학습에쉽게액세스할수있도록만들어교

육프로그램을향상할수있습니다. 관리자또는지정된교육자가공용또는 myTrailhead 모듈을선택하여학습

패널을사용자정의합니다. 모듈이표시될장소를선택하고특정사용자나공개그룹에할당하여사용자가직

면하는컨텍스트와학습을일치시킬수있습니다. Trailblazer가모듈을읽고퀴즈를풀거나작업과정에서배지를

획득할수있도록하십시오.

Salesforce 설정중맞춤형안내받기

처음또는가장최근등 Salesforce를구현하는과정에서안내센터는관리자에게환경수준및비즈니스목표에

맞춘새로운 Salesforce 조직맞춤형설정리소스를제공합니다. 롤아웃계획, 기본세일즈및서비스기능설정, 데

이터관리및보안, 사용자를성공으로이끄는설정등에대해자세히살펴보십시오.

앱내지침에이미지추가

jpg, .jpeg, .png, .gif 파일을추가하여앱내지침을효율적으로만듭니다. 애니메이션 .gif는프롬프트의지침을명료하

게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사용자정의연습을사용자에게표시하려면 myTrailhead를구독하여연습액세스권한집합

라이센스와연습권한집합을가져옵니다. 연습을볼수있게하려는사용자에게연습보기사용자권한을할당합

니다. 가격책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방법: 앱내지침빌더에서프롬프트에이미지를추가합니다. Lightning Experience 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 앱 내 지

침을입력한다음, 앱내지침을선택합니다. 프롬프트를만드는과정에서파일업로드를클릭하거나파일을또는

파일끌어다놓기(Or drop files) 영역으로끌어오십시오.

이미지레이아웃에서프롬프트텍스트와관련된이미지위치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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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다음에보이는위치중한곳에나타납니다. 부동프롬프트의경우텍스트본문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선

택할수있습니다.

고정프롬프트의경우본문텍스트위또는아래를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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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프롬프트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연습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IdeaExchange: 앱내지침에그림추가

나중에다시볼수있도록앱내지침다시알림

이제사용자는모든앱내지침에대한다시알림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다시알림을통해사용자는다음으로

예약된표시시점을기다리지않고선택한기간동안앱내지침을일시적으로무시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사용자정의연습을사용자에게표시하려면 myTrailhead를구독하여연습액세스권한집합

라이센스와연습권한집합을가져옵니다. 연습을볼수있게하려는사용자에게연습보기사용자권한을할당합

니다. 가격책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이유: 다시알림아이콘은부동프롬프트에서 X 대신나타나며, 사용자가앱내지침을해제할수없도록고정프롬

프트의본문에포함됩니다.

방법: 다시알림아이콘을클릭한다음, 20분, 1시간, 3시간, 내일, 다음주를선택하여앱내지침을다시알립니다.

주: 앱내지침간지연설정은계속해서적용됩니다. 다시알림을사용하면다시알림경과시간이지나가고

다음번예약시간에사용자가페이지를탐색하면앱내지침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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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앱내지침에대한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

용하지못할수있음)

선택폭이넓어진부동프롬프트위치

세가지가운데행레이아웃옵션을사용하여부동프롬프트를전면이나중앙또는참조중인구성요소에가깝게

배치합니다. 총 9개영역이있으므로사용자의주의를화면특정영역으로유도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사용자정의연습을사용자에게표시하려면 myTrailhead를구독하여연습액세스권한집합

라이센스와연습권한집합을가져옵니다. 연습을볼수있게하려는사용자에게연습보기사용자권한을할당합

니다. 가격책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방법: 앱내지침빌더에서부동프롬프트를만들때위치드롭다운메뉴를사용하여각기다른 9곳의프롬프트위치

를선택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프롬프트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신규, 편집또는복제페이지이상의연습단계추가

이제연습에서레코드를생성, 편집, 복사하는전체프로세스를설명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대화상자에연습단

계를추가하는경우비대화상자페이지에다음단계를추가할수없었습니다. 이제사용자가대화상자와상호작

용을마친후의단계를추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사용자정의연습을사용자에게표시하려면 myTrailhead를구독하여연습액세스권한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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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와연습권한집합을가져옵니다. 연습을볼수있게하려는사용자에게연습보기사용자권한을할당합

니다. 가격책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이유: 연습을추가하여사용자에게새대화상자를사용하는단계및그이후의단계를비롯해과업완료방법을교

육합니다. 예를들어사용자에게새리드를만드는방법을안내합니다. 리드레코드페이지에서사용자가새로만

들기버튼을클릭하여새리드대화상자를열도록안내하십시오.

사용자에게새리드를만드는방법을안내합니다.

새리드정보를저장한후에는계속해서비대화상자페이지인새리드의레코드페이지로이동합니다.

방법: 다른페이지처럼신규, 편집또는복제레코드페이지유형에연습단계를추가합니다. 페이지에한개이상의

단계를포함하고사용자가페이지작업을완료한후(1), 다음단계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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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자가페이지작업을완료한후(1) 다음단계가자동으로나타나면연습단계의다음버튼이비활성화

됩니다(2).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연습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공유가능한 URL로활성앱내지침액세스

이제사용자가언제든지활성화된앱내지침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용자에게 URL을보내고도움말

메뉴의사용자정의섹션에추가하거나작업버튼을만들어앱내지침링크를공유하면예약, 프로필, 권한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사용자정의연습을사용자에게표시하려면 myTrailhead를구독하여연습액세스권한집합

라이센스와연습권한집합을가져옵니다. 연습을볼수있게하려는사용자에게연습보기사용자권한을할당합

니다. 가격책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방법: 앱내지침빌더내부설정또는앱내지침설정페이지의행수준작업메뉴에서공유가능한 URL에액세스합

니다.

주: 앱내지침설정페이지에서액세스되는설정에서사용자정의앱내지침을선택취소할경우계속해서사

용자정의앱내지침에대한액세스가차단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도움말메뉴사용자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앱내지침에대한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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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프롬프트에서더많은서식있는텍스트편집작업수행

고정프롬프트의본문텍스트를자유롭게작성하십시오. 이제고정프롬프트의본문텍스트에밑줄을치거나링크

를추가하고포맷을제거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밑줄을사용하여텍스트를강조표시할수있습니다. 작업버튼외에본문텍스트링크를추가하여사용자를

더많은정보및리소스로안내합니다. 붙여넣은콘텐츠의포맷을없애거나적용된포맷을제거하십시오.

방법: 앱내지침빌더를사용하여고정프롬프트를생성합니다. 본문필드에서텍스트를강조표시하고서식있는

텍스트편집도구모음에서밑줄, 링크또는포맷제거를클릭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프롬프트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부동프롬프트이동

부동프롬프트의위치를지정하는데최선을다해도강조하려는기능이숨겨질수있습니다. 이제 iPad Safari에서

Lightning Experience의부동프롬프트위치를변경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앱내지침에대한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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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앱 내콘텐츠에대해알아보기

Salesforce가관리자및최종사용자에게표시하는유용한앱내프롬프트, 환영매트, 팝오버에대한최신정보를파

악하십시오.

적용조건: 앱내콘텐츠의가용성은기능에따라다릅니다.

이유: 자체프롬프트또는다른앱내콘텐츠를만들때정보가중복되는것을피합니다.

다음프롬프트가추가되었습니다.

• 견적서관련상호작용을하는동안관리자에게 Salesforce CPQ를소개하는고정프롬프트

• 견적서관련상호작용을하는동안관리자에게 Salesforce CPQ를소개하는고정프롬프트관리자에게만나타납

니다.

• 관리자에게알려다단계인증도우미를사용해보도록하고구현경로를완료하기전에떠난경우단계별로안

내하는부동프롬프트

• 릴리스준비자료를강조표시하는부동프롬프트. 관리자에게만나타납니다.

• Chatter, 홈, 보고서, 목록보기, 기회등일련의기능과사용자정의방법을강조표시하는프롬프트. 안내센터내

부에도명시되며, 새 Salesforce 조직이있는관리자에게만나타납니다.

• 관리자가앱내학습에서안내센터를사용하도록독려하는기능팝오버관리자에게만나타납니다.

• 관리자및최종사용자에게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에대한사용자의견을요청하는기능팝오버

• 관리자가통화인사이트설정페이지에서 Einstein 대화인사이트에대한사용자정의인사이트를구성하도록독

려하는기능팝오버

• Pardot 및 Salesforce 시작을위한리소스를제공하는환영매트

앱내지침설정페이지에서 Salesforce가작성한앱내콘텐츠를해제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의 Salesforce 앱내콘텐츠(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앱내 Trailhead 학습경험(베타) 적용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면사용자가근무하는장소에서학습에쉽게액세스할수있도록만들어교육

프로그램을향상할수있습니다. 관리자또는지정된교육자가공용또는 myTrailhead 모듈을선택하여학습패널을

사용자정의합니다. 모듈이표시될장소를선택하고특정사용자나공개그룹에할당하여사용자가직면하는컨텍

스트와학습을일치시킬수있습니다. Trailblazer가모듈을읽고퀴즈를풀거나작업과정에서배지를획득할수있도

록하십시오.

주: 베타기능인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

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

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

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

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

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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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eveloper,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모든사용자는전역머리글및패널에서새아이콘을볼수있는액세스권한이있습니다. 모든데이터수정또

는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사용자는학습개체를통해사용자에게학습을할당할수있습니다. 교

육자, 세일즈리더또는다름사람에게학습을관리할권한을부여하려면학습관리사용자권한을사용하십시오.

이유: 앱에서벗어나지않고필요할때필요한기술을학습합니다. 기존에는사용자가새탭의도움말메뉴에서모

듈을열거나 Trailhead 웹사이트로이동하여콘텐츠를검색해야했습니다. 이제전역머리글에서새 Trailhead 아이콘

을클릭하기만하면패널이열립니다. 사용자는작업공간에서 Trailhead의재미있는학습기회를경험할수있습니

다.

앱내학습패널은최대 3가지섹션으로구성됩니다. 모듈이특정개체와연결된경우이페이지관련항목(1) 아래에

개체홈및레코드페이지가나타나며, 다른전역할당된모듈은권장사항(2) 아래에표시됩니다. 사용자가 Trailblazer.me

프로필의일부인 Salesforce 관련계정을보유한경우시작한모듈은진행중(3) 아래에나타납니다. 또한앱에서획득

한배지는프로필에포함됩니다.

학습을시작하려면모듈및단위이름을차례로클릭합니다. Trailhead 웹사이트의모듈과마찬가지로퀴즈에참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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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만기본적으로다음항목을볼수있습니다. 앱내학습을사용자정의한후에도동일하게유지됩니다.

• 앱내학습의가능성을이해하기위해세일즈, 서비스, 설정앱에서일부페이지의패널에이페이지관련항목

섹션(1)을작성했습니다.

• 권장사항(2) 아래에릴리스준비, Salesforce Einstein, Lightning Experience에대한세가지모듈학습목록이큐레이팅

되어있습니다.

• 새조직의관리자는안내센터아래에서조직설정에도움이되는개인설정된권장사항링크를확인할수있습

니다. 자세한정보는참조아래에서관련릴리스노트를확인하십시오.

페널에최종사용자에대한 Salesforce 추천모듈이포함되지않습니다. 관리자또는지정된교육자는 Trailhead 모듈을

선택하고특정대상그룹및위치에할당하여패널을사용자정의합니다.

방법: 전역머리글에표시된앱내학습아이콘을클릭합니다. 패널하단에서사용자에게학습할당을클릭하여학

습을여십시오. 앱시작관리자에서학습으로이동할수도있습니다. 그런다음, 새로만들기를클릭하여양식을열

고학습항목을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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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모듈을선택합니다. myTrailhead가있는경우자체모듈을추가하여가장이상적인사용자정의교육환경을구

축합니다. 그런다음, 설정에서앱및개체나페이지를선택하여모듈이표시될위치를선택합니다. 모두를선택하

여조직전체, 앱전체또는모든앱에서동일한개체에대해모듈을표시할수도있습니다. 그런다음, 모든사용자,

특정사용자또는공개사용자그룹에모듈을표시합니다. 패널에표시하지않고학습항목을생성하려는경우누

구에게도할당하지마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설정중맞춤형안내받기

myTrailhead

Salesforce 도움말: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 사용자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 도움말메뉴의사용자정의도움말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

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로작업플로배우기

Salesforce 설정 중맞춤형안내받기

처음또는가장최근등 Salesforce를구현하는과정에서안내센터는관리자에게환경수준및비즈니스목표에맞춘

새로운 Salesforce 조직맞춤형설정리소스를제공합니다. 롤아웃계획, 기본세일즈및서비스기능설정, 데이터관

리및보안, 사용자를성공으로이끄는설정등에대해자세히살펴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eveloper,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Spring '21 릴리스후에생성된조직에대해모든데이터수정또는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관

리자는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에서안내센터링크를참조하십시오.

방법: 전역머리글에서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 아이콘을클릭하여정식출시된안내센터에쉽게액세스하

고언제어디서나설정지원을받으십시오. 모든사용자가학습패널을사용할수있지만관리자에게만안내센터

링크가표시됩니다.

주: 베타기능인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

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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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

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

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

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처음안내센터를열때몇가지질문에답변하여세일즈및서비스앱의환경수준과비즈니스목표에대한안내를

개인설정하게됩니다. 답변을제출한후에는조직을설정하는과정에서 Trailhead 모듈, 비디오, 프롬프트, 기타리소

스의맞춤형목록을검토합니다.

안내센터권장사항은그룹화됩니다. 순서대로링크를클릭하는것이좋지만자유롭게살펴볼수있습니다. 타일

옆에있는아이콘을사용하여리소스유형을파악할수있으며, 리소스를클릭하면완료로표시되어진행상황을

추적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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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앱내 Trailhead 학습경험(베타) 적용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설정중맞춤형안내받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Salesforce 설문조사

플로에서작업을사용하여설문조사로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설문조사를예약하고미리알림을보내거나

다시설문조사에초대할수있는참가자를식별하십시오. 설문조사초대규칙을사용하여특정참가자그룹에설

문조사를전송하는방식으로초첨을맞춘데이터를수집하고실행가능한인사이트를확보하거나, Salesforce 조직

에정의된조직전체이메일주소를사용하여설문조사를보냅니다. 또한설문조사에포함된짧은텍스트에대한

참가자응답을확인하고진행률표시줄을삽입하여참가자에게설문조사진행률을알려주십시오.

이섹션에서는:

플로에정의된새작업으로설문조사등예약

플로를사용하여다양한간격으로참가자사용자의견을수집하기위해설문조사를보냅니다. 설문조사를완

료할수있도록특정참가자를대상으로미리알림을보냅니다. 다시초대할참가자를확인합니다. Flow Builder의

작업요소를사용해설문조사에대한작업을추가합니다. Salesforce 조직의리드, 연락처, 구성원에게설문조사

를보냅니다. 특정수신자에대한초대는고유하면서인증되지않을수있으며응답을익명으로기록할수있습

니다.

규칙을사용하여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지정

규칙기반설문조사를보내참가자로부터더중요한데이터를수집합니다. SurveySubject 지원개체에대한레코

드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될때설문조사를보낼규칙을만듭니다. 더많은인사이트를얻으려면고객참여컨

텍스트를설정하여대상그룹에대한정보를수집하십시오.

고객수명주기맵의규칙을사용하여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지정

고객수명주기맵에서특정참자가에게규칙기반설문조사를보내실천가능한인사이트를확보합니다.

SurveySubject 지원개체에대한레코드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될때설문조사를보내기위한규칙을만듭니다.

더많은인사이트를얻으려면고객참여컨텍스트를설정하여대상그룹에대한정보를수집하십시오.

별칭을사용해설문조사보내기

Salesforce 조직에정의된조직전체이메일주소에서참가자에게설문조사를보냅니다. 별칭을사용해설문조사

를보내면보내는사람의익명성을유지하고선입견없는설문조사응답을받기에용이합니다.

웹페이지에설문조사내장

의사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웹사이트방문자로부터사용자의견을모을수있도록이제웹페이지에설문조

사를내장할수있습니다.

참가자의짧은텍스트응답유효성검사

설문조사의짧은텍스트질문에참가자가응답할수있는방법안내에유효성검사를추가합니다. 예를들어, 참

가자는사용자정의유효성검사수식(예: 특정문자에대해응답제한)에근거해숫자를입력하거나응답을추

가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유효성검사는적용되지않습니다.

79

Salesforce 설문조사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admin_guidancecenter_setup.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admin_guidancecenter_setup.htm&language=ko


참가자에게설문조사완료상태표시

진행률표시줄에는참가자가설문조사를작성하고있는위치가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진행률표시줄은각

설문조사생성시활성화됩니다.

참여채널성과모니터링및고객경험향상

고객수명주기전반에걸쳐참여채널의성과를추적합니다. 고갭고객수명주기맵대시보드를사용하여채널

별순수고객추천지수(NPS) 및고객만족도(CSAT)를기반으로고객참여를분석하십시오.

플로에정의된새작업으로설문조사등예약

플로를사용하여다양한간격으로참가자사용자의견을수집하기위해설문조사를보냅니다. 설문조사를완료할

수있도록특정참가자를대상으로미리알림을보냅니다. 다시초대할참가자를확인합니다. Flow Builder의작업요

소를사용해설문조사에대한작업을추가합니다. Salesforce 조직의리드, 연락처, 구성원에게설문조사를보냅니다.

특정수신자에대한초대는고유하면서인증되지않을수있으며응답을익명으로기록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Flow Builder에서작업요소를플로로끌어옵니다. 설문조사(1)를범주로선택합니다. 작업(2) 목록에서조직에

사용가능한활성설문조사목록을선택합니다. 설문조사초대를보낸작업(3)과수신자(4)에대한레이블을정의

합니다.

규칙을사용하여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지정

규칙기반설문조사를보내참가자로부터더중요한데이터를수집합니다. SurveySubject 지원개체에대한레코드

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될때설문조사를보낼규칙을만듭니다. 더많은인사이트를얻으려면고객참여컨텍스

트를설정하여대상그룹에대한정보를수집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참여컨텍스트를수집하려면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을만들고참여컨텍스트의필수매개변수를정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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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의기본설정에서이메일템플릿(1)을선택하고참여컨텍스트구성(2)을활성화한후저장한다음, 설문

조사빌더에서설문조사를활성화합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설문 조사 초대 규칙을입력하고구성페이지를엽니다. 새규칙을클릭합니다. 설문

조사규칙이름(1)을제공합니다. SurveySubject 지원개체에대해만들거나(2) 업데이트한레코드유형을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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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게보낸설문조사를선택합니다(3). 특정참가자로부터사용자의견을수집하려면설문조사참여매개변

수(4)를정의합니다. 규칙이활성화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고객수명주기맵의규칙을사용하여특정설문조사참가자를대상으로지정

고객수명주기맵에서특정참자가에게규칙기반설문조사를보내실천가능한인사이트를확보합니다. SurveySubject

지원개체에대한레코드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될때설문조사를보내기위한규칙을만듭니다. 더많은인사이

트를얻으려면고객참여컨텍스트를설정하여대상그룹에대한정보를수집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참여컨텍스트를수집하려면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을만들고참여컨텍스트의필수매개변수를정의

합니다.

설문조사의기본설정에서이메일템플릿(1)을선택하고참여컨텍스트(2) 구성을활성화한후저장한다음, 설문

조사를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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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고객 수명 주기 맵을입력하고구성페이지를엽니다. 기존맵에서단계를클릭하거나

맵을만듭니다. 이메일템플릿및참여컨텍스트가설정되는맵단계의질문에대한초대규칙(1)을선택합니다. 새

설문조사구성만들기(2)를클릭하거나기존구성을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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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음, 초대조건 (3)을정의합니다. 규칙이활성화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별칭을사용해설문조사보내기

Salesforce 조직에정의된조직전체이메일주소에서참가자에게설문조사를보냅니다. 별칭을사용해설문조사를

보내면보내는사람의익명성을유지하고선입견없는설문조사응답을받기에용이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설문조사의기본설정에서이메일발신자주소에조직에정의된조직전체이메일주소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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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에설문조사내장

의사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웹사이트방문자로부터사용자의견을모을수있도록이제웹페이지에설문조사

를내장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설문조사를내장하려면 Salesforce 사용자의견관리라이센스와함께사용자에게 Salesforce 설문조사고급기

능권한이있어야합니다.

방법: 웹페이지의 HTML 코드에 iframe 태그를추가한후권한이부여되지않은설문조사초대링크를내장합니다.

아래형식으로 iframe 태그를추가합니다. <iframe src="embed_the_survey_invitation_url"></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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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의짧은텍스트응답유효성검사

설문조사의짧은텍스트질문에참가자가응답할수있는방법안내에유효성검사를추가합니다. 예를들어, 참가

자는사용자정의유효성검사수식(예: 특정문자에대해응답제한)에근거해숫자를입력하거나응답을추가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유효성검사는적용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설문조사에짧은텍스트질문을추가합니다. 응답유효성검사유형목록에서참가자응답에적용할유효성

검사를선택합니다.

참가자에게설문조사완료상태표시

진행률표시줄에는참가자가설문조사를작성하고있는위치가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진행률표시줄은각설문

조사생성시활성화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설문조사에서브랜딩(1)을클릭한후진행률표시줄(2)를활성화또는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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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실행시진행률표시줄(3)이상단에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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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채널성과모니터링및고객경험향상

고객수명주기전반에걸쳐참여채널의성과를추적합니다. 고갭고객수명주기맵대시보드를사용하여채널별

순수고객추천지수(NPS) 및고객만족도(CSAT)를기반으로고객참여를분석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설문조사가활성화된 Performance, Partner Developer, Enterpris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고객수명주기맵대시보드를사용하려면 Salesforce 사용자의견관리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모든항목을클릭하고앱탭을선택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대시보드탭을클

릭하고고객수명주기맵대시보드를열어이메일, 채팅, 웹사이트등참여채널의성과를모니터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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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 Scheduler
Lightning Scheduler 플로및 API에서새서비스리소스필터를사용하여약속일정을예약할때빠르게서비스리소스

및서비스영역을가져옵니다. Lightning Scheduler 플로의새기본시간대특성을사용하면서비스리소스, 서비스영

역, 고객의시간대에맞춰약속시간슬롯페이지또는브라우저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이제서비스약속 API

에 PATCH 요청을수행하여 API를통해서비스약속도수정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약속시간슬롯의시간대사전설정

Lightning Scheduler 플로에서새기본시간대특성을사용하여약속시간슬롯의시간대를관리합니다. 특성에시

간대를입력하여기본시간대로설정하거나플로변수를사용하여선택된서비스리소스, 서비스영역, 고객또

는브라우저시간대에따라시간대를동적으로설정하십시오.

약속검토페이지의시간대설정

기본적으로검토페이지에약속시간슬롯페이지에서선택된시간과같은시간대로예약된약속시간이표시

됩니다. 기존에는스케줄러시간대로예약된약속시간이나타났습니다. 이제기본동작을재정의하고시간대

특성을사용하여검토페이지에다른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외부사용자의다양한시간대에걸친약속예약허용

이제인증된외부사용자및게스트사용자는각자가선호하는시간대로약속시간슬롯을보고선택할수있습

니다. 시간대선택항목목록표시특성을 True로설정하면약속시간슬롯페이지에 Salesforce에서지원되는모든

시간대목록이나타납니다.

서비스리소스필터링으로일정예약효율향상

Lightning Scheduler 플로에서비스리소스필터를적용하여신속하게가장적절한리소스와약속일정을예약합

니다. 관련플로페이지에서새롭게선보이는리소스 ID별필터링특성을사용하여서비스리소스 ID 목록을지

정하십시오. Lightning Scheduler는약속에대한서비스리소스가나서비스영역슬롯을가져올때지정된리소스

목록으로검색을제한합니다.

기존페이지에변경사항적용

약속을예약하는동안사용자가페이지로돌아가변경사항을적용하면이제해당변경사항이플로에반영됩

니다. 사용자는이전페이지에서올바른값을선택하지못했어도더이상예약프로세스를취소하고처음부터

다시시작하지않아도됩니다.

다른플로에 Lightning Scheduler 플로포함

이제 Lightning Scheduler 플로유형에서하위플로가지원됩니다. Lightning Scheduler 플로유형인다른플로내에서

Lightning Scheduler 플로를호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사용자에게약속을만들지아니면수정할지질문한다

음, 관련플로를시작하는간단한 Lightning Scheduler 플로를생성하고계정페이지에추가할수있습니다.

서비스약속 API에대한 PATCH 요청으로약속수정

이제서비스약속 API에 PATCH 요청을수행하여 API를통해서비스약속을수정할수있습니다. 단일요청을통해

다중약속요소를변경하여시간과노력을절감하십시오. 예를들어서비스리소스를추가하거나제거하고서

비스영역, 약속시간, 약속주제를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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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 Scheduler API 업데이트를통한빠른약속예약

예약후보자가져오기및사용가능한영역슬롯 API에요청에서서비스리소스목록을지정할수있는새

filterByResources 필드가있습니다. Lightning Scheduler는약속에대한서비스리소스가나서비스영역슬롯을가져

올때지정된리소스목록으로검색을제한하므로응답시간이단축됩니다. 이제예약후보자가져오기및사용

가능한영역슬롯 API는시작시간에서최대 31일까지시간슬롯을반환합니다.

Lightning Scheduler에적용된기타변경사항

Lightning Scheduler에적용된작지만중요한혁신을자세히살펴보십시오.

약속시간슬롯의시간대사전설정

Lightning Scheduler 플로에서새기본시간대특성을사용하여약속시간슬롯의시간대를관리합니다. 특성에시간

대를입력하여기본시간대로설정하거나플로변수를사용하여선택된서비스리소스, 서비스영역, 고객또는브

라우저시간대에따라시간대를동적으로설정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기본시간대특성은약속플로의서비스약속시간선택, 서비스리소스및서비스약속시간선택, 서비스리

소스선택페이지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서비스약속검토/인바운드또는아웃바운드서비스약속검토페이지

에서기존시간대특성을사용하여기본시간대로설정할수있습니다.

• 시간슬롯페이지의기본시간대를설정하려면해당하는플로화면구성요소에서시본시간대특성에시간대

를입력합니다.

• 모든시간슬롯페이지에서빠르게기본시간대를설정하려면제공된 DefaultTimeZone 플로변수를사용하여특

성값을설정합니다.

• 시간대를동적으로설정하려면사용자정의논리를적용하여특성값을설정합니다.

• 기본시간대특성값을지정하지않을경우시간슬롯은사용자(약속스케줄러) 시간대로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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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검토페이지의시간대설정

기본적으로검토페이지에약속시간슬롯페이지에서선택된시간과같은시간대로예약된약속시간이표시됩니

다. 기존에는스케줄러시간대로예약된약속시간이나타났습니다. 이제기본동작을재정의하고시간대특성을

사용하여검토페이지에다른시간대를설정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검토페이지의시간대를설정하려면해당플로화면구성요소의시간대특성에서기본값을시간대로교체

합니다. 이전동작을유지하려면기본값을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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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용자의다양한시간대에걸친약속예약허용

이제인증된외부사용자및게스트사용자는각자가선호하는시간대로약속시간슬롯을보고선택할수있습니

다. 시간대선택항목목록표시특성을 True로설정하면약속시간슬롯페이지에 Salesforce에서지원되는모든시간

대목록이나타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기존에는아웃바운드플로에서만시간대드롭다운목록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

방법: 관련플로화면구성요소의시간대선택항목목록표시특성에서 {!$GlobalConstant.True}를입력하거

나 showTimeZonePicklist 플로변수를선택하여특성값을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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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리소스필터링으로일정예약효율향상

Lightning Scheduler 플로에서비스리소스필터를적용하여신속하게가장적절한리소스와약속일정을예약합니다.

관련플로페이지에서새롭게선보이는리소스 ID별필터링특성을사용하여서비스리소스 ID 목록을지정하십시

오. Lightning Scheduler는약속에대한서비스리소스가나서비스영역슬롯을가져올때지정된리소스목록으로검

색을제한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리소스 ID별필터링특성은아웃바운드플로의서비스리소스선택페이지를비롯해인바운드/게스트플로의

서비스리소스및서비스약속시간페이지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관련플로화면구성요소의리소스 ID별필터링특성에서쉼표로구분하여서비스리소스 ID 목록을입력합니다. 그

러면영향받은페이지에지정된서비스리소스목록, 선택된서비스영역및작업유형그룹에포함된적격서비스

리소스만나타납니다. 또한리소스는쉼표로구분된목록에서지정된순서대로나열됩니다.

기존페이지에변경사항적용

약속을예약하는동안사용자가페이지로돌아가변경사항을적용하면이제해당변경사항이플로에반영됩니다.

사용자는이전페이지에서올바른값을선택하지못했어도더이상예약프로세스를취소하고처음부터다시시작

하지않아도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기존플로에서이성능을활성화하려면관련플로화면구성요소의속성창에서고급을클릭하여연다음, 재

방문화면값아래에서입력값을새로고쳐플로의다른위치변경사항통합을선택하십시오. 이옵션은새 Lightning

Scheduler 플로에서사전선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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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플로에 Lightning Scheduler 플로포함

이제 Lightning Scheduler 플로유형에서하위플로가지원됩니다. Lightning Scheduler 플로유형인다른플로내에서

Lightning Scheduler 플로를호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사용자에게약속을만들지아니면수정할지질문한다음,

관련플로를시작하는간단한 Lightning Scheduler 플로를생성하고계정페이지에추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Lightning Scheduler 플로를만듭니다. Flow Builder에서하위플로요소를캔버스로끕니다. 참조된플로필드에서

Lightning Scheduler 서비스약속플로를검색하고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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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약속 API에대한 PATCH 요청으로약속수정

이제서비스약속 API에 PATCH 요청을수행하여 API를통해서비스약속을수정할수있습니다. 단일요청을통해다

중약속요소를변경하여시간과노력을절감하십시오. 예를들어서비스리소스를추가하거나제거하고서비스영

역, 약속시간, 약속주제를변경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Lightning Scheduler 사용자및 Lightning Scheduler 셀프서비스인터페이스의인증된사용자(Experience Cloud 사이

트내)는서비스약속 API에 PATCH 요청을수행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릴리스노트: Connect REST API

Lightning Scheduler API 업데이트를통한빠른약속예약

예약후보자가져오기및사용가능한영역슬롯 API에요청에서서비스리소스목록을지정할수있는새 filterByResources

필드가있습니다. Lightning Scheduler는약속에대한서비스리소스가나서비스영역슬롯을가져올때지정된리소

스목록으로검색을제한하므로응답시간이단축됩니다. 이제예약후보자가져오기및사용가능한영역슬롯 API

는시작시간에서최대 31일까지시간슬롯을반환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릴리스노트: Connect REST API

Salesforce 릴리스노트: REST API

Lightning Scheduler에적용된기타변경사항

Lightning Scheduler에적용된작지만중요한혁신을자세히살펴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Scheduler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이제귀하및사용자가약속예약을쉽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어디서나다양한시간대에서약속예약

이제모바일장치에서도약속시간슬롯페이지의시간대드롭다운을사용할수있습니다.

클릭몇번으로약속예약

관련플로화면구성요소에서선택된옵션특성을사용하여서비스리소스선택페이지에서옵션을미리선택

합니다. 특성에서페이지에서미리선택할옵션에따라 findResource  (1), specific  (2) 또는

previousServiceResource  (3)을입력하거나 selectedTriageOption 변수를선택하여특성값을설정하십시오.

기본적으로첫번째옵션이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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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오류메시지로약속오류파악및문제해결

이제 Lightning Scheduler 플로에서유효성검사규칙및트리거가지원됩니다. 서비스약속개체에서유효성규칙

을만들경우유효성규칙에적용되는오류메시지를추가할수있습니다. 해당오류메시지는약속을생성하거

나업데이트하는동안오류에상관없이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지를대체합니다.

간편한서비스약속

이제서비스약속수정빠른작업을서비스약속레코드페이지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작업은제공된아웃

바운드약속수정표준플로템플릿을시작합니다. 사용자정의플로를사용하여약속을수정하는경우서비스

약속수정빠른작업을편집하고사용자정의플로에연결하십시오.

사용자가이미취소된약속을수정하거나취소할수있도록만들어혼란방지

사용자가이미취소된서비스약속을수정하거나취소하려고하면 Lightning Scheduler에작업을수행할수없다

고명시된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

고급시간슬롯페이지로모바일장치에서더나은사용자환경제공

이제고급시간슬롯페이지를다양한모바일장치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다양한표시크기나방향을자동으

로인식하고그에따라페이지가표시됩니다.

가장빠른시간에사용가능한서비스리소스선택

이제플로의서비스리소스페이지에서서비스리소스가다음에가능한가장빠른가용성날짜및시간순서대

로나열됩니다. 가장빠른날짜나시간에사용할수있는서비스리소스가목록의맨위에위치합니다. 날짜는기

본시간대특성에설정된시간대를기준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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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앞선약속예약

이제서비스리소스페이지에현재날짜를기준으로다음 31일동안의리소스가용성이나타납니다. 기존에는

28일이었습니다.

구성요소가시성필터로더욱동적인약속플로화면만들기

이제 Lightning Scheduler 플로구성요소가구성요소가시성조건을존중합니다. 약속예약동안사용자가선택한

옵션을기반으로구성요소를표시하거나숨기도록규칙을정의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약속검토페이지에

서사용자에게사용자등록번호사본을휴대하도록알리는메시지가포함된텍스트표시구성요소를추가한

다음, 규칙을만들어사용자가약속예약과정에서비즈니스뱅킹작업유형그룹을선택하는경우에만구성요

소를표시하십시오.

검색

검색은 Salesforce 조직에서관련정보를찾는사용자에게인텔리전스와효율성을제공합니다. 사용자는원하는레

코드를보다쉽게찾고검색결과페이지에서바로과업을완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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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더많은개체에대한검색결과가져오기

조직에서더많은개체와필드를검색할수있습니다.

더많은개체에대한검색결과가져오기

조직에서더많은개체와필드를검색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러한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이제다음개체를검색할수있습니다.

위치제품 영역개체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알레르기과민증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Commerce Cloud비동기작업로그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인가신청자산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인가신청장소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인가위치접근일정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은행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혜택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혜택유형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지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지점비즈니스구성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지점고객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지점관련레코드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버스규제인가유형종속성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진료관찰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케어관찰구성요소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케어수행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경고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엔카운터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엔카운터진단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엔카운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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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제품 영역개체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엔카운터제공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엔카운터이유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엔카운터서비스요청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서비스요청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임상서비스요청세부사항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고객속성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진단요약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상거래(B2B)게스트구매자프로필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헬스케어시설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건강상태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검사평가지표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검사유형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상호작용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Financial Services Cloud상호작용요약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Commerce Cloud위치그룹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구성원통화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프로그램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프로그램통화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프

로모션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계층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계층혜택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충성도계층그룹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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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제품 영역개체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약물요청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약물설명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구성원혜택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네트워크참조개체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Commerce Cloud주문요약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환자건강반응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환자면역조치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환자의료절차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환자의료절차세부사항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환자약물용량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개인시험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Health Cloud개인언어

설정에서사용가능.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공공부문솔루션다각형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사전신청참조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Manufacturing Cloud프로그램환급유형필터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Manufacturing Cloud프로그램환급유형지급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Manufacturing Cloud프로그램환급유형지급소

스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프로모션세분시장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민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Manufacturing Cloud환급구성원제품집계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인가유형제품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기관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코드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코드평가지표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코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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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제품 영역개체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트랜잭션요금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규제트랜잭션요금항목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Commerce CloudShipment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교육과정참가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교육과정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Sales Cloud비디오통화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Sales Cloud비디오통화참가자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Sales Cloud비디오통화녹음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위반단속집행작업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위반유형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공공부문솔루션위반유형평가지표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바우처

Lightning Experience의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충성도관리바우처정의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에서개체별검색가능필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Classic에서개체별검색가능필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Work.com

비즈니스, 직원, 시설을준비시킵니다. Work.com의앱및서비스를사용하여현재코로나19 위기와같은주요이벤트

에대응합니다.

최신업데이트는 Work.com 릴리스노트를참조하십시오. Work.com 릴리스노트

서비스

더스마트한 Service Cloud를기대하세요. 새로운성과표에있는 Einstein 기사권장사항모델을사용하고 Einstein Bots

의표준및사용자정의개체에서데이터를제공하십시오. Field Service는모바일작업자도착시지점간예측라우팅,

교대근무와일치하는약속, 알림을사용해일정경험을간소화합니다. Service Setup Assistant, Service Cloud 음성, Knowledge

의설정고급기능및새로운생산성도구를사용해고객에게좀더많은시간을집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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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Service용 Einstein

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와 Salesforce 레코드의데이터를표시하는기능을사용하여 Einstein Bots에대한신

뢰를구축합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성과표를사용하여예측모델의데이터를개선할수있는부분을식별

합니다. Einstein에서적은수의종료된채팅기록을기반으로채팅회신을추천할수있습니다. Bot 입력및기타

Service용 Einstein 기능에대한다중언어지원을통해글로벌도달범위를확장합니다.

Field Service

고급서비스점검반복(정식출시)을통해더스마트하게작업하여매일, 매주, 매월, 매년반복되는일정에따라

개별자산에대한서비스점검작업규칙을만듭니다. 교대근무패턴을사용하여반복일정을정의하면관리자

가일반적인교대근무를빠르게만들고할당할수있습니다. 교대근무에예약기준을추가하여올바른유형의

약속을올바른리소스에일치시킵니다.

Service Setup Assistant

Service Cloud를시작하는가장빠른방법에많은기능이포함되어있어이제고객에게더많은시간을집중할수

있습니다. 새로운업데이트도구를사용해한번의클릭으로 Chat 및 Messaging 채널, 옴니채널, Knowledge, 사례병

합, 사례상태자동화등과같은최신기능을구성하십시오. 관리자는새연습을통해빠른텍스트와매크로를익

힐수있습니다.

채널

음성설정이더욱빨라지고자동화되어상담센터를빠르게시작및실행할수있습니다. 고객에게통화대기대

신콜백을요청할수있는옵션을제공합니다. 이제음성이 High-Velocity Sales와통합되어세일즈담당자가더많

은고객에게연락할수있습니다. 새메타데이터옵션을사용하여 Messaging 템플릿을특정채널에연결합니다.

Knowledge

Service Setup Assistant를사용하여빠르고쉽게첫 Knowledge 설정을구성합니다. 이미지에화면판독기용텍스트

캡션을추가합니다. 이메일에첨부파일이포함된기사를추가하는경우기존에첨부된파일을유지하고, 해당

기사가업데이트되면즐겨찾는기사의최신버전을표시합니다.

라우팅

대화종료후에이전트에작업을마무리할시간을제공하는대화후작업(파일럿)

사례관리

특정사례관련알림에대한조직의기본발신주소를선택하고, 사전빌드된권리설정프로세스를사용자정의

하여까다로운권리설정프로세스를건너뛰며, 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을사용해사용자가소유하지않은프

로필을보지못하도록제한합니다. 탭전환을사용해 Lightning 앱빌더를앞뒤로전환하지않고탭전체에매크

로를만들수있으며, Winter '21 Email-to-Case 릴리스업데이트실행날짜가확장되어관리자에게조직을준비할

시간이더주어집니다.

Service Cloud 기타변경사항

CTI 사용자에대한프로필필터링을사용해조직을더안전하게유지합니다.

Service용 Einstein
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와 Salesforce 레코드의데이터를표시하는기능을사용하여 Einstein Bots에대한신뢰를

구축합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성과표를사용하여예측모델의데이터를개선할수있는부분을식별합니다.

Einstein에서적은수의종료된채팅기록을기반으로채팅회신을추천할수있습니다. Bot 입력및기타 Service용

Einstein 기능에대한다중언어지원을통해글로벌도달범위를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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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Einstein Bots

기본제공오류처리를통해신뢰를구축하십시오. Bot을만들어개체검색을사용하는표준또는사용자정의개

체의데이터를제공합니다. 기사답변을사용하여 Knowledge 기사의정보를고객에게신속히제공합니다. 모든

Bot의 Intent 모델을업데이트하면순식간에자연어처리를시작할수있습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

기사권장사항에는모델성과표가제공되며 7개언어로지원됩니다.

Einstein 회신권장사항

적은수의채팅기록으로시작하고하나의비영어언어로에이전트에게회신을제안합니다(파일럿).

Einstein 음성마무리

에이전트가 Einstein 음성통화마무리를사용하여통화세부사항을빠르고쉽게캡처할수있습니다(파일럿).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Einstein

Einstein Bots
기본제공오류처리를통해신뢰를구축하십시오. Bot을만들어개체검색을사용하는표준또는사용자정의개체

의데이터를제공합니다. 기사답변을사용하여 Knowledge 기사의정보를고객에게신속히제공합니다. 모든 Bot의

Intent 모델을업데이트하면순식간에자연어처리를시작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를사용하여고객신뢰구축

이제 Bot에서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를사용할경우대화중발생한오류에대해쉽게알수있습니다. 사

전구축된시스템대화상자에는친숙한메시지가포함되어있으며고객에게항상훌륭한 Bot 환경을제공할수

있도록해당메시지를에이전트에게전송합니다. 이대화상자를 Bot의언어또는사용자정의오류경로에맞게

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입력추천및의도집합용입력추천을다중언어로지원하여의도모델확장(베타)

Bot 지원언어를사용하여입력추천을통해 Bot의의도모델을강화합니다. 고객의말과언어로 Bot을교육하면

향상된고객경험을만들고강력한의도추천을제공합니다. 입력추천은새로운의도에대한많은발화를구축

하거나기존의도를강화하기위해중요발화를권장하는데적합합니다. 이제의도집합내에서입력추천을사

용하여발화를 Bot 간공유할발화를생성할수있습니다.

기사답변을사용하여빠르게답변찾기(파일럿)

고객이질문을하면의도와일치하지않는경우기사답변에서 Knowledge 기사의권장답변을제공합니다. 회사

의음성, 필드, Knowledge 범주에맞게기사답변을조정할수있습니다. 이벤트로깅을통해미리작성된사용자

의견캡처는고객의기사에대한의견을실시간으로수집합니다.

포함된의도데이터를사용하여템플릿 Bot 강화(베타)

템플릿 Bot이포함된의도데이터를사용하면훨씬더스마트해집니다. 이제 Bot이백그라운드에서모델을구축

하여고객입력을즉시처리할수있습니다. 또한새백그라운드가이드는각구성요소에대한상세보기를제공

하므로훌륭한봇환경을구축하는방법을배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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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검색을사용하여레코드에서정보전달(베타)

개체검색을활성화하면봇이 Salesforce 내의개체를읽을수있으므로고객을만족시킬수있는기회가무한하게

생성됩니다. 논리를사용하면검색을정의하고관리자가병합필드구문을사용하여대화에서최대 3개의레코

드를전달할수있습니다. 개체검색을사용하면 Bot이고객에게직접데이터를전달할수있습니다. 마지막 3개

의주문을표시하거나, 사용자정의개체의예정된약속을업데이트하거나, 사용자의견레코드를만들수있습

니다.

대화상자복제를통해 Bot을빠르게구성

대화상자및대화상자단계를복제하면관리자가 Bot을보다빨리설정할수있습니다. Bot이있을경우대화상

자및대화상자단계를복제하여새대상그룹을위한유사한대화상자를만들수있습니다.

Bot 교육에서의도집합으로발화승격

클릭한번으로 Bot을교육하고새발화를의도집합과공유할수있습니다. 고객테스트입력을직접의도집합

에통합하여의도데이터를이식할수있습니다. 이제클릭몇번으로 Bot 교육의발화를 Bot 대화상자의도또는

의도집합으로재분류할수있습니다. 프로덕션및 Sandbox Bot 간에또는여러 Bot 간에고객입력데이터를쉽게

공유합니다.

더적은발화로의도모델구축

레코드시간내에강력한의도모델을만듭니다. 성공적인모델을만들기위해서는데이터가가장중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편향된데이터집합은 Bot 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의도당발화가 20개가되면 Bot에서

Einstein을사용할수있습니다. Bot은의도당 50개이상의발화로시작하여 Bot의각의도간균등하게균형을이루

는의도를식별할수있습니다. Bot은백그라운드향상을통해발화권장사항을 150개에서 50개로줄였으며이제

데이터집합불균형을자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Bot 언어를업데이트하여세계화

Einstein Bots의업데이트된언어지원을통해더많은전역대상그룹에도달할수있습니다. 이제브라질포르투

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버전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새메트릭을사용하는 Bot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새시간기반메트릭은표준보고를확장합니다. Bot 성능데이터가이동하므로매일사용하는솔루션에서훌륭

한 Bot 보고서및대시보드를작성할수있습니다.

Einstein Bots의 Shield Platform Encryption을통한보안강화

이제 Shield Platform Encryption을사용하여 MlIntentUtteranceSuggestion 개체의발화필드를암호화합니다. 이필드에

는의도모델에추가할고객제안및관리자가 Bot 개요페이지의 Einstein Bots 대화데이터저장을선택할경우의

데이터가포함됩니다. 이필드는대/소문자를구분하지않는결정적암호화만지원합니다.

Bot 옵션메뉴동작이변경됨

이제관리자는전송옵션을제공하기위해 Bot 옵션메뉴에에이전트에전송대화상자를추가할수있습니다. 이

전에는 Bot 옵션메뉴가활성화되어있고할당된대화상자가없는경우메뉴에에이전트에전송하는옵션이표

시되었습니다. 이옵션은사용자정의라우팅동작을따르지않았으며일관적이지않은고객경헙을제공했습

니다. 이직접전송은 Spring '21부터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대화보안유지: Bot HIPAA 및 SOC2 준수

고객과의신뢰를높이기위해 Einstein Bots가이제 Chat 채널에서 HIPAA 및 SOC2를준수합니다. 헬스케어산업고객

은채팅을통해안전한대화를할수있습니다. 또한 Bot은이제 SOC2에서설정한데이터기밀성과개인정보보

호기준을능가합니다. 이제 Bot 인프라가대화데이터에서최고의보안, 가용성, 처리무결성기준을충족합니다.

기타 Einstein Bots의개선사항

Einstein Bots를업데이트하여최신상태로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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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를사용하여고객신뢰구축

이제 Bot에서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를사용할경우대화중발생한오류에대해쉽게알수있습니다. 사전

구축된시스템대화상자에는친숙한메시지가포함되어있으며고객에게항상훌륭한 Bot 환경을제공할수있도

록해당메시지를에이전트에게전송합니다. 이대화상자를 Bot의언어또는사용자정의오류경로에맞게사용자

정의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는기본적으로새 Bot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대화상자옆의드롭다운을클릭

하고오류처리기로설정을선택하면기존 Bot에서대화상자를오류처리기로할당할수있습니다. 한번에하나의

대화상자만오류처리기로할당할수있습니다.

입력추천및의도집합용입력추천을다중언어로지원하여의도모델확장(베타)

Bot 지원언어를사용하여입력추천을통해 Bot의의도모델을강화합니다. 고객의말과언어로 Bot을교육하면향상

된고객경험을만들고강력한의도추천을제공합니다. 입력추천은새로운의도에대한많은발화를구축하거나

기존의도를강화하기위해중요발화를권장하는데적합합니다. 이제의도집합내에서입력추천을사용하여발

화를 Bot 간공유할발화를생성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Einstein Bots 기본페이지에서입력추천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입력추천을실행하려면새의도에서권장사

항가져오기를클릭하거나발화옆의유사찾기를클릭합니다. 관리자는발화옆에있는유사찾기를클릭하여의

도집합내에서입력추천을시작할수있습니다.

입력추천을활성화하려면프로필에 Chat 기록개체에모든액세스보기가있어야합니다. 고품질추전을제공하려

면입력추천에최소한 10,000개이상의 Chat 기록레코드가있어야합니다.

주: 이베타기능사용은협약및조건의베타서비스조건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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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답변을사용하여빠르게답변찾기(파일럿)

고객이질문을하면의도와일치하지않는경우기사답변에서 Knowledge 기사의권장답변을제공합니다. 회사의

음성, 필드, Knowledge 범주에맞게기사답변을조정할수있습니다. 이벤트로깅을통해미리작성된사용자의견캡

처는고객의기사에대한의견을실시간으로수집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파일럿에대한자세한내용을확인하려면 Salesforce 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주: 선택된고객에게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이기능을제공하며,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지않

습니다. 일반적으로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이

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

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포함된의도데이터를사용하여템플릿 Bot 강화(베타)

템플릿 Bot이포함된의도데이터를사용하면훨씬더스마트해집니다. 이제 Bot이백그라운드에서모델을구축하

여고객입력을즉시처리할수있습니다. 또한새백그라운드가이드는각구성요소에대한상세보기를제공하므

로훌륭한봇환경을구축하는방법을배울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새로운 bot 사용자는 Bot 기본페이지에서새 Bot 만들기를클릭해안내설정을실행합니다. 기존 bot을사용하

는사용자는 Bot 기본페이지에서새로만들기를클릭하면됩니다. 의도데이터는새로만든 Bot에만포함됩니다.

주: 이베타기능사용은협약및조건의베타서비스조건이적용됩니다.

개체검색을사용하여레코드에서정보전달(베타)

개체검색을활성화하면봇이 Salesforce 내의개체를읽을수있으므로고객을만족시킬수있는기회가무한하게생

성됩니다. 논리를사용하면검색을정의하고관리자가병합필드구문을사용하여대화에서최대 3개의레코드를

전달할수있습니다. 개체검색을사용하면 Bot이고객에게직접데이터를전달할수있습니다. 마지막 3개의주문을

표시하거나, 사용자정의개체의예정된약속을업데이트하거나, 사용자의견레코드를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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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주: 이베타기능사용은협약및조건의베타서비스조건이적용됩니다.

작업대화상자단계를추가하고개체검색을작업유형으로선택합니다.

주: 개체검색은다음표준개체를지원합니다. 계정, 사례, 연락처, 계약, Knowledge, 리드, 기회, 주문, 과업

대화상자복제를통해 Bot을빠르게구성

대화상자및대화상자단계를복제하면관리자가 Bot을보다빨리설정할수있습니다. Bot이있을경우대화상자

및대화상자단계를복제하여새대상그룹을위한유사한대화상자를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대화상자드롭다운에서복제를선택하면대화상자를복제할수있습니다. 대화상자단계의 아이콘을클

릭하여특정대화상자단계를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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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교육에서 의도집합으로발화승격

클릭한번으로 Bot을교육하고새발화를의도집합과공유할수있습니다. 고객테스트입력을직접의도집합에통

합하여의도데이터를이식할수있습니다. 이제클릭몇번으로 Bot 교육의발화를 Bot 대화상자의도또는의도집

합으로재분류할수있습니다. 프로덕션및 Sandbox Bot 간에또는여러 Bot 간에고객입력데이터를쉽게공유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모델관리페이지에서 Bot 교육탭에액세스합니다. 의도집합으로승격하려면발화에서재분류를클릭합니

다.

더적은발화로의도모델구축

레코드시간내에강력한의도모델을만듭니다. 성공적인모델을만들기위해서는데이터가가장중요합니다. 불

완전하거나편향된데이터집합은 Bot 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의도당발화가 20개가되면 Bot에서 Einstein

을사용할수있습니다. Bot은의도당 50개이상의발화로시작하여 Bot의각의도간균등하게균형을이루는의도를

식별할수있습니다. Bot은백그라운드향상을통해발화권장사항을 150개에서 50개로줄였으며이제데이터집합

불균형을자동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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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언어를업데이트하여 세계화

Einstein Bots의업데이트된언어지원을통해더많은전역대상그룹에도달할수있습니다. 이제브라질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버전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Bot 언어를설정해야합니다. 새 Bot 설정플로동안새로운 Bot의언어를선택할수있으며, Bot 개요페이지의

Bot 정보섹션을편집하여기존에생성한 Bots에언어를할당할수도있습니다.

주: 이베타기능사용은협약및조건의베타서비스조건이적용됩니다.

새메트릭을사용하는 Bot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새시간기반메트릭은표준보고를확장합니다. Bot 성능데이터가이동하므로매일사용하는솔루션에서훌륭한

Bot 보고서및대시보드를작성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관리자는대화정의세션, 대화정의대화상자일일메트릭, 대화정의대화상자시간별메트릭개체를사용

하여표준보고서를만들수있습니다. 표준보고서를만들려면먼저개체가포함된보고서유형을만들어야합니

다. 보고서유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용자정의보고서유형만들기를참조하십시오. Bot 성능대시보드의메트

릭은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Tableau CRM 및 Einstein Bots를사용하는경우앱시작관리자에서 Analytics Studio 앱을방문하여 Chatbot Analytics v2 대시

보드를볼수있습니다. 원래대시보드는더이상 Bot Builder의성능탭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Einstein Bots의 Shield Platform Encryption을통한보안강화

이제 Shield Platform Encryption을사용하여 MlIntentUtteranceSuggestion 개체의발화필드를암호화합니다. 이필드에는

의도모델에추가할고객제안및관리자가 Bot 개요페이지의 Einstein Bots 대화데이터저장을선택할경우의데이터

가포함됩니다. 이필드는대/소문자를구분하지않는결정적암호화만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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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Trailhead 의지침을사용하여 Shield Platform Encryption을설정할수있습니다. Shield Platform Encryption 설정및관

리활성화한후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암호화정책을입력한다음, 필드암호화를클릭한후편집을클릭하여

발화필드를확인합니다.

Shield Platform Encryption 작동방법에서 Shield Platform Encryption에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오.

Bot 옵션메뉴 동작이변경됨

이제관리자는전송옵션을제공하기위해 Bot 옵션메뉴에에이전트에전송대화상자를추가할수있습니다. 이전

에는 Bot 옵션메뉴가활성화되어있고할당된대화상자가없는경우메뉴에에이전트에전송하는옵션이표시되

었습니다. 이옵션은사용자정의라우팅동작을따르지않았으며일관적이지않은고객경헙을제공했습니다. 이

직접전송은 Spring '21부터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대화보안유지: Bot HIPAA 및 SOC2 준수

고객과의신뢰를높이기위해 Einstein Bots가이제 Chat 채널에서 HIPAA 및 SOC2를준수합니다. 헬스케어산업고객은

채팅을통해안전한대화를할수있습니다. 또한 Bot은이제 SOC2에서설정한데이터기밀성과개인정보보호기준

을능가합니다. 이제 Bot 인프라가대화데이터에서최고의보안, 가용성, 처리무결성기준을충족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Einstein Bots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Einstein Bots는 Service Cloud 및 Chat 사용자라이센스를모두가지고있는 Salesforce 조직또는디지털참여사용

자라이센스를보유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각조직은매월구독이활성화된각각의 Chat 또

는디지털참여사용자에대해 25가지의 Einstein Bots 대화가제공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응용프로그램사용

자정의, 메타데이터수정또는 Bot 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Einstein Bots가이제 Chat(앱내및웹)과 Messaging에서 HIPAA를준수합니다. 베타와파일럿기능은 HIPAA를준수

하지않습니다. 모든채널에서 SOC 2 준수를사용할수있습니다.

준수에대한자세한정보는 Salesforce Trust 사이트나 Einstein 플랫폼준수사이트를참조하십시오.

기타 Einstein Bots의개선사항

Einstein Bots를업데이트하여최신상태로유지하십시오.

• Chat 채널이포함된 Einstein Bots의시간초과동작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종사용자가에이전트에게전송을

요청하면 Bot은최대 30분의시간제한까지연결을시도합니다. 시간제한이끝날때까지사용가능한에이전트

가없는경우전송이종료됩니다.

• Messaging 채널이포함된 Einstein Bots의전송동작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Bot이에이전트에게연결하

기전에 "We’re transferring you to an agent(에이전트에게연결하는중입니다)" 메시지를보냈습니다. 이메시지가제

거되었으며관리자는연결을관리하는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를구성할수있습니다. 오류처리기에대한자

세한내용은시스템 Bot 대화이해를참조하십시오.

Einstein 기사 권장사항

기사권장사항에는모델성과표가제공되며 7개언어로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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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모델성과표의인사이트를사용하여정확성향상

Einstein에서에이전트가사례를마감하는데도움이되는기사를추천하기위해서는학습할풍부한사례및

Knowledge 데이터가많이필요합니다. Einstein에서는데이터및예측모델의효과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

도록모델성과표를생성합니다. 데이터를구체화하고권장사항을개선할수있는기회가있는위치를한눈에

알수있습니다.

7개언어로 Einstein 기사권장사항제공(정식출시)

비즈니스를국내및해외에서운영할경우 Einstein이고객의문의와일치하는언어로기사를추천하도록합니다.

이제기사권장사항은영어외에도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사용할

수있습니다.

모델성과표의인사이트를사용하여정확성향상

Einstein에서에이전트가사례를마감하는데도움이되는기사를추천하기위해서는학습할풍부한사례및 Knowledge

데이터가많이필요합니다. Einstein에서는데이터및예측모델의효과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모델성

과표를생성합니다. 데이터를구체화하고권장사항을개선할수있는기회가있는위치를한눈에알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Einstein에서모델을재교육하거나재구축할경우성과표가업데이트됩니다.

설정의 Einstein 기사권장사항에서모델성과표탭을엽니다. 성과표의왼쪽에는모델정확성및품질(1)이표시됩니

다. 오른쪽에서는데이터에대한자세한내용(사례및기사간겹치는용어의수(2), 선택한사례필드가채워지는정

도(3), 언어당사례-기사첨부수(4))을확인할수있습니다. 결과를통해데이터가정확한권장사항에기여하는부분

과개선할수있는부분을이해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모델및데이터품질에대해알아보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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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언어로 Einstein 기사권장사항제공(정식출시)

비즈니스를국내및해외에서운영할경우 Einstein이고객의문의와일치하는언어로기사를추천하도록합니다. 이

제기사권장사항은영어외에도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사용할수있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Einstein 기사권장사항을막시작하는경우지원되는 7개언어중하나로된 Knowledge 문서가 3개이상필요합

니다. 설정에서 Einstein에서사용할언어를선택합니다. 이미 Einstein 기사권장사항을사용중이거나다중언어파일

럿에참여한경우언어가사전에선택됩니다. 설정에서선택한항목을변경하고모델을재구축할수있습니다.

Einstein에서는기사를추천하기위해자연어처리(NLP)를사용합니다. Einstein은사례의언어를감지하고언어필드

의 Knowledge 기사버전을확인합니다. 다중언어추천작동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 사례언어가지원될경우* Einstein에서해당언어로된관련기사를추천합니다.

• 사례언어가지원될경우* Einstein에서 Knowledge 마스터언어로된관련기사를추천합니다.

• 사례및 Knowledge 마스터언어가지원되지않을경우* 영어가선택언어이며 Einstein에서관련영어기사를추천

합니다.

*지원되는언어는다음과같습니다.

• Einstein 기사권장사항을지원하는언어중하나: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 Knowledge 설정에서활성으로설정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기사권장사항준비(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instein 회신 권장사항

적은수의채팅기록으로시작하고하나의비영어언어로에이전트에게회신을제안합니다(파일럿).

이섹션에서는:

채팅에이전트가 16개언어중하나로응답가능(파일럿)

채팅및메시징에이전트가비즈니스를수행하는위치를반영하는제안응답을제공합니다. 지원되는단일비

영어언어로종료된채팅기록이 10,000개이상인경우 Einstein에서해당언어로회신을추천할수있습니다. 지원

되는언어는아랍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

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터키어, 러시아어입니다.

적은수의기록으로시작하여회신늘리기

조직에영어를사용하여종료된채팅기록이 1,000개가있는경우 Einstein 회신권장사항을시작합니다. 이전에

는 Einstein에서모델을구축하고에이전트에게회신을제안하기위해 10,000개이상의기록이필요했습니다.

Einstein은회신템플릿의초기목록을생성하고나중에목록을한번새로고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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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이전트가 16개언어중하나로응답가능(파일럿)

채팅및메시징에이전트가비즈니스를수행하는위치를반영하는제안응답을제공합니다. 지원되는단일비영어

언어로종료된채팅기록이 10,000개이상인경우 Einstein에서해당언어로회신을추천할수있습니다. 지원되는언

어는아랍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터키어, 러시아어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추천된회신은이전채팅대화내용에근거하며 Einstein이생성하고사용자가승인한목록에서나옵니다. 이

단일언어파일럿은여러언어로된회신추천을위한첫번째단계입니다. 지원되는비영어언어로회신을추천하

려면 Einstein에는대상언어로된대부분의채팅에서 10,000개의종료된채팅이필요합니다. 일부채팅이다른언어

로되어있어도괜찮습니다. 종료된채팅수가부족하거나채팅이너무짧을경우예측모델을만들수있는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회신권장사항준비(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적은수의기록으로시작하여회신늘리기

조직에영어를사용하여종료된채팅기록이 1,000개가있는경우 Einstein 회신권장사항을시작합니다. 이전에는

Einstein에서모델을구축하고에이전트에게회신을제안하기위해 10,000개이상의기록이필요했습니다. Einstein은

회신템플릿의초기목록을생성하고나중에목록을한번새로고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Einstein에서일반적인회신목록을생성하려면영어를사용하여 4번이상채팅을주고받은종료된채팅기록

이 1,000개필요합니다. Einstein에서학습할수있는채팅기록을확인하려면 Einstein 회신권장사항준비를참조하십

시오.

사용가능한기록이충분한경우설정에서 Einstein 회신권장사항을활성화합니다. 그후예측모델을구축하고초

기회신템플릿에서빠른텍스트로회신을게시합니다. 학습할종료된채팅이 10,000개인경우 Einstein이모델을재

구축하고회신템플릿목록을새로고칩니다. 템플릿을검토하고새회신을게시하면에이전트가더많은응답을

즉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회신권장사항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권장하려는 Einstein에대한회신게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Einstein 음성 마무리

에이전트가 Einstein 음성통화마무리를사용하여통화세부사항을빠르고쉽게캡처할수있습니다(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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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Einstein 음성마무리를통해간편하게통화완료(파일럿)

Einstein 음성마무리는고객과의대화가발생할때마다이를분석하고과거 Service Cloud 음성통화를기반으로필

드업데이트를제안합니다. 지원에이전트가통화를전달하거나완료할경우 Einstein을사용하면필드값을즉시

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Einstein 음성마무리를통해간편하게통화완료(파일럿)

Einstein 음성마무리는고객과의대화가발생할때마다이를분석하고과거 Service Cloud 음성통화를기반으로필드

업데이트를제안합니다. 지원에이전트가통화를전달하거나완료할경우 Einstein을사용하면필드값을즉시업데

이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되며 Service Cloud 음성

이필요합니다.

이유: Einstein 음성통화마무리는 Einstein 사례분류및 Einstein 사례마무리(파일럿)와마찬가지로필드값에대한업

데이트를제안합니다. 그러나사례분류및사례마무리에서는사례레코드에대한필드업데이트를권장합니다.

그와반대로 Einstein 음성통화마무리는완료된통화로부터학습하여음성통화필드에대한업데이트를제안합니

다.

방법: 권장사항은 Einstein 필드권장사항구성요소에표시되며, 이는 Lightning Service Console 음성통화레이아웃또

는사용자가선택한 Lightning 앱에추가할수있습니다. 에이전트는 Einstein 권장사항가져오기를클릭하여예측을

본다음권장업데이트를검토하고저장할수있습니다. 녹색점은예측이포함된필드를나타냅니다.

이파일럿에등록하려면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Einstein 음성통화마무리를설정할때 Einstein에

서추천할음성통화필드를선택합니다.

Field Service
고급서비스점검반복(정식출시)을통해더스마트하게작업하여매일, 매주, 매월, 매년반복되는일정에따라개

별자산에대한서비스점검작업규칙을만듭니다. 교대근무패턴을사용하여반복일정을정의하면관리자가일

반적인교대근무를빠르게만들고할당할수있습니다. 교대근무에예약기준을추가하여올바른유형의약속을

올바른리소스에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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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사전정의된교대근무패턴을통해신속하게교대근무만들기

빠른단일작업으로정기적으로예정된교대근무패턴을생성하고시간을절약합니다. 교대근무관리자는주

별정기근무시간등패턴을선택하여서비스리소스또는서비스영역에대한교대근무를대량생성할수있습

니다. 반복할패턴을설정하거나날짜범위를지정하십시오.

기준을충족하는약속에교대근무지정

현장서비스근무자에대한교대근무일정을정밀하게조정합니다. 예를들어긴급약속에만긴급대기교대근

무를지정할수있습니다. 서비스약속필드값을기반으로필터를생성한다음, 기존과일치하는약속만일정이

예약되도록교대근무에필터를추가할수있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교대근무관리추가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서교대근무를관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들이교대근무를보고관리할수있도록

Experience Cloud 사이트나포털에교대근무를추가하십시오.

제품캠페인관리

제품리콜, 수동펌웨어업그레이드, 안전또는규정준수감사에대한제품추적, 투명성및도달범위를개선하

는동시에비용을줄일수있습니다.

고객에게서비스작업권한제공

고객이작업주문에대한전체권한을부여받고권한에포함되지않는무료작업주문을제공하지않도록합니

다. 권한별작업주문필드에서동의한작업주문수를추적합니다. 남은작업주문필드에서여전히사용가능한

수를추적합니다.

고객의자산을제공하거나서비스하는사람확인

서비스관리자는자산을제공하고서비스하는계정을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관련목록에는각자산을제공

하는사람과서비스하는사람의세부사항이표시됩니다.

소비제품에대한추가가격세부사항확인

서비스관리자는소비제품세부사항에표시된정가, 소계, 할인, 총가격을통해가격및할인을보다효과적으

로조정할수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점검반복을통한사전계획

이제서비스관리자가매일, 매주, 매월, 매년반복되는자세한서비스점검활동을서비스점검작업규칙을만

들수있습니다. 서비스점검계획에적용할규칙을설정하고개별자산에대한규칙을사용하여서비스점검을

보다정확하게제어합니다.

서비스점검계획에대한추가세부사항기록

메모는직원이정리할수있도록서식있는텍스트, 목록, 이미지를제공합니다. 이제서비스점검계획에서메모

관련목록을사용할수있습니다.

계약행항목에대한추가세부사항확인

이제서비스관리자및작업자가계약항목에대한위치, 서비스가수행되는장소및파일관련목록을볼수있

습니다.

ProductConsumed 및 ProductRequired를위해 PK 청크지원추가

PK 청크를사용하면 ProductConsumed 및 ProductRequired 개체에서대량데이터집합을추출하기위해 API를사용

하는동안성능및안정성이더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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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서비스권한집합에대한변경사항

Salesforce는게스트사용자에대해모든개체의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개체권한을제거합니다. 게스트

사용자는개체읽기와만들기권한만가질수있습니다. 이변경사항으로인해게스트사용자가 Field Service 셀

프서비스권한집합에서제거될수있습니다. 이경우, FSL 동작편집개체권한을수동으로제거하고관련사용

자에게셀프서비스권한을재할당할수있습니다.

Field Service Scheduling

지점간예측라우팅을통해보다정확한이동시간을계산합니다. 최적화인사이트를한눈에확인합니다. 관련

서비스약속을교대근무에일치시키는기준으로일정을개선합니다.

Field Service 모바일앱

Briefcase Builder를사용하여사용자및그룹이오프라인으로전환하기전에이들과더많은데이터를공유합니다.

모바일작업자의도착을추적하고서비스약속을준비합니다. 빠른작업을사용하여서비스약속상태를신속

하게업데이트합니다.

사전정의된교대근무패턴을통해신속하게교대근무만들기

빠른단일작업으로정기적으로예정된교대근무패턴을생성하고시간을절약합니다. 교대근무관리자는주별

정기근무시간등패턴을선택하여서비스리소스또는서비스영역에대한교대근무를대량생성할수있습니다.

반복할패턴을설정하거나날짜범위를지정하십시오.

적용조건: 교대근무패턴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먼저기간이나직무프로필을설정하는교대근무템플릿을생성한다음, 해당템플릿을참조하는교대근무

패턴을정의합니다. 패턴작업에서새로만들기를사용하여반복교대근무나날짜정의교대근무를생성합니다.

경우에따라서비스영역이나서비스리소스또는둘모두를할당하여간단하게일정을작성할수있습니다.

Connect REST API 및 Connect in Apex는패턴으로교대근무를생성하는작업을지원합니다.

기준을충족하는약속에교대근무지정

현장서비스근무자에대한교대근무일정을정밀하게조정합니다. 예를들어긴급약속에만긴급대기교대근무

를지정할수있습니다. 서비스약속필드값을기반으로필터를생성한다음, 기존과일치하는약속만일정이예약

되도록교대근무에필터를추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기능은이 Field Service 관리패키지가설치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레코드집합필터기준개체에서필터를만들고, 선택한서비스약속필드값과일치하는필터조건을추가합

니다. 예를들어긴급필드가선택된조건을추가하여긴급약속필터를생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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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긴급대기또는저녁교대근무를생성하거나편집할때레코드집합필터기준필드에서긴급약속필터를선

택할수있습니다. 일정및최적화시교대근무필터기준을사용하여긴급약속일정만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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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loud 사이트에교대근무관리추가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서교대근무를관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들이교대근무를보고관리할수있도록 Experience

Cloud 사이트나포털에교대근무를추가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Field Service 및 Experience Cloud가설치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제품캠페인관리

제품리콜, 수동펌웨어업그레이드, 안전또는규정준수감사에대한제품추적, 투명성및도달범위를개선하는

동시에비용을줄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방법: Salesforce 조직이 Spring ’21 전에생성된경우제품서비스캠페인항목관련목록을제품서비스캠페인에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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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상의제품에대한제품캠페인을만든후 Salesforce를사용하여영향을받는자산을식별합니다. 이후작업주

문을만들고주문을반환하여캠페인을실행합니다. 작업주문상태를추적하여캠페인이성공적으로완료되었는

지확인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제품캠페인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페이지레이아웃에파일관련목록추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제품캠페인관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고객에게서비스작업권한제공

고객이작업주문에대한전체권한을부여받고권한에포함되지않는무료작업주문을제공하지않도록합니다.

권한별작업주문필드에서동의한작업주문수를추적합니다. 남은작업주문필드에서여전히사용가능한수를

추적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방법: Salesforce 조직이 Spring ’21 전에생성된경우권한별작업주문및남은작업주문필드를권한에추가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권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권리사용자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페이지레이아웃에파일관련목록추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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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자산을제공하거나서비스하는사람확인

서비스관리자는자산을제공하고서비스하는계정을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관련목록에는각자산을제공하는

사람과서비스하는사람의세부사항이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계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소비제품에대한추가가격세부사항확인

서비스관리자는소비제품세부사항에표시된정가, 소계, 할인, 총가격을통해가격및할인을보다효과적으로

조정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재고소비지침(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고급서비스점검반복을통한사전계획

이제서비스관리자가매일, 매주, 매월, 매년반복되는자세한서비스점검활동을서비스점검작업규칙을만들수

있습니다. 서비스점검계획에적용할규칙을설정하고개별자산에대한규칙을사용하여서비스점검을보다정

확하게제어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시기: Spring ’21 릴리스이전에생성된 Salesforce 조직의경우, 릴리스후 24시간이내에 CRUD가자동으로활성화됩니

다.

이유: 서비스점검계획및해당자산에는서비스점검과업이각기다른간격으로수행되는복잡한반복패턴이필

요할수있습니다. 서비스점검과업이일치할경우과업의일부를수행할것인지전부를수행할것인지선택하게

됩니다.

고급서비스점검반복을사용하면다음에대한일정을만들수있습니다.

• 자산이없는서비스점검계획: 예를들어건물청소서비스의경우일반청소는매일하고추가위생청소는매

주금요일에합니다.

• 동일한서비스점검일정이필요한여러자산이있는서비스점검계획: 예를들어한시설에동일한월별, 분기

별, 연간일정으로서비스점검하는 500개의 HVAC가있습니다.

• 대부분의자산에동일한서비스점검일정이필요한서비스점검계획: 예를들어체육관에있는대부분의러닝

머신은분기별로한번만서비스점검을하면되지만오래된러닝머신두대는매월서비스점검이필요합니다.

• 다른서비스점검일정이필요한여러자산이있는서비스점검계획: 예를들어주유소에서는매주및매월펌프

에대한서비스점검을하고연료탱크는분기별및연간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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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고급서비스점검반복을사용하면다음과같은다른선례를통해서비스점검작업을관리할수도있습니다.

• 건물서비스점검회사가공조시스템에서 3개월마다소소한서비스점검을수행하고, 1년마다중요한서비스

를수행합니다. 연간작업에대한작업주문이생성된경우서비스관리자는 3개월서비스에대해생성된작업

주문을원하지않습니다.

• 수영장서비스점검회사에서매달수영장을청소하고 3개월마다화학처리를적용합니다. 이경우서비스관리

자는수영장청소작업주문과처리작업주문을병행하기를원합니다.

또한자산당하나의작업주문행항목을생성하는옵션을선택하여제안된서비스점검날짜를공유하는작업주

문행항목을하나의작업주문에누적할수있습니다.

방법: 서비스점검작업규칙활성화:

• 권한집합또는프로필에서

– 서비스점검작업규칙탭을활성화합니다.

– 프로필에대한서비스점검작업규칙의서비스점검계획및서비스점검자산필드에서필드수준보안을

활성화합니다.

• 서비스점검규칙관련목록을서비스점검계획및서비스점검자산페이지레이아웃에추가합니다.

• 서비스점검작업규칙페이지레이아웃에서서비스점검작업규칙세부사항의서비스점검자산을클릭하고

서비스점검자산의필드속성에서필수를선택취소합니다.

서비스점검계획에대한모든자산의서비스빈도가동일할경우서비스점검계획에대한서비스점검작업규칙

을만들수있습니다. 하지만서비스점검에대한자산의서비스빈도가다를경우

• 몇몇자산이서비스점검빈도를공유하면서비스점검계획에대한서비스점검작업규칙을만든후

• 서비스점검빈도가다른각자산의서비스점검규칙을만듭니다.

서비스점검작업규칙을만들때정렬순서를사용하여여러규칙에대한우선순위를설정합니다. 작업주문생성

프로세스를수행한결과동일한날에여러개의규칙이생성되는것을알게된경우정렬순서가가장낮은규칙에

대한작업주문만생성됩니다. 동일하게정렬순서가가장낮은규칙이있는경우각규칙이작업주문을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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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서비스점검계획고급반복(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권한집합및프로필에서탭설정보기및편집(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권한집합및프로필에필드권한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서비스점검계획에대한추가세부사항기록

메모는직원이정리할수있도록서식있는텍스트, 목록, 이미지를제공합니다. 이제서비스점검계획에서메모관

련목록을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노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서비스점검계획만들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계약행항목에대한추가세부사항확인

이제서비스관리자및작업자가계약항목에대한위치, 서비스가수행되는장소및파일관련목록을볼수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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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계약(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ProductConsumed 및 ProductRequired를위해 PK 청크지원추가

PK 청크를사용하면 ProductConsumed 및 ProductRequired 개체에서대량데이터집합을추출하기위해 API를사용하는

동안성능및안정성이더좋아집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개발자: PK 청크를사용해 Salesforce에서대량데이터집합추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개발자: PK 청크머리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셀프서비스권한집합에대한변경사항

Salesforce는게스트사용자에대해모든개체의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개체권한을제거합니다. 게스트사

용자는개체읽기와만들기권한만가질수있습니다. 이변경사항으로인해게스트사용자가 Field Service 셀프서비

스권한집합에서제거될수있습니다. 이경우, FSL 동작편집개체권한을수동으로제거하고관련사용자에게셀프

서비스권한을재할당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게스트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방법: 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개체권한이권한집합또는권한그룹의일부이며게스트사용자에게할당

된경우게스트사용자는권한집합또는권한집합그룹에서제거됩니다. 또한게스트사용자는해당권한집합및

권한집합그룹에포함된다른모든권한에대한액세스권한도상실합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사용자를입력한다음, 권한집합을선택합니다. Field Service 셀프서비스권한을클릭

하고개체설정을선택합니다. FSL 동작을클릭하고, 편집을클릭한다음편집권한의선택을취소합니다.

개체모두수정, 모두보기, 편집, 삭제권한이있으므로 Field Service 셀프서비스권한집합에서제거된게스트사용

자는때때로다른기능을상실합니다. 업데이트된권한집합을게스트사용자에게할당하거나 Field Service 셀프서

비스권한집합을관련사용자에게재할당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노트: 게스트사용자에대해제거된개체권한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

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Field Service Scheduling
지점간예측라우팅을통해보다정확한이동시간을계산합니다. 최적화인사이트를한눈에확인합니다. 관련서

비스약속을교대근무에일치시키는기준으로일정을개선합니다.

123

Field Service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contract_def.htm&language=ko
https://developer.salesforce.com/blogs/engineering/2015/03/use-pk-chunking-extract-large-data-sets-salesforce.html
https://developer.salesforce.com/blogs/engineering/2015/03/use-pk-chunking-extract-large-data-sets-salesforce.html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api_asynch.meta/api_asynch/async_api_headers_enable_pk_chunking.htm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release-notes.rn_experiences_crud_perms_removed.htm&type=5&release=230&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release-notes.rn_experiences_crud_perms_removed.htm&type=5&release=230&language=ko


이섹션에서는:

기준을충족하는교대근무중약속예약

교대근무와일치하는필터기준을사용하여팀의교대근무일정을미세조정합니다. 교대근무기준을설정하

면약속을예약하거나최적화를사용하여팀과고객에게가장적합한일정을찾을수있습니다.

지점간예측라우팅을사용하여더스마트한이동시간예상

이동시간을보다정확하게계산하여작업자가운전시간을줄이고생산성을높일수있습니다. 지점간예측라

우팅은정확한서비스약속위치를사용하고시각을고려하므로항공라우팅또는거리수준라우팅보다더정

확합니다. 지점간예측라우팅은점차적으로예측이동(베타)을대체하고있으며모든일정및최적화작업에서

사용할수있습니다.

향상된최적화인사이트를사용하여결과보기(정식출시)

전역또는일단위최적화가 KPI(핵심성과지표)에미치는영향을한눈에살펴보십시오. 이제정식출시된최적

화인사이트는최적화전후메트릭을표시하고새구성요소가상태검사결과를요약합니다. 정확성을높일수

있도록활용에교대근무가작업자가용성소스로포함되어있습니다.

기준을충족하는교대근무중약속예약

교대근무와일치하는필터기준을사용하여팀의교대근무일정을미세조정합니다. 교대근무기준을설정하면

약속을예약하거나최적화를사용하여팀과고객에게가장적합한일정을찾을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기능은이 Field Service 관리패키지가설치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노트: 기준을충족하는약속에교대근무지정

Salesforce 도움말: 교대근무가용성에대한지침(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지점간예측라우팅을사용하여더스마트한이동시간예상

이동시간을보다정확하게계산하여작업자가운전시간을줄이고생산성을높일수있습니다. 지점간예측라우

팅은정확한서비스약속위치를사용하고시각을고려하므로항공라우팅또는거리수준라우팅보다더정확합니

다. 지점간예측라우팅은점차적으로예측이동(베타)을대체하고있으며모든일정및최적화작업에서사용할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이기능은이 Field Service 관리패키지가설치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예측이동(베타)는 Winter '22부터모든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중지될예정이며지점간예측라우팅이이를

대체합니다.

방법: 새 Salesforce 조직에서는기본적으로지점간예측라우팅을가져옵니다. 기존조직은예측이동(베타) 및해당

구성을유지하지만지점간예측라우팅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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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활성화된항목을확인하려면 Field Service 관리자앱에서 Field Service 설정 > Scheduling > 라우팅으로이동

합니다. 지점간예측라우팅활성화가활성화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이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동시간계산을위한경로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향상된최적화인사이트를사용하여결과보기(정식출시)

전역또는일단위최적화가 KPI(핵심성과지표)에미치는영향을한눈에살펴보십시오. 이제정식출시된최적화인

사이트는최적화전후메트릭을표시하고새구성요소가상태검사결과를요약합니다. 정확성을높일수있도록

활용에교대근무가작업자가용성소스로포함되어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Field Service Lightning 관리패키지가설치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및 Developer Edition

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Field Service 설정 > 최적화에서최적화인사이트를활성화합니다. Lightning 앱빌더를사용하여최적화요청

페이지를편집하고네가지사용자정의 Lightning 구성요소를추가하십시오. 전역또는일단위최적화를마치면구

성요소에게메트릭(1), 영역별 KPI(2), 최적화및일정정책세부사항이포함된요약(3), 새상태점검결과(4)를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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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최적화인사이트를사용해최적화에대한가시성얻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Field Service 모바일앱

Briefcase Builder를사용하여사용자및그룹이오프라인으로전환하기전에이들과더많은데이터를공유합니다. 모

바일작업자의도착을추적하고서비스약속을준비합니다. 빠른작업을사용하여서비스약속상태를신속하게업

데이트합니다.

이섹션에서는:

Briefcase Builder(베타)

사용자가오프라인레코드데이터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더나은방법을탐색합니다. Briefcase Builder 도구를

사용하면오프라인으로레코드를선택하고모바일작업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 또한유연하고사용법이간편

하며모바일작업자의요구사항에부합하는오프라인플랫폼환경을만들수있습니다.

작업자도착시고객에게알림

약속지원을사용하면고객이모바일작업자의도착시기를알수있어코로나19 안전준비를위한시간을갖거

나서비스약속을놓치지않을수있습니다. 고객은설정한약속이만료되면작업자의위치및작업자와고객모

두에게안전과보안을제공하는작업자 ID(예: 이름및사진)를볼수없습니다.

이동중에서비스약속상태업데이트

빠른작업메뉴를사용하여서비스약속상태를변경하는플로에빠르게액세스하여탭을저장합니다.

Briefcase Builder(베타)

사용자가오프라인레코드데이터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더나은방법을탐색합니다. Briefcase Builder 도구를사용

하면오프라인으로레코드를선택하고모바일작업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 또한유연하고사용법이간편하며모

바일작업자의요구사항에부합하는오프라인플랫폼환경을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Briefcase Builder 도구는 Field Service(FS)가활성화된 Lightning Experience 데스크톱및모든 Salesforce 조직에적

용됩니다. 이도구는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Field Service Mobile 앱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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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서류가방을만들어이름을지정한후사용자가오프라인에서볼레코드를필터링할개체를선택합니다. 그

후서류가방을볼사용자및그룹을할당하고즉시또는나중에활성화할수있습니다.

주: 이베타기능사용은협약및조건의베타서비스조건이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Field Service Mobile 앱의오프라인프라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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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도착시고객에게알림

약속지원을사용하면고객이모바일작업자의도착시기를알수있어코로나19 안전준비를위한시간을갖거나

서비스약속을놓치지않을수있습니다. 고객은설정한약속이만료되면작업자의위치및작업자와고객모두에

게안전과보안을제공하는작업자 ID(예: 이름및사진)를볼수없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Android 및 iOS용 Field Service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에서이동및예상도착시간메시지를트리거하는서비스약속상태를정의합니다. 모바일작업자가상

태를선택하면고객은도착및모바일작업자세부사항이포함된텍스트를받습니다. 또한메시징템플릿을사용

하여플로를만들어프로세스를단순화할수도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Field Service에대한예약지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이동중에서비스약속상태업데이트

빠른작업메뉴를사용하여서비스약속상태를변경하는플로에빠르게액세스하여탭을저장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Android 및 iOS용 Field Service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Field Service Mobile을입력한다음, Field Service Mobile 설정을선택합니다.

필수모바일설정프로필을편집합니다. 그후빠른상태변경에서빠른상태변경작업이적용되는 Field Service Mobile

유형의기존플로이름을입력합니다. 그후 Field Service Mobile 앱에서모바일작업자가약속목록에서빠른작업메

뉴를열고상태변경를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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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Field Service Mobile 설정에대해알아보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Service Setup Assistant
Service Cloud를시작하는가장빠른방법에많은기능이포함되어있어이제고객에게더많은시간을집중할수있

습니다. 새로운업데이트도구를사용해한번의클릭으로 Chat 및 Messaging 채널, 옴니채널, Knowledge, 사례병합, 사

례상태자동화등과같은최신기능을구성하십시오. 관리자는새연습을통해빠른텍스트와매크로를익힐수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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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Professional,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Service Setup Assistant는설정앱이있는 Salesforce 조직에제공됩니다. 신규사용자에게는 Winter '21에포함된기

능과모든업데이트가제공됩니다. Service Setup Assistant의기존사용자는업데이트도구를사용해새기능을추가할

수있습니다.

방법: Service를시작하려면설정메뉴에서 Service Setup Assistant를클릭합니다.

채널

음성설정이더욱빨라지고자동화되어상담센터를빠르게시작및실행할수있습니다. 고객에게통화대기대신

콜백을요청할수있는옵션을제공합니다. 이제음성이 High-Velocity Sales와통합되어세일즈담당자가더많은고객

에게연락할수있습니다. 새메타데이터옵션을사용하여 Messaging 템플릿을특정채널에연결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음성

이제 Service Cloud 음성설정프로세스의몇가지주요단계가자동화되어에이전트가고객에게맞춤화된전화

경험을바로제공할수있습니다. 고객은통화대기대신콜백을수신할수있습니다. 음성응대를통해상담센

터를원활하게운영합니다. High Velocity Sales로통합, 통화녹음공동작업옵션, 업데이트미리알림을사용하면

귀하및사용자가음성을최대한활용할수있으며, 음성상담센터를사용자정의하는데도움이되는새설명서

도게시되어있습니다.

Messaging

더나은메시징템플릿용메타데이터로에이전트와고객을더욱효과적으로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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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이제 Service Cloud 음성설정프로세스의몇가지주요단계가자동화되어에이전트가고객에게맞춤화된전화경험

을바로제공할수있습니다. 고객은통화대기대신콜백을수신할수있습니다. 음성응대를통해상담센터를원활

하게운영합니다. High Velocity Sales로통합, 통화녹음공동작업옵션, 업데이트미리알림을사용하면귀하및사용

자가음성을최대한활용할수있으며, 음성상담센터를사용자정의하는데도움이되는새설명서도게시되어있

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상담센터를빠르게설정하고실행

해야할일목록에서많은과업을제거합니다. 이제몇가지설정단계가자동화되어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

를그어느때보다빠르게설정할수있습니다.

대기열에있는콜백을사용하여고객시간을절약하고불만감소

대기를좋아하는사람은아무도없으며고객지원에서는특히그러합니다. 콜백요청옵션을제공하여고객의

시간을존중하고통화시간을단축하십시오. 고객은통화대기에얽매이지않으며, 에이전트는고객에게신속

하게전화할수있습니다.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 통합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를결합하여세일즈담당자의생산성을최대화합니다. 세일즈담당자는세

일즈케이던스의 click-to-dial 레코드, 내목록, 작업대기열을통해음성에서아웃바운드통화를빠르게할수있습

니다. 담당자가통화를끝내면세일즈케이던스의통화단계가완료됨으로자동표시되므로세일즈케이던스가

다음단계로진행됩니다. 세일즈담당자가통화를완료하면모든음성통화레코드에대해과업이자동으로생

성되므로담당자가잠재고객을쉽게팔로우업할수있습니다.

통화녹음을공동작업하여고객서비스향상

에이전트와감독자가고객통화녹음을들을때방대한양의기록을하는대신녹음에직접코멘트를달수있습

니다. 코멘트를추가하여공동작업하고질문하며 Chatter와유사한댓글도구를사용해동료에게멘션합니다. 주

석이달린 Service Cloud 음성의통화녹음은고객서비스를개선하고에이전트생산성을높이며에이전트교육을

향상합니다.

에이전트에게대화후작업시간제공(파일럿)

대다수의서비스통화는통화종료후마무리작업이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이메일을보내거나사례를업데

이트한다든지통화노트를마무리하고자하는경우가예가될수있습니다. ACW(대화후작업)는에이전트가통

화후작업에소요하는시간을감독자가설정하고관리하는데도움을주며에이전트가해당과업에소요하는

시간을대략적으로아는데도도움을줍니다.

음성응대및증가된음성플랫폼제한으로상담센터역량조정

에이전트가한번에더많은고객을돕고통화백로그를줄일수있도록합니다. 음성응대를사용해통화량이제

한을초과하거나음성을진행하는백그라운드서비스가영향을받을경우상담센터의역량을조정할수있습

니다. 동시통화및발화에대한 Service Cloud 음성의플랫폼제한이증가되어최대두배의고객을지원합니다.

상담센터에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는시기확인

클릭한번으로 Salesforce에서상담센터를신속하게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을경우 Salesforce

로그인시와상담센터설정페이지에알림이표시됩니다. 알림에는업데이트세부사항에대한링크가포함되

어있습니다. 상담센터설정페이지나상담센터세부사항페이지에서상담센터의최신버전을설치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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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쌍만료시기확인

공용-개인키쌍의만료시기가다가오면제때업데이트할수있도록알림을받습니다. 키쌍의만료일이다가오

거나이미만료된경우 Salesforce 로그인시와상담센터설정페이지에알림이표시됩니다. 알림에는키쌍을빠

르게업데이트할수있는상담센터설정페이지로의링크가포함됩니다.

새로운 Service Cloud 음성설명서소개

관리자그리고개발자여러분, 멋진새문서를살펴볼시간입니다. 새로운핵심개념개요, 샘플코드, 일반적인

사용사례의예, Service Cloud 음성리소스에대한링크가포함된편리한학습지도를확인해보십시오.

최신전화통신통합 API로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에서는보안향상을위해기록만들기 REST API를수정했습니다. 특히참여자 ID를 URI에서페이로

드로이동하였습니다. 기존 API는 2021년 3월 15일에작동이중단됩니다. 이번변경사항은이 API를사용하는상

담센터의람다함수에도영향을미칩니다. Winter ’21 이전에 Service Cloud 음성을설치했다면상담센터를최신버

전으로업데이트해야합니다.

음성에서람다함수를준비하고더많은언어로실시간기록을확보

Service Cloud 음성에서람다함수의콜드스타트로인해발생하는호출지연을방지할수있도록 AWS EventBridge

를활용하여람다함수를준비하십시오. 이탈리아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대화에서실시

간기록을추가하면, 에이전트가메모를작성하는대신고객을돕는데집중할수있습니다.

상담센터를빠르게설정하고실행

해야할일목록에서많은과업을제거합니다. 이제몇가지설정단계가자동화되어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를

그어느때보다빠르게설정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상담센터관리자권한집합이있는사용자는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를만들고관리할수있습니다.

이유: 상담센터를만들면이제 Salesforce에서다음단계를처리합니다.

• 연락처플로가구성되므로수동으로업로드하여 Amazon Connect에서구성하지않아도됩니다.

• 싱글사인온(SSO)에대해연결된앱과권한집합이구성됩니다. 상담센터사용자에게할당할수있도록권한집

합이준비됩니다.

• 옴니채널에로그인하기위한에이전트현재상태가생성되어 Service Cloud 음성권한집합에추가됩니다.

• 음성통화레코드페이지에서통화기록플레이어및 Chatter 피드구성요소를기본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수동으로페이지에추가해야했습니다.

주:  Salesforce 조직에사용자정의된음성통화페이지를사용하는경우페이지레이아웃의변경사항이페이

지에적용되지않습니다. 조직에기본음성통화를사용하는경우사용자에게통화기록플레이어및 Chatter 피

드구성요소가표시됩니다.

방법: 기본음성통화페이지를사용하려면 Lightning 앱빌더로이동하여음성통화레코드페이지를선택합니다. 페

이지를사용자정의한후활성화합니다.

통화녹음을처음으로사용하는경우다음단계를완료하십시오.

• 에이전트가통화녹음을들을수있도록 Amazon Connect에서보안프로필을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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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에게상담센터에이전트권한집합과통화녹음보기사용자권한이있는지확인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ervice Cloud 음성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대기열에있는콜백을사용하여고객시간을절약하고불만감소

대기를좋아하는사람은아무도없으며고객지원에서는특히그러합니다. 콜백요청옵션을제공하여고객의시간

을존중하고통화시간을단축하십시오. 고객은통화대기에얽매이지않으며, 에이전트는고객에게신속하게전화

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시기: 업데이트된 Sample_SCV_Inbound_Flow_With_Transcription 연락처플로는 2021년 2월 13일, Service Cloud 음성 GitHub

리포지토리에서사용가능합니다. 연락처플로는 2021년 2월 13일이후생성된상담센터에자동으로적용됩니다.

이유: 통화량이많을때이용가능한지원에이전트를기다릴것인지고객이선택하도록하여고객만족을높입니

다.

대기열에있는콜백은전화통신비용을절감하며에이전트활용도를높입니다. 전화통신비용은분당청구되므로

대기중인고객이적을수록사용시간(분)이적습니다. 콜백대기열에있는고객에게전화를함으로써통화량이줄

면에이전트는생산성을유지할수있습니다. 발신자가콜백을선택하는경우콜백요청이대기열로이동하며옴니

채널통화콘솔탭에있는이용가능한에이전트에게푸시됩니다. 에이전트가요청을수락하면아웃바운드통화가

시작됩니다.

방법: 대기열에있는에이전트우선콜백은 Sample_SCV_Inbound_Flow_With_Transcription 연락처플로를통해제공됩

니다.

상담센터가 Spring '21 전에생성된경우 Service Cloud 음성 GitHub 리포지토리에서업데이트된

Sample_SCV_Inbound_Flow_With_Transcription을다운로드하십시오. 연락처플로를 Amazon Connect 인스턴스로가져옵

니다. 회사의비즈니스관행을반영하도록연락처플로블록을구성한다음, 플로를게시합니다.

상담센터가 Spring '21 후에생성된경우연락처플로가이미상담센터에적용되어있습니다. 회사의비즈니스관행

을반영하도록블록을구성한다음, 플로를게시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ervice Cloud 음성구현가이드: 고객에게콜백요청옵션제공(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 통합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를결합하여세일즈담당자의생산성을최대화합니다. 세일즈담당자는세일즈

케이던스의 click-to-dial 레코드, 내목록, 작업대기열을통해음성에서아웃바운드통화를빠르게할수있습니다. 담

당자가통화를끝내면세일즈케이던스의통화단계가완료됨으로자동표시되므로세일즈케이던스가다음단계

로진행됩니다. 세일즈담당자가통화를완료하면모든음성통화레코드에대해과업이자동으로생성되므로담당

자가잠재고객을쉽게팔로우업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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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기능을사용하려면사용자에게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 라이센스모두있어야합니다.

방법: 조직에 Service Cloud 음성과 High Velocity Sales를설정하고호출을포함하는세일즈케이던스를만듭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ervice Cloud 음성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High Velocity Sales 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세일즈케이던스만들기및활성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통화녹음을공동작업하여고객서비스향상

에이전트와감독자가고객통화녹음을들을때방대한양의기록을하는대신녹음에직접코멘트를달수있습니

다. 코멘트를추가하여공동작업하고질문하며 Chatter와유사한댓글도구를사용해동료에게멘션합니다. 주석이

달린 Service Cloud 음성의통화녹음은고객서비스를개선하고에이전트생산성을높이며에이전트교육을향상합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통화녹음보기권한이있는사용자는통화녹음을듣고공동작업할수있습니다.

방법: 통화녹음진행률막대위의공백을클릭하여설명을입력합니다. 다이아몬드아이콘을클릭하여설명(1)을

엽니다. 설명을클릭하여스레드(2)에회신합니다. Chatter 피드구성요소 (3)의통화녹음에대한설명을보고추가하

거나편집할수도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통화녹음듣기및공동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에이전트에게대화후작업시간제공(파일럿)

대다수의서비스통화는통화종료후마무리작업이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이메일을보내거나사례를업데이트

한다든지통화노트를마무리하고자하는경우가예가될수있습니다. ACW(대화후작업)는에이전트가통화후작

업에소요하는시간을감독자가설정하고관리하는데도움을주며에이전트가해당과업에소요하는시간을대략

적으로아는데도도움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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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주: 파일럿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대화후작업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

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

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

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

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

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조직에서이기능을

활성화하는정보는 Salesforce에문의하십시오.

이유: 이전에는에이전트가통화후과업을수행하는동안콘솔에통화레코드가열린채로있었으며레코드탭을

닫아야에이전트수용력에여유가생겼습니다. 이제대화후기간은통화가종료되는시점부터시작됩니다. 에이전

트는통화레코드를닫아기간을종료하거나과정중진행되도록놔둘수있습니다. 시간이끝나면에이전트는통

화레코드를닫았는지여부와상관없이다음고객을도울수있는것으로간주됩니다.

방법: 대화후작업파일럿에가입하려면 Salesforce 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음성통화에대화후작업시간을추가하려면음성통화서비스채널을만들거나편집합니다. 대화가끝난후에이

전트에게마무리시간을제공하기위한옵션을선택하고최대작업기간(단위: 초)을입력합니다. 이렇게하면채널

의모든에이전트에게다음대화로라우팅되기전대화후작업시간이수신됩니다.

파일럿고려사항:

• 대화후작업은상태기반수용력모델에서작동하지않습니다.

• 감독자는에이전트의대화후작업시간을실시간으로볼수있는방법이없지만이에대해보고할수는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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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는자신의대화후작업카운트다운을볼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상담센터에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는시기확인

Knowledge 기사: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업데이트

Service Cloud 음성구현가이드: Salesforce 람다함수사용방법

AWS Transcribe 개발자가이드: 스트리밍트랜스크립션

AWS Service Cloud 음성리포지토리: 람다함수준비상태유지

음성응대및증가된음성플랫폼제한으로상담센터역량조정

에이전트가한번에더많은고객을돕고통화백로그를줄일수있도록합니다. 음성응대를사용해통화량이제한

을초과하거나음성을진행하는백그라운드서비스가영향을받을경우상담센터의역량을조정할수있습니다.

동시통화및발화에대한 Service Cloud 음성의플랫폼제한이증가되어최대두배의고객을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전화통신은고객이중요하고급한사안에사용하는중요한서비스입니다. 음성은이제초당 2,000개의동시

대화를지원하고최대 400개의발화를허용합니다.

음성응대는대화수가제한을초과하거나백그라운드서비스에영향을미칠때전화통신시스템이작동하도록해

줍니다. 전화발신자는에이전트와계속연결되어있지만전화대화내용및개체연결은작동하지않습니다.

이전에는음성이초당최대 1,000개의통시대화와 200개의발화를지원했습니다. 이전에는통화수가최대치를초

과하면수가내려갈때까지다른통화가연결되지않았습니다.

방법: 음성플랫폼제한을높이면모든상담센터에음성응대가자동으로활성화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ervice Cloud 음성구현가이드: Service Cloud 음성제한및확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상담센터에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는시기확인

클릭한번으로 Salesforce에서상담센터를신속하게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을경우 Salesforce 로

그인시와상담센터설정페이지에알림이표시됩니다. 알림에는업데이트세부사항에대한링크가포함되어있

습니다. 상담센터설정페이지나상담센터세부사항페이지에서상담센터의최신버전을설치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를만들고관리하려면사용자에게상담센터설정페이지와상담센터관리자권

한집합을볼수있는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필요합니다.

이유: Salesforce에서는경우에따라 AWS 람다함수를추가하며람다함수, AWS ID 및액세스관리역할(IAM 역할) 정책

을개선하고보안을강화하며새기능을활성화합니다. 상담센터를업데이트하면최신버전이설치되며공용-개인

키쌍도업데이트됩니다. 이전에는관리자가 AWS로상담센터를수동으로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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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업데이트포함사항을보려면상담센터설정페이지의알림에있는자세히알아보기(1)를클릭합니다. 실행

중인상담센터버전을보려면상담센터설정페이지의버전열에체크표시를하거나상담센터세부사항페이지

(2)에체크표시를합니다. 상담센터의최신버전을설치하려면상담센터설정페이지(3) 또는상담센터세부사항

페이지에서상담센터에대해업데이트설치를클릭합니다.

상담센터를업데이트하면람다함수를덮어쓰게됩니다. 상담센터에사용자정의한람다함수를사용하는경우

상담센터를업데이트한후람다함수를재구성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키쌍만료시기확인

Salesforce 도움말: 상담센터업데이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Knowledge 기사: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업데이트

키쌍만료시기확인

공용-개인키쌍의만료시기가다가오면제때업데이트할수있도록알림을받습니다. 키쌍의만료일이다가오거

나이미만료된경우 Salesforce 로그인시와상담센터설정페이지에알림이표시됩니다. 알림에는키쌍을빠르게

업데이트할수있는상담센터설정페이지로의링크가포함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상담센터관리자권한집합이있는사용자는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를만들고관리할수있습니다.

이유: 음성은공용-개인키쌍을사용해 Amazon Web Services와 Salesforce 사이의전화통신서비스요청을인증합니다.

보안상의이유로키쌍은 1년후만료됩니다. 키쌍이만료되면상담센터를서비스와연결할수없으며고객통화를

받을수없습니다. 만료되기전에상담센서설정페이지에서키쌍을업데이트하십시오.

키쌍의만료일자 30일전에첫번째알림이표시됩니다. 알림을해제하고업데이트하지않으면만료 5일전에다른

알림이나타나며만료일자가표시됩니다. 키쌍이만료되면다른알림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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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상담센터가 Winter '21 전에생성된경우상담센터설정페이지에키업데이트를표시할수있도록상담센터

를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합니다.

상담센터설정페이지(1) 또는세부사항페이지에체크표시를하여키쌍이만료되는시기를확인합니다. 새키쌍

을생성하려면상담센터설정페이지(2) 또는상담센터세부사항페이지에서상담센터에대한작업메뉴의키업

데이트를클릭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상담센터의키쌍업데이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새로운 Service Cloud 음성설명서소개

관리자그리고개발자여러분, 멋진새문서를살펴볼시간입니다. 새로운핵심개념개요, 샘플코드, 일반적인사용

사례의예, Service Cloud 음성리소스에대한링크가포함된편리한학습지도를확인해보십시오.

이유: 다음과같은새리소스를살펴보십시오.

Service Cloud 음성학습지도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를롤아웃하는데필요한모든리소스를찾아보십시오. 데모와고객사례는물론상

담센터만들기와사용자정의, 전화를통한고객지원, 센터를최신상태로유지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문서를

검토하십시오.

Service Cloud 음성핵심내용(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상담센터, IVR(대화형음성응답), 연락처플로같은전화통신에사용하는용어에대해알아봅니다.

일반적인사용사례의예

일반적인사용사례를구현하기위해자세한종단간지침을검토합니다. 예를들어, 신규또는기존사례를음성

통화레코드에연결하는방법을알아보고 IVR에서 SMS로전환하기위한옵션을고객에게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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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loud 음성 GitHub 리포지토리

사용사례예에대한연락처플로및리소스를포함해 Service Cloud 음성을구축하기위해샘플코드에액세스합

니다.

AWS GitHub 리포지토리

생색내는건아니지만이리포지토리에대해아셨으면합니다. Service Cloud 음성리포와마찬가지로이리포에

는음성구현을사용자정의하면서도특히 Amazon Connect 측에서사용할수있는샘플코드가포함되어있습니

다. 음성메시지와같이일반적인사용사례를구현하는방법에대해알아봅니다.

최신전화통신통합 API로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에서는보안향상을위해기록만들기 REST API를수정했습니다. 특히참여자 ID를 URI에서페이로드

로이동하였습니다. 기존 API는 2021년 3월 15일에작동이중단됩니다. 이번변경사항은이 API를사용하는상담센터

의람다함수에도영향을미칩니다. Winter ’21 이전에 Service Cloud 음성을설치했다면상담센터를최신버전으로업

데이트해야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ales

Cloud 및 Service Cloud의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Service Cloud 음성전화통신통합 REST API 또는이 API를사용하는람다함수에액세스하는사용자는새로운이

API로업데이트해야합니다.

이유: 비활성화날짜이후기존기록만들기 REST API를호출하면 404 “찾을수없음” 오류가발생하며기록이생성되

지않습니다.

시기: 이전 API는 2021년 3월 15일에비활성화됩니다.

방법: 상담센터에업데이트가필요한지결정하려면 2021년 2월 15일이후에다음지침을따르십시오.

1. Salesforce에로그인합니다.

2. 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 상담 센터를입력한다음상담센터를클릭합니다.

3. 업데이트할상담센터를선택합니다. 상담센터를선택한후업데이트할항목이있으면업데이트설치링크가

포함된배너가표시됩니다.

4. 업데이트설치를클릭합니다. 확인창이열립니다. 확인창에서업데이트설치를클릭합니다.

주: 이업데이트는 Salesforce가제공하는람다함수를덮어씁니다. 함수를변경하는경우, 변경사항의사본을

만들어업데이트후재적용할수있도록하십시오. 이업데이트는연락플로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해당하는경우, 기록만들기 REST API를직접사용하는사용자정의코드를업데이트합니다.

1. URI를업데이트하여더이상참가자 ID를포함하지않는업데이트된구문을따르십시오.

• 이전 URI: /telephony/v1/voiceCalls/{voiceCallId}/participants/{participantId}/messages

• 새 URI: /telephony/v1/voiceCalls/{voiceCallId}/messages

2. 페이로드를업데이트하여참가자 ID를포함하는업데이트된구문을따르십시오.

• 이전페이로드의예:

{
"messageId": "57904eb6-5352-4c5e-adf6-5f100572cf5d116",
"startTime": 1573503300,
"endTime": 15735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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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Hello All",
"senderType": "VIRTUAL_AGENT"

}

• 새로운페이로드의예

{
"participantId": "5324881f-1e84-4367-8930-f69a74b30ca6",
"messageId": "57904eb6-5352-4c5e-adf6-5f100572cf5d116",
"startTime": 1573503300,
"endTime": 1573503320,
"content": "Hello All",
"senderType": "VIRTUAL_AGENT"

}

다음사항도참조:

Service Cloud 음성구현가이드: 기록만들기 REST API

음성에서람다함수를준비하고더많은언어로실시간기록을확보

Service Cloud 음성에서람다함수의콜드스타트로인해발생하는호출지연을방지할수있도록 AWS EventBridge를활

용하여람다함수를준비하십시오. 이탈리아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대화에서실시간기록

을추가하면, 에이전트가메모를작성하는대신고객을돕는데집중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시기: 이서비스는 2021년 2월 17일에음성이설정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상담센터관리자권한집합이있는 Salesforce 관리자는 Service Cloud 음성상담센터를만들고업데이트할수있

습니다. AWS 관리자는 Service Cloud 음성을사용하여 AWS EventBridge 및 AWS Transcribe 서비스를구성할수있습니다.

이유: 음성상호작용에서람다함수로작업할때는빠른응답시간이매우중요합니다. AWS 람다에서함수를한동

안사용하지않으면, 할당된리소스가다른곳으로재배포될수있습니다. 이러한재할당으로인해다음에함수를

실행할때지연이발생할수이습니다. 람다함수의콜드스타트를방지하기위해 Amazon EventBridge로람다함수를

주기적으로호출하여빠르게실행될수있도록합니다.

음성에서실시간통화녹음은 AWS Transcribe를통해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기록은미국영어(languageCode)로

설정됩니다. 연락플로에서 kvsTranscriber 람다함수를수정하면특정언어로통화기록을생성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발신자가이탈리아어를사용한다면람다함수에서언어코드를수정하여이탈리아어로기록합니다. 기존에

는실시간기록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만제공되었습니다.

방법: AWS EventBridge를사용하여주기적으로람다함수를호출하려면 Github의 AWS Service Cloud 음성리포지토리

지침에따라람다함수를업데이트합니다.

이탈리아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브라질포르투갈어로실시간기록표시:

1. Salesforce에서상담센터를업데이트하여최신람다함수를다운로드합니다.

2. Amazon Connect에서연락플로의기록블록에대한 languageCode를기록언어로설정합니다. 예를들어이탈

리아어로기록하려면 it-IT를입력합니다. 지원되는언어와언어코드에대한자세한내용은 AWS Transcribe 개

발자가이드에서스트리밍트랜스크립션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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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ing
더나은메시징템플릿용메타데이터로에이전트와고객을더욱효과적으로연결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더많은메타데이터로 Messaging 템플릿강화

새메타데이터로템플릿을효과적으로정리하고추적합니다. 설정내새템플릿창에머무르면서템플릿을단

일채널및메시지의도로제한하십시오.

기존채널을통한메시지전송중단

기존에는채널을비활성화해도고객이메시지를보낼수있었습니다. 이경우에이전트에메시지가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설정에서채널을비활성화설정하려고하면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 대신 Salesforce에티켓

을기록하여더이상사용하지않을채널을제거하십시오.

IsOptedOut 사용중지

IsOptedOut가 228에사용중지됩니다. 기존에는에이전트가 IsOptedOut 필드를사용하여사용자를옵트아웃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이제 MessagingConsentStatus를사용하여사용자를옵트아웃하고암시적, 명시적, 이중수신

동의를구분할수있습니다. IsFullyOptedIn을사용하여메시징최종사용자와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지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더많은메타데이터로 Messaging 템플릿강화

새메타데이터로템플릿을효과적으로정리하고추적합니다. 설정내새템플릿창에머무르면서템플릿을단일채

널및메시지의도로제한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141

채널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방법: 새템플릿창의채널섹션에서템플릿이적용되는단일또는다수의채널을지정합니다. 같은섹션에서 Facebook

템플릿용메시지태그및 WhatsApp 템플릿용템플릿범주를설정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자동메시지알림용템플릿만들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기존채널을통한메시지전송중단

기존에는채널을비활성화해도고객이메시지를보낼수있었습니다. 이경우에이전트에메시지가전달되지는않

았습니다. 이제설정에서채널을비활성화설정하려고하면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 대신 Salesforce에티켓을기

록하여더이상사용하지않을채널을제거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IsOptedOut 사용 중지

IsOptedOut가 228에사용중지됩니다. 기존에는에이전트가 IsOptedOut 필드를사용하여사용자를옵트아웃할수있

었습니다. 그러나이제 MessagingConsentStatus를사용하여사용자를옵트아웃하고암시적, 명시적, 이중수신동의를

구분할수있습니다. IsFullyOptedIn을사용하여메시징최종사용자와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지여부를결정하십시

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및 Lightning Platform에대한개체참조: MessagingEndUser 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못할수있음)

Knowledge
Service Setup Assistant를사용하여빠르고쉽게첫 Knowledge 설정을구성합니다. 이미지에화면판독기용텍스트캡션

을추가합니다. 이메일에첨부파일이포함된기사를추가하는경우기존에첨부된파일을유지하고, 해당기사가

업데이트되면즐겨찾는기사의최신버전을표시합니다.

이섹션에서는:

Service 설정도우미를사용하여 Knowledge 구성

이제 Knowledge가 Service 설정도우미의일부가되었습니다. 따라서더욱빠르고간편하게첫 Knowledge 구성을

생성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조직에 Knowledge 라이센스가한개이상있는경우 Knowledge는 Service 설정도우

미를통해기본적으로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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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에최신버전기사표시

기사를최신상태로유지하고최신버전검색을없앱니다. 기사를즐겨찾기로표시하고기사가업데이트된경

우기사를선택하면이제최신버전으로리디렉션됩니다. 기존에는즐겨찾기에오래된버전이나타났습니다.

이메일에기사삽입시첨부파일보존

이메일에서더이상기사가사라지거나덮어쓰기되지않습니다. 이제기사삽입을통해이메일에기사및관련

파일을삽입하면앞서추가한이전파일이유지됩니다. 기존에는새첨부파일이원본파일을대체했습니다.

Lightning Knowledge에서이미지에대체텍스트추가

이제화면판독기에 Knowledge 기사의이미지를설명하는대체텍스트캡션이나타납니다. 기존에는이기능을

Salesforce for Classic Knowledge에서사용할수있었습니다. 이제기능을 Lightning Experience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

다.

Service 설정 도우미를사용하여 Knowledge 구성

이제 Knowledge가 Service 설정도우미의일부가되었습니다. 따라서더욱빠르고간편하게첫 Knowledge 구성을생성

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조직에 Knowledge 라이센스가한개이상있는경우 Knowledge는 Service 설정도우미를통해

기본적으로설정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Knowledge가활성화된 Knowledge의 Enterprise, Essentials, Performanc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Classic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이유: Service 설정도우미를사용하여많은 Salesforce 서비스기능을한번에설정할수있습니다. Spring '21에향상된

Service 설정도우미를통해다음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 Lightning Knowledge를활성화합니다.

• 새 Knowledge 관리자사용자정의프로필및권한집합을만듭니다.

• 에이전트및감독자사용자정의프로필에 Knowledge 권한을추가합니다.

• Lightning Knowledge 기본필드및기본페이지레이아웃을만들고에이전트, 감독자, Knowledge 관리자프로필에

할당합니다.

방법: Service 설정도우미를통해사용자를생성하면사용자는 Knowledge 기사만볼수있습니다. 기사를만들고게

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려면 Knowledge 사용자라이센스를할당하십시오. 설정에서사용자로이동하고사용자

프로필을편집하여 Knowledge 사용자라이센스를부여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ervice Setup Assistant

즐겨찾기에최신버전기사표시

기사를최신상태로유지하고최신버전검색을없앱니다. 기사를즐겨찾기로표시하고기사가업데이트된경우기

사를선택하면이제최신버전으로리디렉션됩니다. 기존에는즐겨찾기에오래된버전이나타났습니다.

새버전을초안으로만들경우계속해서즐겨찾기설정후게시된원본버전이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Knowledge가활성화된 Knowledge의 Enterprise, Essentials, Performanc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Classic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방법: 특정버전의 Knowledge 기사에대해서만즐겨찾기를추가할수있습니다. 즐겨찾기에대한액세스는권한을

기반으로이루어집니다. 이제즐겨찾기는 Knowledge 기사에대한다음규칙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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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버전이게시되는경우즐겨찾기가최신버전을가리킵니다.

• 현재즐겨찾기가이전에게시된오래된버전을가리키고최신버전이초안인경우즐겨찾기는계속해서게시된

버전을가리킵니다.

• 게시된버전이없는경우즐겨찾기는최신초안버전을가리킵니다. 게시된버전이나초안버전이없는경우즐

겨찾기는보관된최신버전을가리킵니다.

• 즐겨찾기는게시된오래된버전과같은언어로작성된새로운버전을가리킵니다. 예를들어게시된즐겨찾기

버전이영어이며새버전을스페인어로게시하는경우즐겨찾기는계속해서영어버전을가리킵니다. 새영어

버전을게시하는경우에는즐겨찾기가새버전을가리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IdeaExchange: Lightning Knowledge - 즐겨찾기는항상최신기사버전을가져와야합니다

이메일에기사삽입시첨부파일보존

이메일에서더이상기사가사라지거나덮어쓰기되지않습니다. 이제기사삽입을통해이메일에기사및관련파

일을삽입하면앞서추가한이전파일이유지됩니다. 기존에는새첨부파일이원본파일을대체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Knowledge가활성화된 Knowledge의 Enterprise, Essentials, Performanc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Classic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방법: Knowledge 개체에서원하는기사를선택하고드롭다운메뉴에서이메일에기사삽입을선택합니다.

Lightning Knowledge에서이미지에대체텍스트추가

이제화면판독기에 Knowledge 기사의이미지를설명하는대체텍스트캡션이나타납니다. 기존에는이기능을

Salesforce for Classic Knowledge에서사용할수있었습니다. 이제기능을 Lightning Experience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Knowledge가활성화된 Knowledge의 Enterprise, Essentials, Performance, Developer,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Knowledge 기사에이미지를삽입하면캡션을제공하라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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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대화종료후에이전트에작업을마무리할시간을제공하는대화후작업(파일럿)

이섹션에서는:

에이전트가대화관련작업을완료할여분의시간(파일럿)

대화를마친후에이전트는메모를기록하고이메일을보내거나작업항목을업데이트할시간이필요합니다.

대화후작업(ACW)을사용하여추가작업을받기전까지에이전트에제공할여분의시간을지정하십시오. ACW

파일럿은음성통화채널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에이전트가대화관련작업을완료할여분의시간(파일럿)
대화를마친후에이전트는메모를기록하고이메일을보내거나작업항목을업데이트할시간이필요합니다. 대화

후작업(ACW)을사용하여추가작업을받기전까지에이전트에제공할여분의시간을지정하십시오. ACW 파일럿은

음성통화채널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ervice Cloud

음성은 Service Cloud 및 Sales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주: 파일럿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대화후작업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

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

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

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

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

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조직에서이기능을

활성화하는정보는 Salesforce에문의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에이전트에게대화후작업시간제공(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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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특정사례관련알림에대한조직의기본발신주소를선택하고, 사전빌드된권리설정프로세스를사용자정의하

여까다로운권리설정프로세스를건너뛰며, 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을사용해사용자가소유하지않은프로필을

보지못하도록제한합니다. 탭전환을사용해 Lightning 앱빌더를앞뒤로전환하지않고탭전체에매크로를만들수

있으며, Winter '21 Email-to-Case 릴리스업데이트실행날짜가확장되어관리자에게조직을준비할시간이더주어집

니다.

이섹션에서는:

이메일알림에대한기본발신전용주소사용자정의

Spring ‘21 업데이트이전에는시스템주소에서사례알림보내기가켜져있으면, 특정이메일알림이

noreply@salesforce.com에서자동으로전송되었습니다. 이제특정사례관련알림에대해조직의기본보낸사람주

소로사용할이메일주소를선택할수있습니다.

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의프로필필터링을사용해엿보는눈으로부터프로필을안전하게유지

이제관리자가에이전트권한과예외를할당하는방법을더욱잘제어할수있습니다. 프로필필터링이적용되

면사용자는자신의프로필을제외하고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을통해프로필을보는것이제한됩니다.

권리를통합하여조직향상

Spring '21 릴리스를사용해권리기능을그어느때보다쉽게사용해보세요. 사용자정의가능한사전빌드권리

가 Service Cloud 라이센스에제공되므로에이전트가까다로운설정프로세스를건너뛰고처음부터기능을바로

적용할수있습니다.

매크로빌더에서탭전환으로워크플로향상

여러개의탭이있는복잡한 FlexiPage를강력한생산성도구로변환하십시오. 매크로빌더를업데이트하면 Lightning

앱빌더에서앞뒤로전환하지않고도여러탭에서매크로를만들수있습니다.

Email-to-Case 업데이트적용이 Winter '22 릴리스로연장됨

릴리스업데이트기능을통한변경사항을채택할수있도록 Winter '22 릴리스까지관리자에게 Winter '21 Email-To-Case

에대한실행기한이새로주어집니다.

Salesforce Experience 사용자가볼수없는 BCC

사용자에게적어도읽기권한이있거나사용자가원래이메일을보내는경우를제외하고사례에대한최근보

안강화기능은 Experience 사용자에대해 BccAddress 정보를제한합니다. 필드가더이상이메일피드에나타나지

않으며이메일메시지여러줄레이아웃및홈페이지에항상빈값으로나타납니다.

이메일알림에대한기본발신전용주소사용자정의

Spring ‘21 업데이트이전에는시스템주소에서사례알림보내기가켜져있으면, 특정이메일알림이

noreply@salesforce.com에서자동으로전송되었습니다. 이제특정사례관련알림에대해조직의기본보낸사람주소

로사용할이메일주소를선택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Essentials, Unlimited,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Aloha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의조직전체주소페이지에서조직의기본발신전용주소를구성하고확인합니다. 그런다음, 릴리스업

데이트에서테스트실행활성화를클릭하여사례댓글, 사례에스컬레이션, 사례할당, 기존사례에이메일수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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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이메일주소에서이메일알림을보내도록합니다. 마지막으로설정의지원설정설정페이지에서시스템주

소에서사례알림보내기를켭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사례관련이메일알림에대한기본발신전용주소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의프로필필터링을사용해엿보는눈으로부터프로필

을안전하게유지

이제관리자가에이전트권한과예외를할당하는방법을더욱잘제어할수있습니다. 프로필필터링이적용되면

사용자는자신의프로필을제외하고상호작용레이아웃할당을통해프로필을보는것이제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

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필수사용자에게프로필세부사항제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Classic에서상호작용로그할당(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권리를통합하여조직향상

Spring '21 릴리스를사용해권리기능을그어느때보다쉽게사용해보세요. 사용자정의가능한사전빌드권리가

Service Cloud 라이센스에제공되므로에이전트가까다로운설정프로세스를건너뛰고처음부터기능을바로적용

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Service Cloud 라이센스가있는모든신규조직은구성된사전빌드권리에대한자동액세스권한이있습니다.

Spring '21 릴리스이전에 Service Cloud 라이센스를구매한기존조직은 Service Setup Assistant에서 Service 앱설정을선

택하여사전빌드된권리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매크로빌더에서탭전환으로워크플로향상

여러개의탭이있는복잡한 FlexiPage를강력한생산성도구로변환하십시오. 매크로빌더를업데이트하면 Lightning

앱빌더에서앞뒤로전환하지않고도여러탭에서매크로를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Essentials, Unlimited,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매크로를만든다음명령편집을클릭하여매크로빌더로이동합니다. 이제점선테두리가있는아코디언과

탭을클릭할수있습니다. 빠른작업이있는탭이나아코디언(예: Chatter 피드)을열고, 하나를선택한다음, 명령을추

가합니다. 그리고저장을클릭합니다.

명령패널에서빠른작업중하나를클릭하면, 매크로빌더가자동으로해당빠른작업을엽니다.

147

사례관리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Set-Up-a-Default-No-Reply-Address-For-Case-Related-Email-Notifications&type=1&mode=1&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Set-Up-a-Default-No-Reply-Address-For-Case-Related-Email-Notifications&type=1&mode=1&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users_profiles_filtering.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users_profiles_filtering.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console2_log_assign.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console2_log_assign.htm&language=ko


Email-to-Case 업데이트적용이 Winter '22 릴리스로연장됨

릴리스업데이트기능을통한변경사항을채택할수있도록 Winter '22 릴리스까지관리자에게 Winter '21 Email-To-Case

에대한실행기한이새로주어집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Classic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Experience 사용자가볼수없는 BCC
사용자에게적어도읽기권한이있거나사용자가원래이메일을보내는경우를제외하고사례에대한최근보안강

화기능은 Experience 사용자에대해 BccAddress 정보를제한합니다. 필드가더이상이메일피드에나타나지않으며

이메일메시지여러줄레이아웃및홈페이지에항상빈값으로나타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내부 Salesforce사용자는 BCC 콘텐츠를계속볼수있습니다. 커뮤니티사용자의경우세부사항페이지가 BCC

필드에항상빈값으로표시됩니다. 커뮤니티사용자가원래이메일을발신자인경우에만이메일의 BCC 콘텐츠가

해당사용자에게표시됩니다.

Service Cloud 기타변경사항

CTI 사용자에대한프로필필터링을사용해조직을더안전하게유지합니다.

이섹션에서는:

CTI에서해커로부터사용자프로필정보보호

콜센터세부사항페이지에는사용자프로필의표시를제한하는 Salesforce 보안관행을준수하기위해콜센터

사용자수만표시됩니다. 프로필필터링이활성화되면관리자사용자만다른사용자의사용자프로필을볼수

있습니다. 다른사용자는사용자수는볼수있지만프로필은볼수없습니다. 이전에는콜센터세부사항에사

용자프로필에나열되었습니다.

CTI에서해커로부터사용자프로필정보보호

콜센터세부사항페이지에는사용자프로필의표시를제한하는 Salesforce 보안관행을준수하기위해콜센터사용

자수만표시됩니다. 프로필필터링이활성화되면관리자사용자만다른사용자의사용자프로필을볼수있습니다.

다른사용자는사용자수는볼수있지만프로필은볼수없습니다. 이전에는콜센터세부사항에사용자프로필에

나열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시스템에액세스할수있는사용자를볼수있는사람을제한하여조직을가능한한안전하게유지합니다.

방법: 프로필필터링을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사용자를입력한다음사용자관리설정을선택하

고프로필필터링을클릭합니다.

콜센터사용자를보려면콜센터세부사항페이지로이동합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콜 센터를입력한후

콜센터를선택합니다. 콜센터를선택합니다. 콜센터세부사항페이지에서아래로스크롤하여콜센터사용자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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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확인합니다. 프로필필터링이활성화되면표준사용자에게는콜센터사용자수(1)가표시되고관리자사용자

에게는각프로필의사용자수(2)가표시됩니다.

세일즈

Salesforce Meetings는세일즈팀이회의를준비하고참석자를참여시키는데도움이됩니다. High Velocity Sales 사용자

는비디오통화를포함한 Einstein 대화인사이트를사용하고세일즈케이던스의결과인기회와매출을추적하거나

데이터손실없이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중지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여이동하면서예측을

조정하십시오. 일시적으로이메일이전달되지않는상황을추적하고이메일템플릿을테스트및공유할수도있습

니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Meetings

세일즈담당자가회의를준비하고이전다른수준으로참가자에게다가갈수있도록돕는도구를사용하여잠

재고객및고객과의상호작용을향상합니다. 회의요약은회의에참석한사람에대한정보를통합하고관련활

동을표시하거나담당자가팀구성원이회의준비과정을숙지할수있도록돕습니다. Meeting Studio는가상회의

동안계속해서참석자의참여를유도하는고유한카메라및프레젠테이션보기가포함되어있습니다.

High Velocity Sales

이제세일즈팀은비디오통화를포함한 Einstein 대화인사이트를사용하여통화컬렉션을생성하고대화인사이

트대시보드에서더많은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관리자및담당자는세일즈케이던스및기회를함께사용

하고세일즈케이던스를비활성화하거나대상할당받은사람을변경할수있는사람을구체적으로지정할수

있습니다.

Sales Cloud Einstein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는기회데이터가충분하지않은경우전역모델을사용합니다. Einstein 리드점수매기

기는필드를더욱직관적으로저장합니다.

핵심세일즈기능

모바일예측조정, 기회제품에대한정보를추적할수있는유연성, 추가리드변환옵션을활용할수있습니다.

패키지공급자는주문저장동작을구성하기위한추가옵션을제공하며원본지역관리는사용중지될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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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기능

이메일및이메일템플릿에대한업데이트는세일즈담당자의생산성을향상합니다. 세일즈담당자는이메일이

하드바운스가아닌소프트바운스된경우고객에대한팔로우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또한담당자는계속해

서이메일논의가이어질때이메일을예약하거나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예약된회의에 Zoom 회의링크

를자동으로추가할수있습니다. 관리패키지및변경집합에이메일템플릿빌더템플릿을포함해 Lightning 이

메일템플릿을추가합니다. 이메일알림등 Salesforce 자동화에서사용할수도있습니다. 이메일템플릿빌더에서

처음부터시작하는대신기존구성요소를복제하십시오.

Google과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Chrome 확장자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

일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는 Inbox 포함 Gmail 통

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있습니다. 더이상 Lightning Sync 고

급기능이도입되지는않으며, 차세대동기화제품인 Einstein 활동수집의새로운기능을확인하십시오.

Microsoft®와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Outlook 추가기능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일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는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365의

Lightning Sync 사용자인경우 2021년으로예정된 Microsoft 기본인증사용중지에준비가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

오. 계속해서 Salesforce for Outlook을사용하는경우 2021년~2023년동안제품사용중지가사용자에게미치는영

향을자세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Salesforce Meetings
세일즈담당자가회의를준비하고이전다른수준으로참가자에게다가갈수있도록돕는도구를사용하여잠재고

객및고객과의상호작용을향상합니다. 회의요약은회의에참석한사람에대한정보를통합하고관련활동을표

시하거나담당자가팀구성원이회의준비과정을숙지할수있도록돕습니다. Meeting Studio는가상회의동안계속

해서참석자의참여를유도하는고유한카메라및프레젠테이션보기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회의요약으로생산적대화준비

잘조직된회의, 적절한아젠다, 준비된세일즈팀은가장이상적인인상을남깁니다. Salesforce Meetings의일부인

회의요약은세일즈담당자가회의시작전에정보를모으고공유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단일페이지가되어

줍니다. 회의참석자, 회의초대응답, 세부사항에대한미리알림, 관련레코드활동에대한인사이트를파악할

수있습니다.

Meeting Studio로가상이벤트강화

Meeting Studio로지금껏경험해보지못한회의경험을공유하여가상이벤트동안잠재고객및고객이참여할수

있도록유지합니다. 담당자는같은창에서카메라보기및프레젠테이션을표시하여시간을절약하고다음에

공유할콘텐츠가이상하게전환되지않도록방지할수있으며, 참가자의시각적표시를기반으로프레젠테이션

접근방식을채택할수도있습니다. 또한회의대화를이끌고안내하는데도움이되는회의요약에서핵심정보

를확인하거나메모를남기고다음단계를문서화하거나팀과공동작업을진행할장소도확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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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요약으로생산적대화준비

잘조직된회의, 적절한아젠다, 준비된세일즈팀은가장이상적인인상을남깁니다. Salesforce Meetings의일부인회

의요약은세일즈담당자가회의시작전에정보를모으고공유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단일페이지가되어줍니

다. 회의참석자, 회의초대응답, 세부사항에대한미리알림, 관련레코드활동에대한인사이트를파악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erformance 및 Unlimited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의 Sales Cloud에적용됩니다.

시기: 이기능은모든인스턴스가 Spring ‘21 릴리스로업그레이드된직후에프로덕션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Sandbox

에서이기능을확인하려면프로덕션라이센스일치를실행하거나프로덕션에서이기능을사용할수있게된후에

새로고침을요청하십시오.

대상: Salesforce Meetings 권한집합이할당된사용자만회의요약탭을볼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회의를입력한다음, 설정을선택합니다. Einstein 활동수집또는 Lightning Sync 등동

기화솔루션이활성화되어있는지확인하고표시합니다. 그런다음, Salesforce Meetings를켜고회의요약탭에대한

액세스권한을부여하려는사용자에게 Salesforce Meetings 권한집합을할당합니다.

주: 이벤트레코드에정의된사용자정의페이지레이아웃이있는경우 Lightning 앱빌더를사용하여페이지

레이아웃에회의요약구성요소를추가하십시오. 최상의환경을위해레이아웃내자체탭이나페이지내넓

은영역에구성요소를추가하는것이좋습니다.

활성화될경우사용자가이벤트레코드를볼때회의요약탭이표시됩니다.

151

Salesforce Meetings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담당자는회의초대에응답한사람을검토하고응답자에대한정보를수집할수있습니다(1). Einstein 활동수집이벤

트동기화가활성화된경우담당자는회의참석자직함, 역할에대한시각적표시를수신합니다. Einstein 활동수집

을사용하여응답하지않은참석자및누락된이벤트세부사항에대한인사이트등이벤트에대한미리알림도전

송됩니다(2). 담당자는활동시간표시막대에서관련레코드의활동을검토할수있습니다(3). 이활동시간표시막

대에는회의에중요한레코드와관련된활동만표시됩니다. Salesforce Anywhere(Quip)이활성화된경우담당자는관

련문서구성요소를사용하여 Quip에서메모를작성하고관련문서를검토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Meetings(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Quip 관련문서구성요소(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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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Studio로가상이벤트강화

Meeting Studio로지금껏경험해보지못한회의경험을공유하여가상이벤트동안잠재고객및고객이참여할수있

도록유지합니다. 담당자는같은창에서카메라보기및프레젠테이션을표시하여시간을절약하고다음에공유할

콘텐츠가이상하게전환되지않도록방지할수있으며, 참가자의시각적표시를기반으로프레젠테이션접근방식

을채택할수도있습니다. 또한회의대화를이끌고안내하는데도움이되는회의요약에서핵심정보를확인하거

나메모를남기고다음단계를문서화하거나팀과공동작업을진행할장소도확보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erformance 및 Unlimited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의 Sales Cloud에적용됩니다.

시기: 이기능은모든인스턴스가 Spring ‘21 릴리스로업그레이드된직후에프로덕션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Sandbox

에서이기능을확인하려면프로덕션라이센스일치를실행하거나프로덕션에서이기능을사용할수있게된후에

새로고침을요청하십시오.

대상: Salesforce Meetings 권한집합이할당된사용자만 Meeting Studio를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세일즈담당자는잠재고객및고객과함께더많은가상회의를주최합니다. Meeting Studio는 Zoom, Google Meet

또는 Cisco Webex 등웹컨퍼런스응용프로그램을대신하는대체품이아니라기존비디오컨퍼런스응용프로그램

내부에고유한환경을제공하고세일즈담당자에게편리한발표자환경을전달하는방법입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회의를입력한다음, 설정을선택합니다. Einstein 활동수집또는 Lightning Sync 등동

기화솔루션이활성화되어있는지확인하고표시합니다. 그런다음, Salesforce Meetings를켜고 Meeting Studio에대한

액세스권한을부여하려는사용자에게 Salesforce Meetings 권한집합을할당합니다.

담당자가이벤트레코드의회의요약탭에서직접 Meeting Studio를시작합니다. Zoom 또는 Google Meet 등관련회의

링크를회의에사용할수있는경우 Meeting Studio와회의가별도의브라우저탭에열립니다.

팁: 이벤트레코드가없는회의를위해팀에 Meeting Studio 액세스권한을부여하려면사용자의홈페이지에

Meeting Studio 구성요소를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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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컨퍼런스응용프로그램에서담당자는응용프로그램에서카메라를켜고공유탭및창을오가는대신 Meeting

Studio 탭을공유합니다. 대상그룹에담당자가표시하는카메라보기(1) 및콘텐츠(2)가나타납니다. 회의동안담당

자는여러창또는브라우저탭을멈추고다시공유하지않아도콘텐츠를전환할수있습니다. 또한회의동안보기

를변경하여카메라나콘텐츠에포커스를맞추어(3) 대상그룹을집중시킬수있습니다. 담당자가회의요약에서직

접 Meeting Studio를시작하는경우회의요약에서회의정보에액세스할수도있습니다(4). 발표자패널은메모를작

성하여모든사람이회의전, 동안, 후에회의내용을일괄적으로파악할수있는장소가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비디오: Meeting Studio 시작(영어만지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Meetings(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앱빌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High Velocity Sales
이제세일즈팀은비디오통화를포함한 Einstein 대화인사이트를사용하여통화컬렉션을생성하고대화인사이트

대시보드에서더많은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관리자및담당자는세일즈케이던스및기회를함께사용하고

세일즈케이던스를비활성화하거나대상할당받은사람을변경할수있는사람을구체적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High Velocity Sales 및그기능은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가격책정세부사항은 Salesforce 계정담당

자에게문의하십시오. Sales Dialer도추가기능라이센스의형태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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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Einstein 대화인사이트

콜코칭의이름이새롭게바뀌었으며이제비디오통화를지원합니다. 사용자는간편하게통화컬렉션을사용

하여음성통화그룹을생성하고공유할수있습니다. 또한세일즈관리자는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에서비디

오통화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하여기회진전및대상참여추적

세일즈팀이효율적인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하여기회를진전시킬수있습니다. 세일즈관리자는세일즈케

이던스를발전시킬기회를만들수있습니다. 또한세일즈관리자및담당자는세일즈참여구성요소를추가하

는경우기회및대상레코드페이지에서대상의세일즈케이던스상태와최근참여활동을볼수있습니다.

데이터손실없이세일즈케이던스사용중지

이제세일즈관리자는더이상사용하지않는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중지할수있습니다. 세일즈케이던스를

비활성화하면세일즈케이던스또는기록데이터삭제없이새대상이추가되는것을방지합니다. 비활성화된

세일즈케이던스의기존대상은완료될때까지유지됩니다.

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변경할수있는사용자지정

세일즈팀이잠재고객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새롭게도입된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변경할수있는

사용자제한설정을사용하면대상을할당받는사람변경이활성화된경우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업데이트할

수있는팀구성원을선택할수있습니다. 세일즈관리자는다른관리자또는특정사용자만할당받는사람을업

데이트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세일즈케이던스성과에대한추가세부사항확보

작업케이던스단계월간메트릭개체를사용하면세일즈관리자가쉽게세일즈케이던스단계, 이메일템플릿,

호출스크립트에대한월별대상참여통계를볼수있습니다. 이제보고서에서세일즈케이던스대상처리를사

용할수있습니다. Einstein Analytics High Velocity Sales 성과대시보드에이메일링크클릭및회신통계가포함되었

습니다.

Einstein 대화 인사이트

콜코칭의이름이새롭게바뀌었으며이제비디오통화를지원합니다. 사용자는간편하게통화컬렉션을사용하여

음성통화그룹을생성하고공유할수있습니다. 또한세일즈관리자는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에서비디오통화

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Einstein 대화인사이트는통화를녹음하지않으며, Sales Dialer 또는기타지원되는파트너등기록시스템에연결합니

다. 콘텐츠를관리하고통화기록방법에적용되는현지개인정보요구사항을준수할책임은고객에게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Einstein 콜코칭이이제 Einstein 대화인사이트가되었음

코칭솔루션의이름이달라져도세일즈에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 기분좋은일입니다.

비디오통화를포함한대화인사이트사용

비디오통화에서도이미전화통화에서얻은것과마찬가지로인사이트와코칭이필요한순간을파악합니다.

대화인사이트사용자는 Zoom이통합된후비디오지원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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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컬렉션생성및공유

실질적인첫통화또는가격정책질문을처리하는방법등통화를범주에따라체계적으로정리합니다. 더욱효

과적으로통화에액세스하고통화를검토할수있도록하십시오. 관리자및담당자는쉽게유용한음성통화그

룹을생성하고해당그룹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Einstein 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에서비디오통화데이터에액세스

모든비디오통화데이터를보려는경우도와드리겠습니다. 세일즈관리자가대화유형별로 Einstein 대화인사이

트대시보드를필터링할수있습니다.

Einstein 콜코칭이이제 Einstein 대화인사이트가되었음

코칭솔루션의이름이달라져도세일즈에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 기분좋은일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High Velocity Sales에적용됩니다. High Velocity Sales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비디오통화를포함한대화인사이트사용

비디오통화에서도이미전화통화에서얻은것과마찬가지로인사이트와코칭이필요한순간을파악합니다. 대화

인사이트사용자는 Zoom이통합된후비디오지원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High Velocity Sales에적용됩니다. High Velocity Sales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시기: 이기능은 Spring '21 릴리스이후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 Einstein 대화인사이트에액세스할수있는 High Velocity Sales 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몇가지유용한대화인사이트기능을사용하여비디오통화를진행합니다. Salesforce에서직접회의기록에액

세스하고통화로밝혀낸인사이트와트렌드를확인하거나경쟁사, 제품, 사용자정의키워드, 가격책정논의, 다음

단계멘션을파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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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인사이트사용자는비디오통화레코드에서녹음을재생하고통화세부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다른멘

션을클릭하여강조표시하고통화의특정영역으로이동합니다.

매니저는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에서비디오통화데이터를보고통화하이라이트이메일에표시된비디오통화

를확인할수도있습니다.

레코드공유, 통화컬렉션또는 Chatter 액세스등일부음성통화기능은지원되지않습니다.

방법: 비디오지원에액세스하려면설정의일반설정에서 Zoom 비디오를기록공급자로추가합니다.

통화컬렉션생성및공유

실질적인첫통화또는가격정책질문을처리하는방법등통화를범주에따라체계적으로정리합니다. 더욱효과

적으로통화에액세스하고통화를검토할수있도록하십시오. 관리자및담당자는쉽게유용한음성통화그룹을

생성하고해당그룹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High Velocity Sales에적용됩니다. High Velocity Sales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 Einstein 대화인사이트에액세스할수있는 High Velocity Sales 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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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세일즈관리자가통화컬렉션을생성하고공유할수있으므로사용자는범주에따라정리된수많은유용한

통화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컬렉션이공유되면사용자에게알림이수신됩니다.

관리자나담당자는컬렉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 컬렉션은기본적으로비공개상태이지만세일즈관리자는역할

계층을통해담당자의컬렉션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표준사용자는기본적으로컬렉션을보기위해액세스할수있지만컬렉션이공유되어야만컬렉션의항목을볼수

있습니다. 또한컬렉션소유자는컬렉션의항목을개별사용자또는공개그룹과공유할수있습니다.

방법: Einstein 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메뉴에서통화컬렉션에액세스합니다. 앱시작관리자에서레코드컬렉션을

검색하거나탐색메뉴에서레코드링크를표시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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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자신이소유한통화레코드를추가할수있으며, 관리자는액세스권한이있는통화를추가할수있습니

다. 컬렉션에음성통화를추가하려면음성통화레코드에서컬렉션에추가를클릭하십시오. 관리자및담당자는

컬렉션에추가모달에서직접컬렉션을생성할수도있습니다.

Einstein 대화인사이트대시보드에서비디오통화데이터에액세스

모든비디오통화데이터를보려는경우도와드리겠습니다. 세일즈관리자가대화유형별로 Einstein 대화인사이트

대시보드를필터링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High Velocity Sales에적용됩니다. High Velocity Sales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콜코칭사용자권한집합이있는세일즈관리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이제개요및멘션페이지에서세일즈관리자는 Wave 대시보드를대화유형별로필터링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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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하여기회진전및대상참여추적

세일즈팀이효율적인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하여기회를진전시킬수있습니다. 세일즈관리자는세일즈케이던

스를발전시킬기회를만들수있습니다. 또한세일즈관리자및담당자는세일즈참여구성요소를추가하는경우

기회및대상레코드페이지에서대상의세일즈케이던스상태와최근참여활동을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High Velocity Sales 사용자또는 High Velocity Sales 케이던스작성자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제공됩니

다.

이유: 이제관리자또는담당자가세일즈케이던스에대상을추가할때대상에기회를연결할수있습니다.

연락처및개인계정대상과관련된기회는대상과함께작업대기열에나타납니다. 항목을클릭하면대상및기회

가모두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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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서세일즈참여구성요소에각기회연락처역할에대한참여활동이표시됩니다. 참여정보는연락처에대

해사용가능하며, 세일즈케이던스(1)에포함되어있는지아니면포함되어있지않은지(2) 여부는상관없습니다. 폭

이길거나좁은방향으로구성요소를추가할수있습니다.

세일즈참여구성요소는리드, 연락처, 개인계정레코드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구성요소에는대상의세일즈

케이던스단계진행과정이포함되므로페이지레이아웃의기존세일즈케이던스단계구성요소를대체합니다.

관리자및담당자는세일즈케이던스를완료하는동안이나완료한후관련기회및대상의처리를업데이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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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처리(1)는대상의세일즈케이던스결과를나타냅니다. 처리는수동제거시사용자가설정하거나종료기준을

통해대상이완료되거나종료되면자동설정할수있습니다. 특성이벤트(2)는기회가생성되거나기회단계가진전

되면기회가세일즈케이던스에기여했는지여부를지정합니다.

방법: 설정에서세일즈케이던스에기회연결을설정합니다.

그런다음, 기회, 리드, 연락처, 개인계정페이지레이아웃에세일즈참여구성요소를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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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손실없이세일즈케이던스사용중지

이제세일즈관리자는더이상사용하지않는세일즈케이던스를사용중지할수있습니다. 세일즈케이던스를비

활성화하면세일즈케이던스또는기록데이터삭제없이새대상이추가되는것을방지합니다. 비활성화된세일즈

케이던스의기존대상은완료될때까지유지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High Velocity Sales 사용자또는 High Velocity Sales 케이던스작성자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제공됩니

다.

이유: 세일즈지원패턴을업데이트하기위해세일즈관리자는기존세일즈케이던스를새세일즈케이던스와교체

합니다. 세일즈케이던스가비활성화되면추가사용이불가능해지고세일즈케이던스데이터가유지되어새세일

즈케이던스와의혼란을피할수있습니다.

방법: 세일즈케이던스레코드페이지에서비활성화작업을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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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변경할수있는사용자지정

세일즈팀이잠재고객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새롭게도입된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변경할수있는사

용자제한설정을사용하면대상을할당받는사람변경이활성화된경우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업데이트할수있

는팀구성원을선택할수있습니다. 세일즈관리자는다른관리자또는특정사용자만할당받는사람을업데이트

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에서대상을할당받는사람을변경할수있는사용자제한(1)을설정하고개별사용자또는그룹에세일

즈케이던스대상할당받은사람변경권한을할당합니다.

세일즈케이던스성과에대한추가세부사항확보

작업케이던스단계월간메트릭개체를사용하면세일즈관리자가쉽게세일즈케이던스단계, 이메일템플릿, 호

출스크립트에대한월별대상참여통계를볼수있습니다. 이제보고서에서세일즈케이던스대상처리를사용할

수있습니다. Einstein Analytics High Velocity Sales 성과대시보드에이메일링크클릭및회신통계가포함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새작업케이던스단계월간메트릭개체는성과데이터를월별로그룹화하므로관리자가계절별성과추세

를쉽게파악할수있습니다. 이메일템플릿, 호출스크립트, 세일즈케이던스단계에대한사용자정의보고서유형

은해당개체와의결합을지원하므로관리자가이메일열림, 전화통화, 완료된단계등에대한월간합계를볼수있

습니다.

164

High Velocity Sales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케이던스트래커성과를검토할때관리자는세일즈케이던스대상처리정보도볼수있습니다.

조회관계를사용하여연락처, 리드, 계정을포함하는세일즈케이던스트래커에대한사용자정의보고서유형에

기회이름, 단계, 금액등기회필드를추가할수있습니다.

이제세일즈케이던스레코드의세일즈케이던스단계관련목록에완료통계가포함된세일즈케이던스단계유형

전체가나타납니다.

Sales Cloud Einstein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는기회데이터가충분하지않은경우전역모델을사용합니다. Einstein 리드점수매기기는

필드를더욱직관적으로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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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적은데이터로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활성화

소규모데이터집합을보유한경우에도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Einstein은모두가기

회를점수화할수있도록익명집계데이터를사용하는전역점수매기기모델을활용합니다. 자체데이터가충

분하면 Einstein이자체데이터로만만들어진점수매기기모델로전환합니다.

Einstein 리드점수매기기에제외된필드대신포함된필드저장

기존에는 Einstein 리드점수매기기가점수매기기모델에서제외할리드필드목록을저장했습니다. Einstein 리

드점수매기기를설정한후새사용자정의리드필드를추가하는경우설정에서점수매기기모델이사용하는

목록에필드를추가하십시오.

적은데이터로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활성화

소규모데이터집합을보유한경우에도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Einstein은모두가기회를

점수화할수있도록익명집계데이터를사용하는전역점수매기기모델을활용합니다. 자체데이터가충분하면

Einstein이자체데이터로만만들어진점수매기기모델로전환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

니다.

시기: Spring '21 릴리스후반에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를위한전역모델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Einstein 인텔리전스는데이터를기반으로구축됩니다. 그러나 Salesforce 또는특정 Salesforce 개체를처음접한

소규모회사및회사의경우 Einstein 점수매기기기능의데이터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할수있지만, 전역모델을

사용하면모두가기회점수를확보할수있습니다.

방법: 전역모델또는단일고객모델을사용할준비가되었는지알아보도록설정에서 Einstein 준비도평가프로그램

을실행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ales Cloud Einstein 준비도평가프로그램실행(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Einstein

Einstein 리드 점수매기기에제외된필드대신포함된필드저장

기존에는 Einstein 리드점수매기기가점수매기기모델에서제외할리드필드목록을저장했습니다. Einstein 리드점

수매기기를설정한후새사용자정의리드필드를추가하는경우설정에서점수매기기모델이사용하는목록에

필드를추가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

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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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세일즈기능

모바일예측조정, 기회제품에대한정보를추적할수있는유연성, 추가리드변환옵션을활용할수있습니다. 패

키지공급자는주문저장동작을구성하기위한추가옵션을제공하며원본지역관리는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이섹션에서는:

공동작업예측

이제모바일예측이조정을지원합니다.

기회

세일즈팀이기회제품레코드의추적정보를더유연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리드

리드변환시세일즈담당자의유연성이향상됩니다.

캠페인

새캠페인구성원인계정(베타)을통해계정기반마케팅노력을지원합니다.

주문

패키지공급자는 2GP 및잠금해제패키지가지원하는주문저장동작유형을구성할수있습니다.

핵심세일즈기능의기타변경사항

Summer '21 이후원본영역관리기능이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공동작업예측

이제모바일예측이조정을지원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이동중예측조정

이제 Salesforce 모바일앱이예측조정을지원합니다. 모바일앱에서자체예측을조정할수있지만하위영역의

예측은조정할수없습니다. 기존에는모든모바일예측이읽기전용이었습니다.

이동중예측조정

이제 Salesforce 모바일앱이예측조정을지원합니다. 모바일앱에서자체예측을조정할수있지만하위영역의예측

은조정할수없습니다. 기존에는모든모바일예측이읽기전용이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Developer와 Sales Cloud를사용하는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전체 Salesforce 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예측터치스크린에서조정을눌러시작합니다. 조정할예측및조정을차례로누를수도있습니다. 조정을입

력하고옵션참고를추가한다음, 변경사항을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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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공동작업예측에서예측조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Salesforce 도움말: 공동작업예측: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없는기능또는차이점(릴리스미리보기동

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기회

세일즈팀이기회제품레코드의추적정보를더유연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기회제품으로더많은작업수행

세일즈팀에게기회제품레코드의추적정보를더유연하게제공합니다. 예를들어, 담당자가기회제품레코드

의관련목록에두배달지역을추적하고자하는경우개체관계와페이지레이아웃을만들어추적할수있습니

다.

기회제품으로더많은작업수행

세일즈팀에게기회제품레코드의추적정보를더유연하게제공합니다. 예를들어, 담당자가기회제품레코드의

관련목록에두배달지역을추적하고자하는경우개체관계와페이지레이아웃을만들어추적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모든 Salesforce 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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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개체관리설정에서표준또는사용자정의개체와기회제품(OpportunityLineItem 개체) 사이의검색관계를만

듭니다. 조회필드와관련목록이표시하려는페이지레이아웃에추가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이예에서위치사용자정의개체는기회제품과검색관계입니다.

담당자는제품레코드모니터링에서북부해변및시내배달지역을추적할수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API가표준및사용자정의개체와 OpportunityLineItem 사이의검색관계를지원합니다.

주: 이미알고계십니까? 이기능은 Winter '21부터잠시사용할수있었지만작동문제로인해제거되었습니다.

추가준비를거쳐이제다시무대에오를준비를마쳤습니다.

리드

리드변환시세일즈담당자의유연성이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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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API를사용하여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으로동시변환

고객이개인및그룹을포함하는경우세일즈팀은변환된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에동시에연결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은행은가족의각구성원별로개인계정을만들고가족을비즈니스계정으로그룹화할

수있습니다. 해당리드변환을활성화하려면 API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플로를구축합니다.

API를사용하여 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으로동시변환

고객이개인및그룹을포함하는경우세일즈팀은변환된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에동시에연결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은행은가족의각구성원별로개인계정을만들고가족을비즈니스계정으로그룹화할수있

습니다. 해당리드변환을활성화하려면 API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플로를구축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APEX 리드변환, 개인계정, 다중계정에연락을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은 LeadConvert() 클래스에서새로운인

수를사용할수있습니다. 새 relatedPersonAccountId 인수를사용하여연락처대신기존개인계정으로리드를변환하

고, relatedPersonAccountRecord 인수를사용하여연락처대신새개인계정으로리드를변환합니다.

LeadConvert 클래스는관련개인계정을설정하고검사하는새메서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LeadConvertResult 클래스

에는새메서드및속성이있습니다.

비즈니스계정레코드페이지의관련개인계정을보려면계정페이지레이아웃에관련연락처관련목록을추가합

니다.

캠페인

새캠페인구성원인계정(베타)을통해계정기반마케팅노력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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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이제계정레코드를캠페인구성원으로추가할수있습니다. 캠페인구성원을포함하는테이블, 관련목록, 보고

서에서중요계정에중점을둡니다.

리드/연락처 ID 레이블이변경되었음

리드/연락처 ID 레이블이이제관련레코드 ID가됩니다. 레이블변경은기본적으로캠페인및캠페인구성원표

준보고서에나타납니다.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이제계정레코드를캠페인구성원으로추가할수있습니다. 캠페인구성원을포함하는테이블, 관련목록, 보고서

에서중요계정에중점을둡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Pardot 커넥터를사용하는모든 Salesforce 및 Pardot Edition에적용됩니다.

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캠페인구성원인계정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

약하의 "서비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

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

대한일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

평가목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

한유해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

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캠페인구성원인계정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이유: 캠페인구성원인계정설정이켜지면해당위치에서계정을추가하거나분석할수있습니다.

표시 정보위치레코드

계정의연락처와연결된캠페인을표

시합니다.

캠페인관련목록계정

캠페인구성원으로계정을포함하는

캠페인을표시합니다. 캠페인에추가

를사용하여관계를만드십시오.

캠페인내역관련목록계정

캠페인구성원인계정을표시합니다.

계정추가를사용하여관계를만드십

시오.

캠페인구성원관련목록캠페인

구성원유형이계정인계정레코드를

표시합니다. 이제기존에리드/연락

캠페인및캠페인구성원보고서표준보고서

처 ID로알려진열의레이블이관련레

코드 ID로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보고서유형은캠페인및계

정간관계를표시합니다.

캠페인 + 계정보고서표준보고서

캠페인을기본개체로선택하면이제

계정이보조개체로나타납니다.

개체유형사용자정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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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드/연락처에제어됨을사용하는공유설정은변경되지않았습니다. 베타기간동안캠페인구성원으로

추가된계정은공유설정으로평가되지않으며공개상태입니다.

방법: Salesforce 설정에서캠페인구성원인계정설정을켭니다. 그러면업데이트된보고서및새보고서를사용할수

있습니다. 계정페이지에서캠페인을보려면계정페이지레이아웃에캠페인내역및캠페인관련목록을추가하십

시오.

리드/연락처 ID 레이블이변경되었음

리드/연락처 ID 레이블이이제관련레코드 ID가됩니다. 레이블변경은기본적으로캠페인및캠페인구성원표준

보고서에나타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이유: 캠페인구성원인계정베타기능을지원하도록레이블이변경되었지만, 모든사용자에게나타납니다. 필드는

이제계정, 리드, 연락처 ID를지원할수있습니다. 이필드에계정 ID를포함하려면 Salesforce 설정에서베타기능을

옵트인하십시오.

주문

패키지공급자는 2GP 및잠금해제패키지가지원하는주문저장동작유형을구성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2GP 및잠금해제패키지의주문저장동작구성

2GP 패키지공급자가패키지가지원하는주문저장동작의유형을결정할수있도록합니다. 이제 2GP 및잠금해

제패키지의새주문저장동작을구성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 1GP 패키지만 Winter '21 새주문저장동작릴리

스업데이트에서도입된새주문저장동작을지원했습니다.

2GP 및잠금해제패키지의주문저장동작구성

2GP 패키지공급자가패키지가지원하는주문저장동작의유형을결정할수있도록합니다. 이제 2GP 및잠금해제

패키지의새주문저장동작을구성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 1GP 패키지만 Winter '21 새주문저장동작릴리스업데

이트에서도입된새주문저장동작을지원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기존에는스크래치조직에서잠금해제또는 2GP 패키지의주문저장동작만테스트할수있었습니다. 이제

2GP 또는잠금해제패키지의스크래치조직정의파일내 features 속성에서주문저장동작을정의할수있습니

다. features 내세가지옵션이있습니다.

• OrderSaveLogicEnabled: 새주문저장동작에대한스크래치조직지원을활성화합니다. 이값은새주문저장동

작만지원합니다. 스크래치조직에기존및새주문저장동작이모두필요한경우 OrderSaveBehaviorBoth를사용하

십시오.

• OrderSaveBehaviorBoth: 새주문저장동작및기존주문모두에대한스크래치조직지원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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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정의파일에 OrderSaveLogicEnabled 또는 OrderSaveBehaviorBoth를추가하지않은경우패키지는기존주문저장

동작만지원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개발자문서: 새주문저장동작에대한테스트및응답(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Knowledge 기사: 주문저장동작업데이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핵심세일즈기능의기타변경사항

Summer '21 이후원본영역관리기능이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이섹션에서는:

원본영역관리만료예정

Summer '21 이후원본영역관리기능이만료됩니다. 기능이만료되면사용자는원본영역관리기능및기본데

이터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엔터프라이즈영역관리로마이그레이션하는것이좋습니다.

원본영역관리만료예정

Summer '21 이후원본영역관리기능이만료됩니다. 기능이만료되면사용자는원본영역관리기능및기본데이터

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엔터프라이즈영역관리로마이그레이션하는것이좋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erformance 및 Developer Edition과 Sales Cloud를사용하는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문서를검토하고엔터프라이즈영역관리를설정하기위한지침을따르십시오.

주: 사용자정의가능한예측은 Summer '20부터사용중지되었습니다. 원본영역관리사용자는사용자정의가

능한예측기능및기존데이터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그러나예측관리자는기회및영역에부여된액세스

권한이유지됩니다. 사용자정의가능한예측을사용하는경우공동작업예측으로마이그레이션하는것이좋

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Knowledge 기사: Summer '21 릴리스시원본영역관리모듈만료예정

생산성기능

이메일및이메일템플릿에대한업데이트는세일즈담당자의생산성을향상합니다. 세일즈담당자는이메일이하

드바운스가아닌소프트바운스된경우고객에대한팔로우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또한담당자는계속해서이

메일논의가이어질때이메일을예약하거나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예약된회의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

으로추가할수있습니다. 관리패키지및변경집합에이메일템플릿빌더템플릿을포함해 Lightning 이메일템플릿

을추가합니다. 이메일알림등 Salesforce 자동화에서사용할수도있습니다. 이메일템플릿빌더에서처음부터시작

하는대신기존구성요소를복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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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이메일환경

이제세일즈담당자는이메일의하드바운스뿐아니라소프트바운스여부도파악할수있으므로고객이담당

자가보낸이메일을수신하도록할수있습니다. 담당자는계속해서이메일논의가이어질때이메일을예약할

수있으며, 담당자가 Zoom 계정을연결하고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회의를생성하는경우회의를수락하면

Zoom 회의링크가추가됩니다.

이메일템플릿

이메일템플릿빌더를사용하여구축된템플릿등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은관리패키지및변경집합과쉽게

공유됩니다. 템플릿을테스트하고 Salesforce 프로덕션조직으로옮기거나 AppExchange를통해다른사용자와공

유합니다. 이메일알림과같은 Salesforce 자동화에서이메일템플릿빌더를사용하여구축된템플릿등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사용할수도있습니다. 또한이메일템플릿빌더사용자는유사한구성요소를생성할때기존

구성요소를복제하여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 처음부터시작하는대신구성요소를복제하고사본을편집

하십시오.

Einstein 활동수집

프로필별로구성에사용자를추가합니다. 연락처및이벤트에대한필드매핑을사용자정의하십시오. 내부이

벤트를동기화할수도있습니다.

Salesforce Inbox

Inbox 모바일앱의최신개선내역을확인하십시오.

캘린더

개발자관리자는 API의 CalendarView 개체를통해사용자에게추가설정지원을제공할수있습니다.

Dialer

Dialer에새로운이름이생겼습니다.

이메일환경

이제세일즈담당자는이메일의하드바운스뿐아니라소프트바운스여부도파악할수있으므로고객이담당자가

보낸이메일을수신하도록할수있습니다. 담당자는계속해서이메일논의가이어질때이메일을예약할수있으

며, 담당자가 Zoom 계정을연결하고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회의를생성하는경우회의를수락하면 Zoom 회의링

크가추가됩니다.

이섹션에서는:

소프트바운스이메일처리로이메일전송

이메일이전달되지않은경우세일즈담당자가알수있도록회사에서는바운스처리를사용합니다. 이제일시

적으로이메일전달에실패한이메일의소프트바운스를추적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영구적으로이메일전

달에실패한하드바운스만추적할수있었습니다.

설정감사내역에서더많은변경사항모니터링

귀하및다른관리자가 Salesforce.org에적용한최근설정변경사항을추적할수있도록설정감사내역에새이벤

트가추가되었습니다.

스레드이메일로나중에보내기사용

이제담당자는새이메일을작성하고이메일에회신하는경우최적의시간에이메일이전송되도록예약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관리자가스레드이메일이아닌새이메일만예약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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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제세일즈담당자는 Zoom 계정을연결하고 Lightning Experience 이메일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

된초대장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추가할수있습니다. Zoom 회의링크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담당자는더

이상참석자가이벤트시간을선택한후수동으로링크를추가하지않아도됩니다.

소프트바운스이메일처리로이메일전송

이메일이전달되지않은경우세일즈담당자가알수있도록회사에서는바운스처리를사용합니다. 이제일시적으

로이메일전달에실패한이메일의소프트바운스를추적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영구적으로이메일전달에실패

한하드바운스만추적할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업데이트는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활동시간표시막대에이메일이반송되었다고명시된경고가나타납니다.

이메일이수신자에게도착하지않으면담당자가전송실패사실을파악할수있습니다. 소프트바운스된적이있는

주소에이메일을보내면경우에따라이메일이전송되기도합니다. 이경우하드바운스된이메일주소와는달리

수신자이메일주소를확인하거나업데이트하지않아도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메일반송처리활성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설정감사내역에서더많은변경사항모니터링

귀하및다른관리자가 Salesforce.org에적용한최근설정변경사항을추적할수있도록설정감사내역에새이벤트

가추가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tact Manager, Essentials,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Database.com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서사용할수있는설정감사내역에적용됩니다.

이유: 이제이메일릴레이에대한변경사항을추적할수있습니다. 이메일전달설정페이지에서이메일릴레이에

대한변경사항을추적하거나필터집합을기록하십시오.

방법: 감사내역을보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설정감사내역보기를입력한다음, 설정감사내역보기를선

택합니다.

스레드이메일로나중에보내기사용

이제담당자는새이메일을작성하고이메일에회신하는경우최적의시간에이메일이전송되도록예약할수있습

니다. 기존에는관리자가스레드이메일이아닌새이메일만예약할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다음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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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Velocity Sales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 Salesforce Inbox.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 Sales Cloud Einstein. Enterprise, Performance 및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나중에보내기를사용해이메일예약(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제세일즈담당자는 Zoom 계정을연결하고 Lightning Experience 이메일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

초대장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추가할수있습니다. Zoom 회의링크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담당자는더이상참

석자가이벤트시간을선택한후수동으로링크를추가하지않아도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활성화된 Salesforce

Inbox와고급이메일을사용하는 Lightning Experience 조직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메일템플릿

이메일템플릿빌더를사용하여구축된템플릿등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은관리패키지및변경집합과쉽게공유

됩니다. 템플릿을테스트하고 Salesforce 프로덕션조직으로옮기거나 AppExchange를통해다른사용자와공유합니

다. 이메일알림과같은 Salesforce 자동화에서이메일템플릿빌더를사용하여구축된템플릿등 Lightning 이메일템

플릿을사용할수도있습니다. 또한이메일템플릿빌더사용자는유사한구성요소를생성할때기존구성요소를

복제하여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 처음부터시작하는대신구성요소를복제하고사본을편집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패키지및변경집합으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배포

1세대패키지도구를사용하여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포함한관리패키지를생성합니다. 패키지를사용하면

사용자는귀하가제어및업데이트할수있는이메일템플릿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변경집합을사용하면

Sandbox 환경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및자동화를테스트한다음, 성공적인항목을프로덕션환경으로옮길

수있습니다. 기존에는 Salesforce Classic 이메일템플릿에대해서만해당기능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

Salesforce 자동화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사용

이제 Salesforce 자동화에서이메일알림, 플로, 워크플로, 프로세스빌더, 승인프로세스등을비롯한 Lightning 이

메일템플릿(이메일템플릿빌더의이메일템플릿포함)을사용합니다. 예를들어사용자에게발생한일에대해

이메일을보내는이메일알림을설정하고이메일알림을사용하는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포함할수있습니

다. 이전에는이메일알림설정시 Salesforce Classic 이메일템플릿만사용했습니다.

이메일템플릿빌더에서복제구성요소로시간절약

이제세일즈담당자는이상적인이메일템플릿구성요소를생성한다음, 복제하여재사용할수있습니다. 기존

에는담당자가구성요소를생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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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관리최적화

담당자는이름이변경된템플릿선택항목집합을통해더욱쉽게이메일템플릿을찾을수있습니다. 이제내템

플릿은내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이며, 모든템플릿은모든 Lightning 템플릿입니다. 모든 Classic 템플릿은변경되

지않았습니다.

패키지및변경집합으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배포

1세대패키지도구를사용하여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포함한관리패키지를생성합니다. 패키지를사용하면사

용자는귀하가제어및업데이트할수있는이메일템플릿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변경집합을사용하면 Sandbox

환경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및자동화를테스트한다음, 성공적인항목을프로덕션환경으로옮길수있습니

다. 기존에는 Salesforce Classic 이메일템플릿에대해서만해당기능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패키지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관리패키지생성은 Developer Edition에서만지원됩니다.

변경집합에대한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atabase.com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

적용됩니다.

이유: 패키지및변경집합은여러가지용도로사용할수있습니다.

• 관리패키지에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추가하고 AppExchange에패키지를업로드하십시오. Salesforce 에코시스

템전반에서이메일템플릿을공유할수있습니다.

• Sandbox 환경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 플로, 이메일알림과같은자동화를테스트한다음, 변경집합에테스

트를거친파일을추가하고프로덕션환경에배포합니다. 템플릿및자동화를복제하여시간을절약하고오류

발생을방지하십시오.

• Salesforce 조직에서계정이업데이트될때마다계정소유자에게이메일을자동으로전송하도록하려는경우플

로로트리거되는이메일알림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사용합니다.

방법: 관리패키지를생성할때 Lightning 및 Classic 이메일템플릿에서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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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으로패키지를만들기전에패키지의구성요소동작에서동작에대해살펴보십시

오. 구현가이드에서관리패키지섹션에서사용가능한구성요소섹션, 특히패키지에자동으로추가되는구

성요소항목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변경집합을생성할때 Lightning 및 Classic 이메일템플릿에서선택합니다.

팁: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으로변경집합을생성하기전에이메일알림작업및배포시특수동작에서고려

사항을검토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변경집합(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앱패키지및배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deaExchange: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변경집합에추가하고 Sandbox에서배포하는기능(부분적으로제공됨)

Salesforce 자동화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사용

이제 Salesforce 자동화에서이메일알림, 플로, 워크플로, 프로세스빌더, 승인프로세스등을비롯한 Lightning 이메일

템플릿(이메일템플릿빌더의이메일템플릿포함)을사용합니다. 예를들어사용자에게발생한일에대해이메일

을보내는이메일알림을설정하고이메일알림을사용하는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포함할수있습니다. 이전에

는이메일알림설정시 Salesforce Classic 이메일템플릿만사용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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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을사용하여자동화를설정하기전에이메일알림작업에서해당동작에대한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메일알림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deaExchange: 이메일알림에서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사용(부분적으로제공됨)

이메일템플릿빌더에서복제구성요소로시간절약

이제세일즈담당자는이상적인이메일템플릿구성요소를생성한다음, 복제하여재사용할수있습니다. 기존에

는담당자가구성요소를생성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와 Pardot

Lightning 앱의모든 Pardot Edition에적용됩니다. 이기능은 Pardot Classic 또는독립형 Pardot 앱에서사용할수없습니

다.

방법: 구성요소가원하는방식인경우복제버튼을클릭합니다.

복제구성요소를옮기거나원래자리에놓아둡니다. 원본구성요소에영향을미치지않고변경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메일템플릿빌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이메일관리최적화

담당자는이름이변경된템플릿선택항목집합을통해더욱쉽게이메일템플릿을찾을수있습니다. 이제내템플

릿은내 Lightning 이메일템플릿이며, 모든템플릿은모든 Lightning 템플릿입니다. 모든 Classic 템플릿은변경되지않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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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사용자가적절한템플릿을쉽게찾을수있습니다.

방법: 기존및새이름을검토합니다.

결과새 이름기존 이름

직접생성한모든 Lightning 이메일템

플릿빌더이메일템플릿

내 Lightning 템플릿내템플릿

액세스권한이있는모든 Lightning 이

메일템플릿빌더이메일템플릿

모든 Lightning 템플릿모든템플릿

액세스권한이있는모든 Salesforce

Classic 이메일템플릿

변경없음모든 Classic 템플릿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메일작성시이메일템플릿선택(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Einstein 활동 수집

프로필별로구성에사용자를추가합니다. 연락처및이벤트에대한필드매핑을사용자정의하십시오. 내부이벤트

를동기화할수도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Einstein 활동수집구성에프로필추가

사용자할당을더욱효과적으로관리합니다. 구성에사용자를할당할때사용자프로필을기반으로사용자를

추가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개별사용자만추가할수있었으므로시간이많이소요되었습니다.

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를위한필드매핑사용자정의

Microsoft Exchange 및 Salesforce 간연락처와이벤트동기화방식을제어합니다. 두응용프로그램간필드매핑방

법을관리함으로써세일즈팀은팀에중요한최신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180

생산성기능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email_use_a_template_to_standardize_email.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email_use_a_template_to_standardize_email.htm&language=ko


내부이벤트동기화

모든참석자가내부도메인의일부인이벤트를동기화하여 Salesforce에서회사의중요이벤트를추적합니다. 회

사의기본내부도메인은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 Salesforce 제외목록에추가됩니다. 기존에는 Salesforce 및세일

즈담당자의연결된계정간내부이벤트가동기화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이제이동작을변경하여내부이벤

트를동기화할수있습니다.

Einstein 활동수집구성에프로필추가

사용자할당을더욱효과적으로관리합니다. 구성에사용자를할당할때사용자프로필을기반으로사용자를추가

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개별사용자만추가할수있었으므로시간이많이소요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Einstein 활동수집구성에사용자를추가하는경우드롭다운목록에서프로필을선택합니다. Einstein 활동수집

에대한액세스권한이있는프로필의사용자만구성에추가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에대한구성만들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를위한필드매핑사용자정의

Microsoft Exchange 및 Salesforce 간연락처와이벤트동기화방식을제어합니다. 두응용프로그램간필드매핑방법을

관리함으로써세일즈팀은팀에중요한최신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Einstein 활동수집설정페이지에서기존구성탭을선택합니다. 필드매핑탭을클릭합니다. 그러면매핑을삭

제하거나변경할수있습니다.

• 동기화프로세스동안연락처및이벤트를일치하기위해사용되는표준필드의매핑은사용자정의할수없습

니다. 예를들어연락처는이메일주소를기반으로동기화되므로이메일필드매핑을변경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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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정의 Salesforce 필드는매핑에사용되지않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연락처동기화를위한필드매핑(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Salesforce 도움말: 이벤트동기화를위한필드매핑(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내부이벤트동기화

모든참석자가내부도메인의일부인이벤트를동기화하여 Salesforce에서회사의중요이벤트를추적합니다. 회사

의기본내부도메인은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 Salesforce 제외목록에추가됩니다. 기존에는 Salesforce 및세일즈담

당자의연결된계정간내부이벤트가동기화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이제이동작을변경하여내부이벤트를동

기화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내부이벤트를동기화하려면 Salesforce 지원에문의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에서데이터를제외할때의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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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Inbox
Inbox 모바일앱의최신개선내역을확인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Inbox 모바일

Salesforce Inbox는 Salesforce와이메일및캘린더를통합하므로세일즈담당자가더욱효율적으로작업을관리할

수있습니다. Inbox는이동중이나사무실에서도모든이메일메시지와관련하여담당자의생산성을향상합니

다.

Salesforce Inbox 모바일

Salesforce Inbox는 Salesforce와이메일및캘린더를통합하므로세일즈담당자가더욱효율적으로작업을관리할수

있습니다. Inbox는이동중이나사무실에서도모든이메일메시지와관련하여담당자의생산성을향상합니다.

Salesforce 도움말에서 Inbox 모바일에대한최신기능및고급기능에대해알아보십시오.

• iOS용 Inbox 모바일

• Android용 Inbox 모바일

Inbox 데스크톱의최신기능및고급기능에대해알아보려면 Salesforce 릴리스노트의 Outlook 통합, Gmail 통합및이

메일환경섹션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Outlook® 통합

Gmail™ 통합

이메일환경

Outlook® 통합

Gmail™ 통합

이메일환경

캘린더

개발자관리자는 API의 CalendarView 개체를통해사용자에게추가설정지원을제공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API에서공유, 공개, 리소스, 사용자목록캘린더만들기

개발자는 CalendarView 표준개체별로표시되는공유, 공개, 리소스, 사용자목록캘린더를보고생성하거나배포

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API에서개체캘린더만만들수있었습니다.

API에서공유, 공개, 리소스, 사용자목록캘린더만들기

개발자는 CalendarView 표준개체별로표시되는공유, 공개, 리소스, 사용자목록캘린더를보고생성하거나배포할

수있습니다. 이전에는 API에서개체캘린더만만들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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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신규및변경된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및 Lightning Platform에대한개체참조: CalendarView(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Dialer
Dialer에새로운이름이생겼습니다.

이섹션에서는:

Lightning Dialer = Sales Dialer

Lightning Dialer에새로운이름이생겼습니다. 이제많은사랑을받은 Salesforce 전화통화기능이 Sales Dialer가되었

습니다.

Lightning Dialer = Sales Dialer

Lightning Dialer에새로운이름이생겼습니다. 이제많은사랑을받은 Salesforce 전화통화기능이 Sales Dialer가되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Sales Dialer에적용됩니다. Sales Dialer는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Google과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Chrome 확장자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일

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는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

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있습니다. 더이상 Lightning Sync 고급기능이도

입되지는않으며, 차세대동기화제품인 Einstein 활동수집의새로운기능을확인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Gmail™ 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Chrome 확장자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

일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세일즈담당자에게다양한순

서로정렬된관련사용자레코드가표시됩니다. 담당자는 Inbox 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Google용 Lightning Sync

더이상 Lightning Sync 고급기능이도입되지않습니다. 그러나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소식에

관심이있는경우차세대동기화제품인 Einstein 활동수집에대해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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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Chrome 확장자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일

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세일즈담당자에게다양한순서로

정렬된관련사용자레코드가표시됩니다. 담당자는 Inbox 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

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2021년 3월 31일, Gmail용기존 Inbox Chrome 확장자버전사용중지예정

기존 Inbox Chrome 확장자에액세스할수있는사용자는 Gmail 통합에서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으며, Gmail 통

합에서 Inbox 기능은 Inbox 라이센스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가기존 Inbox를사용하는경우이미이라이센

스를보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을계속읽고 Inbox 포함 Gmail 통합으로이동하는방법에대해자세히알아

보십시오.

Gmail 통합에서향상된사람일치를사용한간편한기록실현

이메일주소가다중사람레코드와일치하는경우담당자는일치하는표준사용자를먼저확인한다음, 연락처,

리드, 커뮤니티사용자와같은다른사용자를순서대로확인합니다. 가장관련이높은사람레코드가기본값으

로선택되어커뮤니티나파트너사용자가있는경우더욱간소화된환경을제공합니다. 예를들어단일이메일

이연락처및파트너또는커뮤니티사용자와일치하는경우연락처레코드가선택됩니다. 기존에는사용자유

형에상관없이모든사용자가먼저그룹화및나열되었습니다.

Gmail 통합에서이벤트기록시존중되는프로필이벤트유형선택목록

일관성을위해사용자가 Gmail 통합에서이벤트를로그할때이벤트유형에사용할수있는선택항목과빠른작

업메뉴를사용하여이벤트를생성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옵션이같아졌습니다. 이벤트유형은이벤트개체

의사용자프로필에서가져옵니다.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제세일즈담당자는 Zoom 계정을연결하고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초

대장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추가할수있습니다. Zoom 회의링크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담당자는더이상

참석자가이벤트시간을선택한후수동으로링크를추가하지않아도됩니다.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전송된이메일을더욱정확하게보기

이제세일즈관리자는 Gmail 통합에서보낸이메일을통해세일즈관리자의성과를더욱정확하게파악할수있

습니다.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보낸모든이메일은이메일추적이설정되어있이않아도참여내역에포함됩

니다. 참여이벤트는전송된이메일회신, 부재중회신, 이메일반송을포함합니다. 기존에는추적설정된이메일

만참여내역에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Gmail용기존 Inbox Chrome 확장자버전사용중지예정

기존 Inbox Chrome 확장자에액세스할수있는사용자는 Gmail 통합에서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으며, Gmail 통합

에서 Inbox 기능은 Inbox 라이센스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가기존 Inbox를사용하는경우이미이라이센스를

보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을계속읽고 Inbox 포함 Gmail 통합으로이동하는방법에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

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기존버전의 Salesforce Inbox에적용됩니다.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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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21년 3월 31일, Gmail용기존 Inbox Chrome 확장자버전이사용중지됩니다. 2021년 3월 31일이후세일즈담당

자는기존 Chrome Inbox 확장자를사용하여 Salesforce에연결할수없습니다. 담당자는기존확장자를사용하여이메

일을기록하고 Salesforce 레코드정보를검토하거나 Gmail 내에서가용성삽입등 Inbox 생산성기능을사용할수없습

니다. 모바일에서는계속해서 Inbox가지원됩니다.

이유: 신뢰할수있는 Salesforce Platform에구축된 Gmail 통합에 Inbox 기능이구축되었습니다. 귀하에게 Inbox 라이센

스가있으며, 사용자가 Inbox를사용하도록설정된경우 Inbox 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플랫폼을사용하면안전

하고사용자정의가능한 Inbox 버전이제공됩니다. 따라서향후고급기능이도입될수있습니다.

방법: Gmail에서 Salesforce 사이드패널상단에구름아이콘및 + 아이콘이포함되어있는경우담당자가이미 Gmail

통합을실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별도의추가작업을진행하지않아도됩니다.

Gmail에서사이드패널상단에봉투아이콘이포함되어있는경우담당자는기존버전의 Inbox Chrome 확장자를실

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Gmail 통합을이동하려면짧은 Salesforce 설정프로세스를완료하고담당자에게 Salesforce 앱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앱은 Chrome Web Store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Inbox 포함 Gmail 통합으로마이그레이션하는방법에대한지침

은 Salesforce 도움말을참조하십시오.

중요: 담당자가기존 Inbox 확장자를제거하거나비활성화했는지확인한후에 Chrome Web Store에서 Salesforce

확장자를설치하시기바랍니다. 확장자는두개를동시에활성화하거나실행할수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레거시 Salesforce Inbox에서 Inbox 포함 Outlook 또는 Gmail 통합으로이동(릴리스미리보기동안

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Inbox 포함 Gmail 통합관련작업을위한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Gmail 통합에서향상된사람일치를사용한간편한기록실현

이메일주소가다중사람레코드와일치하는경우담당자는일치하는표준사용자를먼저확인한다음, 연락처, 리

드, 커뮤니티사용자와같은다른사용자를순서대로확인합니다. 가장관련이높은사람레코드가기본값으로선

택되어커뮤니티나파트너사용자가있는경우더욱간소화된환경을제공합니다. 예를들어단일이메일이연락처

및파트너또는커뮤니티사용자와일치하는경우연락처레코드가선택됩니다. 기존에는사용자유형에상관없이

모든사용자가먼저그룹화및나열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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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 통합에서이벤트기록시존중되는프로필이벤트유형선택목록

일관성을위해사용자가 Gmail 통합에서이벤트를로그할때이벤트유형에사용할수있는선택항목과빠른작업

메뉴를사용하여이벤트를생성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옵션이같아졌습니다. 이벤트유형은이벤트개체의사용

자프로필에서가져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담당자가기록하는이벤트유형을분류하기로선택한경우분류옵션은이벤트및 Gmail에서이벤트생성시

일관적입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Outlook 및 Gmail에서 Salesforce로이메일및이벤트로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제세일즈담당자는 Zoom 계정을연결하고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초대

장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추가할수있습니다. Zoom 회의링크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담당자는더이상참석자

가이벤트시간을선택한후수동으로링크를추가하지않아도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Inbox에적용되며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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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기능은 Spring '21 릴리스이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Zoom를입력한다음, Zoom 비디오설정을선택합니다. Zoom 설정을완료한다음,

Zoom과통합을활성화하십시오. 활성화된후에는가용성삽입화면에 Zoom 옵션이포함됩니다.

담당자는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처음사용할때기업 Zoom 계정을연결합니다. 연결후에담당자는참

석자가제안시간을선택하면이벤트초대에생성된 Zoom 회의링크가자동추가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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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Zoom 통합(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Inbox 포함 Outlook 및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으로이벤트예약시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

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deaExchange: Google Hangout 또는 Zoom 링크삽입(부분적으로제공됨)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전송된이메일을더욱정확하게보기

이제세일즈관리자는 Gmail 통합에서보낸이메일을통해세일즈관리자의성과를더욱정확하게파악할수있습

니다. Inbox 포함 Gmail 통합에서보낸모든이메일은이메일추적이설정되어있이않아도참여내역에포함됩니다.

참여이벤트는전송된이메일회신, 부재중회신, 이메일반송을포함합니다. 기존에는추적설정된이메일만참여

내역에포함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Inbox에적용되며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Outlook 및 Gmail 통합참여및알림(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Google용 Lightning Sync
더이상 Lightning Sync 고급기능이도입되지않습니다. 그러나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소식에관

심이있는경우차세대동기화제품인 Einstein 활동수집에대해살펴보십시오.

이섹션에서는:

Google 응용프로그램동기화에대한최신소식자세히살펴보기

Winter '21 전에 Salesforce를구매한고객은계속해서 Lightning Sync를사용할수있지만더이상 Lightning Sync 제품

고급기능은도입되지않습니다. 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정보에관심이있는경우 Einstein 활동수집을확인하

십시오.

Google 응용프로그램동기화에대한최신소식자세히살펴보기

Winter '21 전에 Salesforce를구매한고객은계속해서 Lightning Sync를사용할수있지만더이상 Lightning Sync 제품고급

기능은도입되지않습니다. 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정보에관심이있는경우 Einstein 활동수집을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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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Lightning Sync 및 Einstein 활동수집은다양한 Edition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세부사항은연결된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이유: 이전에 Einstein 활동수집을살펴보았다면 Google 고객을위한향상된 Spring '21에관심이클것이라생각합니

다. 이제사용자프로필사용하여 Einstein 활동수집구성에사용자를할당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Einstein 활

동수집릴리스노트를확인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과 Lightning Sync 비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의역할 (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Knowledge 기사: Lightning Sync: Winter '21 이후신규고객에게지원되지않음(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

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Microsoft®와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Outlook 추가기능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

일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는 Inbox 포함 Outlook 통

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365의 Lightning

Sync 사용자인경우 2021년으로예정된 Microsoft 기본인증사용중지에준비가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계속해서

Salesforce for Outlook을사용하는경우 2021년~2023년동안제품사용중지가사용자에게미치는영향을자세히살펴

보시기바랍니다.

이섹션에서는:

Outlook® 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Outlook 추가기능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일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세일즈담당자에게다양

한순서로정렬된관련사용자레코드가표시됩니다. 담당자는 Inbox 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

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Microsoft® Exchange용 Lightning Sync

더이상 Lightning Sync 고급기능이도입되지않습니다. 그러나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소식에

관심이있는경우차세대동기화제품인 Einstein 활동수집에대해살펴보십시오. Microsoft Office 365®의현재 Lightning

Sync 고객은설정을검토하여 2021년하반기에예정된 Microsoft 기본인증사용중지를준비해야합니다.

Salesforce for Outlook

계속해서 Salesforce for Outlook을사용하는경우 2021년 6월을시작으로 2023년말에종료되는단계별제품사용중

지일정에대해자세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최근변경된 Salesforce Classic 액세스로인해 Salesforce for Outlook 연

결이차단된고객은재연결방법을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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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통합

이메일추적및가용성삽입과같은 Inbox 기능이포함되어있는 Inbox Outlook 추가기능의기존버전은 2021년 3월 31

일에사용중지됩니다. Inbox 기능은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세일즈담당자에게다양한순

서로정렬된관련사용자레코드가표시됩니다. 담당자는 Inbox 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회의에 Zoom

링크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기존버전의 Outlook 및 Windows에서 Outlook 통합지원종료

2021년 12월 31일에 Outlook 2013, Outlook 2016, Outlook 2019 볼륨라이센스버전에서 Outlook 통합실행에대한지원

이종료됩니다. 2021년후에도 Outlook 통합을계속사용하려면지금업그레이드계획을세우십시오. 2021년 12월

이후에는 Office 버전 16.0.11629 이상및 Windows 10 버전 1903 이상이필요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가능사용중지예정

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기능에액세스할수있는담당자는 Outlook 통합에서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

으며, Outlook 통합에서 Inbox 기능은 Inbox 라이센스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가기존 Inbox를사용하는경우

이미이라이센스를보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을계속읽고 Inbox 포함 Outlook 통합으로이동하는방법에

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오.

Exchange Online Inbox 사용자에대한인증변경사항

Microsoft는 2021년하반기에 Exchange Online에대한기본인증을사용중지합니다. 귀하는 Exchange Online을사용

하며사용자가기본인증으로인증하는경우 IT 전문가와함께 OAuth 2.0을사용하도록인증을업데이트하십시

오. 사용중지후 Office 365 사용자는 OAuth 2.0을사용하여인증해야만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OAuth

2.0은 Exchange Online의기본인증방법입니다.

Outlook 통합에서향상된사람일치를사용한간편한기록실현

이메일주소가다중사람레코드와일치하는경우담당자는일치하는표준사용자를먼저확인한다음, 연락처,

리드, 커뮤니티사용자와같은다른사용자를순서대로확인합니다. 가장관련이높은사람레코드가기본값으

로선택되어커뮤니티나파트너사용자가있는경우더욱간소화된환경을제공합니다. 예를들어단일이메일

이연락처및파트너또는커뮤니티사용자와일치하는경우연락처레코드가선택됩니다. 기존에는사용자유

형에상관없이모든사용자가먼저그룹화및나열되었습니다.

Outlook 통합에서이벤트기록시존중되는프로필이벤트유형선택목록

일관성을위해사용자가 Outlook 통합에서이벤트를로그할때이벤트유형에사용할수있는선택항목과빠른

작업메뉴를사용하여이벤트를생성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옵션이같아졌습니다. 이벤트유형은이벤트개

체의사용자프로필에서가져옵니다.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제세일즈담당자는 Zoom 계정을연결하고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

초대장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추가할수있습니다. Zoom 회의링크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담당자는더이상

참석자가이벤트시간을선택한후수동으로링크를추가하지않아도됩니다.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전송된이메일을더욱정확하게보기

이제세일즈관리자는 Outlook 통합에서보낸이메일을통해세일즈관리자의성과를더욱정확하게파악할수

있습니다.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보낸모든이메일은이메일추적이설정되어있이않아도참여내역에포

함됩니다. 참여이벤트는전송된이메일회신, 부재중회신, 이메일반송을포함합니다. 기존에는추적설정된이

메일만참여내역에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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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버전의 Outlook 및 Windows에서 Outlook 통합지원종료

2021년 12월 31일에 Outlook 2013, Outlook 2016, Outlook 2019 볼륨라이센스버전에서 Outlook 통합실행에대한지원이

종료됩니다. 2021년후에도 Outlook 통합을계속사용하려면지금업그레이드계획을세우십시오. 2021년 12월이후

에는 Office 버전 16.0.11629 이상및 Windows 10 버전 1903 이상이필요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기존에 Lightning for Outlook으로알려진 Outlook 통합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변경사항은 Outlook 2013, Outlook 2016 또는볼륨라이센스제품인 Outlook 2019를포함하여 Outlook의이전

버전에서 Outlook 통합을실행하는모든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이유: Microsoft 보안및제품업데이트가최신인지확인할수있도록최신버전의 Outlook 및 Windows를실행하는것

이좋습니다. 또한 Outlook 통합은 Microsoft 추가기능프레임워크에포함되어있으며, 해당프레임워크의원래버전

은 Internet Explorer 11을사용해야 Outlook 데스크톱버전에서 Salesforce 추가기능을시작할수있었습니다. 이러한요

구사항은 Salesforce 추가기능을비롯해해당프레임워크에구축된모든추가기능에적용되었습니다. 최신버전의

추가기능프레임워크는 Microsoft Edge를사용하여추가기능을시작하며, Edge는최신 Windows 버전의기본브라우

저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최신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최신프레임워크버전에서지속적으로 Outlook 통합을구

축합니다.

방법: 2021년 12월이후에도계속해서 Outlook 통합을사용할수있도록 Office 버전 16.0.11629 이상및 Windows 10 버전

1903 이상으로업그레이드할계획을세웁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Outlook 통합시스템요구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2021년 3월 31일, 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가능사용중지예정

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기능에액세스할수있는담당자는 Outlook 통합에서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으

며, Outlook 통합에서 Inbox 기능은 Inbox 라이센스로사용할수있습니다. 담당자가기존 Inbox를사용하는경우이미

이라이센스를보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을계속읽고 Inbox 포함 Outlook 통합으로이동하는방법에대해자

세히알아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기존버전의 Salesforce Inbox에적용됩니다.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시기: 2021년 3월 31일, 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가능이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1일이후세일즈

담당자는기존 Outlook 추가기능을사용하여 Salesforce에연결할수없습니다. 담당자는기존확장자를사용하여이

메일을기록하고 Salesforce 레코드정보를검토하거나 Outlook 내에서가용성삽입등 Inbox 생산성기능을사용할수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는계속해서 Inbox가지원됩니다.

이유: 신뢰할수있는 Salesforce Platform에구축된 Outlook 통합에 Inbox 기능이구축되었습니다. 귀하에게 Inbox 라이센

스가있으며, 사용자가 Inbox를사용하도록설정된경우 Inbox 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플랫폼을사용하면안전

하고사용자정의가능한 Inbox 버전이제공됩니다. 따라서향후고급기능이도입될수있습니다.

방법: Outlook에서 Salesforce 사이드패널상단에구름아이콘및 + 아이콘이포함되어있는경우담당자가이미 Outlook

통합을실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별도의추가작업을진행하지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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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에서사이드패널상단에봉투아이콘이포함되어있는경우담당자는기존버전의 Inbox Outlook 추가기능을

실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Outlook 통합을이동하려면짧은 Salesforce 설정프로세스를완료하고담당자에게 Salesforce 앱이있는지확인하십시

오. 앱은 AppSource Store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Inbox 포함 Outlook 통합으로마이그레이션하는방법에대한지

침은 Salesforce 도움말을참조하십시오.

중요: 담당자가기존 Inbox 확장자를제거하거나비활성화했는지확인한후에 AppSource Store에서 Salesforce 확

장자를설치하시기바랍니다. 확장자는두개를동시에활성화하거나실행할수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레거시 Salesforce Inbox에서 Inbox 포함 Outlook 또는 Gmail 통합으로이동(릴리스미리보기동안

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Inbox 포함 Outlook 통합관련작업을위한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Exchange Online Inbox 사용자에대한인증변경사항

Microsoft는 2021년하반기에 Exchange Online에대한기본인증을사용중지합니다. 귀하는 Exchange Online을사용하며

사용자가기본인증으로인증하는경우 IT 전문가와함께 OAuth 2.0을사용하도록인증을업데이트하십시오. 사용중

지후 Office 365 사용자는 OAuth 2.0을사용하여인증해야만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OAuth 2.0은 Exchange

Online의기본인증방법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Inbox에적용되며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대상: 이번사용중지는 Outlook 통합, Lightning Experience 또는 Inbox 모바일앱에서 Exchange Online 및 Inbox 기능을사

용하는고객에게영향을미칩니다. 이번변경사항은 Exchange 2019, Exchange 2016 또는 Exchange 2013 온프레미스서

버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Microsoft는해당서버에대해기본인증이사용중지된다고발표하지않았습니다.

방법: 사용중지에대비하여 Microsoft 365 설정을관리하는 IT와협력하여회사에서 OAuth 2.0을사용하고있는지확인

합니다. 설정후 Office 365 사용자는 Salesforce에이메일및캘린더계정을재연결해야만 Inbox 기능에액세스할수있

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외부링크: 기본인증및 Exchange Online - 2020년 4월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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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통합에서향상된사람일치를사용한간편한기록실현

이메일주소가다중사람레코드와일치하는경우담당자는일치하는표준사용자를먼저확인한다음, 연락처, 리

드, 커뮤니티사용자와같은다른사용자를순서대로확인합니다. 가장관련이높은사람레코드가기본값으로선

택되어커뮤니티나파트너사용자가있는경우더욱간소화된환경을제공합니다. 예를들어단일이메일이연락처

및파트너또는커뮤니티사용자와일치하는경우연락처레코드가선택됩니다. 기존에는사용자유형에상관없이

모든사용자가먼저그룹화및나열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Outlook 통합에서이벤트기록시존중되는프로필이벤트유형선택목록

일관성을위해사용자가 Outlook 통합에서이벤트를로그할때이벤트유형에사용할수있는선택항목과빠른작

업메뉴를사용하여이벤트를생성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옵션이같아졌습니다. 이벤트유형은이벤트개체의

사용자프로필에서가져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담당자가기록하는이벤트유형을분류하기로선택한경우분류옵션은이벤트및 Outlook에서이벤트생성

시일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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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Outlook 및 Gmail에서 Salesforce로이메일및이벤트로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을사용하여생성된이벤트에 Zoom 회의링크추가

이제세일즈담당자는 Zoom 계정을연결하고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사용하여생성된초

대장에 Zoom 회의링크를자동추가할수있습니다. Zoom 회의링크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담당자는더이상참석

자가이벤트시간을선택한후수동으로링크를추가하지않아도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Inbox에적용되며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시기: 이기능은 Spring '21 릴리스이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Zoom를입력한다음, Zoom 비디오설정을선택합니다. Zoom 설정을완료한다음,

Zoom과통합을활성화하십시오. 활성화된후에는가용성삽입화면에 Zoom 옵션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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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Outlook 통합에서가용성삽입기능을처음사용할때기업 Zoom 계정을연결합니다. 연결후에담당자는

참석자가제안시간을선택하면이벤트초대에생성된 Zoom 회의링크가자동추가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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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Zoom 통합(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Inbox 포함 Outlook 및 Gmail 통합에서가용성삽입으로이벤트예약시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

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deaExchange: Google Hangout 또는 Zoom 링크삽입(부분적으로제공됨)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전송된이메일을더욱정확하게보기

이제세일즈관리자는 Outlook 통합에서보낸이메일을통해세일즈관리자의성과를더욱정확하게파악할수있습

니다. Inbox 포함 Outlook 통합에서보낸모든이메일은이메일추적이설정되어있이않아도참여내역에포함됩니

다. 참여이벤트는전송된이메일회신, 부재중회신, 이메일반송을포함합니다. 기존에는추적설정된이메일만참

여내역에포함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Inbox에적용되며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비용으로사용할수있으며, Essentials Edition에서는무료로사용가능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Outlook 및 Gmail 통합참여및알림(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Microsoft® Exchange용 Lightning Sync
더이상 Lightning Sync 고급기능이도입되지않습니다. 그러나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소식에관

심이있는경우차세대동기화제품인 Einstein 활동수집에대해살펴보십시오. Microsoft Office 365®의현재 Lightning

Sync 고객은설정을검토하여 2021년하반기에예정된 Microsoft 기본인증사용중지를준비해야합니다.

이섹션에서는:

Microsoft 응용프로그램동기화에대한최신소식자세히살펴보기

Winter '21 전에 Salesforce를구매한고객은계속해서 Lightning Sync를사용할수있지만더이상 Lightning Sync 제품

고급기능은도입되지않습니다. 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정보에관심이있는경우 Einstein 활동수집을확인하

십시오.

일부 Microsoft Office 365 고객에게필요한설정변경사항

Exchange Online(Office 365 일부로제공)에대한 Microsoft® 기본인증이 2021년하반기에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Exchange Online 및서비스계정을연결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동기화중단을방지하기위해 IT 전문가와협력하

여 Lightning Sync 연결방법을업데이트하십시오. Einstein 활동수집으로전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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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응용프로그램동기화에대한 최신소식자세히살펴보기

Winter '21 전에 Salesforce를구매한고객은계속해서 Lightning Sync를사용할수있지만더이상 Lightning Sync 제품고급

기능은도입되지않습니다. 동기화와관련된새로운정보에관심이있는경우 Einstein 활동수집을확인하십시오.

적용조건: Lightning Sync 및 Einstein 활동수집은다양한 Edition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세부사항은연결된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이유: 이전에 Einstein 활동수집을살펴보았다면 Microsoft 고객을위한향상된 Spring '21에관심이클것이라생각합니

다.

• 사용자를더욱효과적으로관리합니다. 사용자프로필사용하여 Einstein 활동수집구성에사용자를할당합니다.

• 두응용프로그램간필드매핑방식을관리하여 Microsoft Exchange 및 Salesforce 간연락처와이벤트동기화방식

을더욱효과적으로제어합니다.

자세한내용은 Einstein 활동수집릴리스노트를확인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과 Lightning Sync 비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의역할 (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Knowledge 기사: Lightning Sync: Winter '21 이후신규고객에게지원되지않음(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

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일부 Microsoft Office 365 고객에게필요한설정변경사항

Exchange Online(Office 365 일부로제공)에대한 Microsoft®기본인증이 2021년하반기에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Exchange

Online 및서비스계정을연결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동기화중단을방지하기위해 IT 전문가와협력하여 Lightning

Sync 연결방법을업데이트하십시오. Einstein 활동수집으로전환해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사용중지는다음고객에게만영향을미칩니다.

• Salesforce에연결하는데서비스계정을사용하는 Exchange Online의현재 Lightning Sync 사용자

• 2020년 10월이후생성된 Microsoft 테넌트로마이그레이션할계획인현재 Lightning Sync 고객새 Microsoft 테넌트의

Exchange Online에는기본인증을사용할수없으며, 대체인증서비스가있어야만 Lightning Sync를사용할수있습

니다.

다음고객은영향을받지않습니다.

• Salesforce에연결하는데서비스계정연결방법을사용하는 Exchange 2016® 또는 Exchange 2013® 온-프레미스서버

고객. Microsoft는해당서버에대해기본인증이사용중지된다고발표하지않았습니다.

• Salesforce에연결하는데 OAuth 2.0 연결방법을사용하는 Office 365 고객

이유: 기본인증이사용중지되면대상섹션에명시된해당고객에대한연락처및이벤트동기화가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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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동기화가중단되지않도록회사의 Microsoft 관리자또는 IT 전문가와함께만료의영향을받는지확인합니다.

그런다음, 사용가능한해결책을검토한후가장적합한것을선택합니다. 기본인증이사용중지되기전동기화설

정조정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외부링크: 기본인증및 Exchange Online - 2020년 4월업데이트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Sync 시스템요구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Salesforce 도움말: 연결방법에따른보안조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for Outlook
계속해서 Salesforce for Outlook을사용하는경우 2021년 6월을시작으로 2023년말에종료되는단계별제품사용중지

일정에대해자세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최근변경된 Salesforce Classic 액세스로인해 Salesforce for Outlook 연결이차

단된고객은재연결방법을알아보십시오.

이섹션에서는:

2021년 6월~2023년동안사용중지되는 Salesforce for Outlook

2021년 6월부터 Salesforce for Outlook 사이드패널작업메뉴를사용할수없습니다. Salesforce for Outlook 전체제품

의사용중지가 2023년 6월로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걱정하지마십시오. 계속해서차세대제품인 Outlook 통합

과 Einstein 활동수집을사용하여 Microsoft Outlook과 Salesforce를통합할수있습니다. 해당제품은최신가능을제

공하며최신 Outlook 버전과도호환됩니다.

서비스가중단되는경우액세스복원

작년에도입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IE11) 지원이변경되어 Salesforce for Outlook 사용자에대한서비스가중

단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영향을받는지알아보고액세스를복원하는방법을알아보십시오.

버전별 Salesforce for Outlook 릴리스노트찾기

Salesforce for Outlook의각버전에사용할수있는업데이트를알고싶으십니까? Outlook/Teams, Gmail, Inbox Trailblazer

Community에서버전별릴리스노트를찾아보십시오.

2021년 6월~2023년동안사용중지되는 Salesforce for Outlook

2021년 6월부터 Salesforce for Outlook 사이드패널작업메뉴를사용할수없습니다. Salesforce for Outlook 전체제품의사

용중지가 2023년 6월로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걱정하지마십시오. 계속해서차세대제품인 Outlook 통합과 Einstein

활동수집을사용하여 Microsoft Outlook과 Salesforce를통합할수있습니다. 해당제품은최신가능을제공하며최신

Outlook 버전과도호환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tact Manager,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2021년 6월에사이드패널작업메뉴가사용중지된후에는사이드패널에서새레코드버튼( )을사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담당자는더이상 Salesforce for Outlook을사용하여 Outlook에서 Salesforce 레코드를만들수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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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for Outlook의나머지기능은 2023년 6월, 전체제품이사용중지될때까지사용가능합니다. 작업메뉴및전

체제품사용중지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for Outlook 사용중지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는계속해서차세대 Microsoft 통합제품의새로운기능을릴리스하고있습니다. Outlook 통합및 Einstein 활동

수집에대한릴리스노트를확인하여 Winter '21에대한새내용을알아보십시오. 준비가되었다면조금이라도빨리

전환하는것이좋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for Outlook에서차세대제품으로전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서비스가중단되는경우액세스복원

작년에도입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IE11) 지원이변경되어 Salesforce for Outlook 사용자에대한서비스가중단

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영향을받는지알아보고액세스를복원하는방법을알아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tact Manager,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다음시나리오에해당하는경우 Salesforce for Outlook 사용자에게서비스가중단될수있습니다.

• Salesforce 조직또는사용자에게 Salesforce Classic에대한액세스권한이없음

• 회사에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 지원연장을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

이유: 2016년, Salesforce는 IE11에서의 Lightning Experience 지원을중지하였습니다. Salesforce for Outlook은 Microsoft Outlook®

에서 Salesforce를표시하기위해 IE11를사용하므로 IE11에대한액세스를차단하면일부 Salesforce for Outlook 사용자에

게도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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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용자가 Salesforce for Outlook에액세스할수있도록복원하려면다음과같이제안하는해결방법중하나를채

택하십시오.

• IE11에대한연장지원에수신동의하십시오.

• Salesforce 가입시 Salesforce Classic에대한액세스가포함되어있는고객에대해관리자는 Salesforce Classic에사용자

액세스를제공하여 Salesforce for Outlook을복원할수도있습니다.

또는차세대제품인 Outlook 통합및 Einstein 활동수집으로전환해보십시오.

액세스복원단계및차세대제품에대한세부사항은 Salesforce for Outlook이 Lightning Experience에서작업하는일부

고객에게더이상연결되지않음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 Experience의지원되는브라우저

Salesforce 도움말: 데스크톱 Outlook 및 Gmail 통합(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Salesforce 도움말: Einstein 활동수집(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버전별 Salesforce for Outlook 릴리스노트찾기

Salesforce for Outlook의각버전에사용할수있는업데이트를알고싶으십니까? Outlook/Teams, Gmail, Inbox Trailblazer

Community에서버전별릴리스노트를찾아보십시오.

적용조건: 해당변경사항은 Contact Manager,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Trailblazer Community: Salesforce for Outlook 릴리스노트

매출

Salesforce CPQ 고급기능은원활한수정및갱신서비스업그레이드, 기본계약수정, 올바른가격규칙구성을위한

변경이포함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Billing을사용하여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할때인보이스라인이생성되

는방법을구성하고금융정보를고객회계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매핑합니다. 수명주기관리

자산의장기가치를강조표시할수도있습니다. 독립형주문활성화및제품생성논리가향상되었으며, Advanced

Approvals 사용자는 Salesforce에로그인하지않아도승인을관리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전환하고계약을수정하는동안계속해서작업을유지합니다. 사용자가가격규

칙을올바르게구성했는지확인하십시오.

Salesforce Billing

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하는경우 Salesforce Billing이인보이스라인을생성하는방법을구성하고, 금융거

래및금융잔고스냅샷정보를고객회계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매핑하십시오. 새로운필드

는수명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 독립형주문활성화, 변경된주문제품생성을강조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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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pprovals

Advanced Approvals 사용자는 Salesforce에로그인하지않은상태에서승인을관리할수있습니다. 이제승인및거

부 API가 Advanced Approvals 패키지에서노출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Knowledge 기사: Salesforce CPQ 및 Billing Spring '21의새로운개체, 필드, 권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

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전환하고계약을수정하는동안계속해서작업을유지합니다. 사용자가가격규칙을

올바르게구성했는지확인하십시오.

주:  Salesforce CPQ는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가격책정은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

십시오.

이섹션에서는: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원활한전환

이제사용자는사용중인수정및갱신서비스에상관없이수정및갱신거래를완료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계

약의필드이름이긴경우기존수정/갱신서비스에서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전환할수없

었습니다.

계약을수정하는동안계속작업

이제패키지설정에서새로운옵션을선택할때사용자가계약수정을진행하는동안 Salesforce에서계속해서작

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용자가계약수정프로세스가끝날때까지기다렸습니다. 기존서비스옵

션을선택취소하고대신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를사용하는경우새로운옵션을사용할수있

습니다.

가격규칙페이지레이아웃에추가된구성기평가이벤트필드

이제기본적으로구성기평가이벤트필드가가격규칙페이지레이아웃에포함되었습니다. 자동으로추가되어

단계를저장하고사용자가가격규칙을구성할때필요한값을선택할수있도록합니다.

단기간에더많은주문계약

세일즈담당자가주문을계약할때 Salesforce CPQ는기존보다두배더많은행항목을포함하는계약을생성할수

있습니다. 행항목수는조직구성에따라결정됩니다.

주문만들기를위한새로운권한

견적서또는기회에서주문을만들려면이제사용자에게견적서및기회에대한읽기액세스, 주문에대한만들

기및편집액세스, 주문제품에대한삭제액세스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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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정및갱신을위한권한집합요구사항이추가되었음

기존수정/갱신서비스사용의선택을취소한경우, Salesforce CPQ 계산기권한을부여한사용자가특정권한을

가져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사용자가계약을수정하거나갱신할수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Knowledge 기사: Salesforce CPQ 및 Billing Spring '21의새로운개체, 필드, 권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

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원활한전환

이제사용자는사용중인수정및갱신서비스에상관없이수정및갱신거래를완료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계약

의필드이름이긴경우기존수정/갱신서비스에서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로전환할수없었습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Salesforce CPQ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계약을수정하는동안계속작업

이제패키지설정에서새로운옵션을선택할때사용자가계약수정을진행하는동안 Salesforce에서계속해서작업

을진행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용자가계약수정프로세스가끝날때까지기다렸습니다. 기존서비스옵션을

선택취소하고대신 Salesforce CPQ 대규모수정및갱신서비스를사용하는경우새로운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Salesforce CPQ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설치된 패키지를입력한다음, 설치된패키지를선택합니다. 구독및갱신탭을클

릭합니다. 기존수정/갱신서비스사용이선택된경우선택을취소한다음, 백그라운드에서계약수정을선택합니

다.

다음사항도참조:

계약수정및갱신을위한권한집합요구사항이추가되었음

가격규칙페이지레이아웃에추가된구성기평가이벤트필드

이제기본적으로구성기평가이벤트필드가가격규칙페이지레이아웃에포함되었습니다. 자동으로추가되어단

계를저장하고사용자가가격규칙을구성할때필요한값을선택할수있도록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Salesforce CPQ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Shield 또는이벤트모니터링및 Shield Platform Encryption 추가기능구독을구매한고

객에게제공됩니다.

방법: 가격규칙탭에서새로만들기를선택하여새가격규칙을생성하기만하면완료되었습니다. 구성기평가이

벤트필드는새가격규칙대화상자의일부입니다.

단기간에더많은주문계약

세일즈담당자가주문을계약할때 Salesforce CPQ는기존보다두배더많은행항목을포함하는계약을생성할수있

습니다. 행항목수는조직구성에따라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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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CPQ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주문만들기를위한새로운권한

견적서또는기회에서주문을만들려면이제사용자에게견적서및기회에대한읽기액세스, 주문에대한만들기

및편집액세스, 주문제품에대한삭제액세스가필요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CPQ의 Salesforce Lightning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계약수정및갱신을위한권한집합요구사항이추가되었음

기존수정/갱신서비스사용의선택을취소한경우, Salesforce CPQ 계산기권한을부여한사용자가특정권한을가져

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사용자가계약을수정하거나갱신할수없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Salesforce CPQ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SteelBrickCPQAdmin 권한집합을설치중 Salesforce CPQ 계산기권한을부여한사용자에게할당합니다. Salesforce

CPQ 계산기권한을부여한사용자를식별하려면, Salesforce CPQ 새로운계산서비스권한부여모범사례 Knowledge

기사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Billing
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하는경우 Salesforce Billing이인보이스라인을생성하는방법을구성하고, 금융거래및

금융잔고스냅샷정보를고객회계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매핑하십시오. 새로운필드는수명

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 독립형주문활성화, 변경된주문제품생성을강조표시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요금청구일자재정의사용시부분기간만들기

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한후인보이스라인에청구기간이반영되는방식을제어합니다. BTDO 기간처리

청구규칙필드가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필드는요금청구일자재정의값이부분청구기간을생성할경우

Salesforce에서인보이스라인을작성하는방식을제어합니다. 기존에 Salesforce Billing은부분기간및남아있는전

체기간을아우르는단일인보이스라인만생성했습니다.

금융거래에새 ERP-매핑필드사용

금융사용자에게금융거래와관련된총계정원장(GL) 및금융기간정보를세밀하게추적할수있는권한을부

여합니다. 그러면간편하게다운스트림 ERP 시스템에거래를매핑하여계정마감프로세스를처리할수있습니

다.

각수명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이해

새수명주기총액필드에첫세일즈, 수정, 갱신, 기타변경사항전반에걸친수명주기관리자산의총액이나타

납니다. Spring '21부터모든수명주기관리자산에필드가채워지며, 다른자산에서는 null입니다. 필드수준보안

을사용하여레이아웃에필드를추가하고보고에최대한활용하십시오.

업데이트된독립형주문활성화논리

이제 Salesforce Billing은독립형주문및하위독립형주문제품을동시에활성화합니다. 기존에는독립형주문이

활성화되면 Salesforce Billing이주문제품을활성화하지않았으므로사용자가직접또는자동화를통해독립형주

문제품을활성화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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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독립형주문제품생성논리

독립형주문제품을생성한이후더이상많은편집과정을거치지않아도됩니다. 이제독립형주문을생성할때

하위주문제품이제품의요금유형, 청구빈도, 청구유형을상속합니다. 주문제품이제품소비일정및소비율

이포함된제품과관련이있는경우주문제품도주문제품소비일정및소비율을받게됩니다.

Evergreen 사용기반가입에대한자동사용요약

Evergreen 가입을다루는세일즈담당자의사용가격책정환경을개선합니다. 세일즈담당자가언제든지활성화

된 Evergreen 가입주문제품에대한사용을업로드할수있게되었습니다. 사용처리날짜가활성화된주문제품

에속하지않을경우(인보이스되지않은사용요약), Salesforce Billing에서사용요약을만들어새사용에할당합니

다.

다음사항도참조:

Knowledge 기사: Salesforce CPQ 및 Billing Spring '21의새로운개체, 필드, 권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

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요금청구일자재정의사용시부분기간만들기

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사용한후인보이스라인에청구기간이반영되는방식을제어합니다. BTDO 기간처리청

구규칙필드가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필드는요금청구일자재정의값이부분청구기간을생성할경우 Salesforce에

서인보이스라인을작성하는방식을제어합니다. 기존에 Salesforce Billing은부분기간및남아있는전체기간을아

우르는단일인보이스라인만생성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Billing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기존에는주문제품의요금청구일자재정의를설정하는경우 Salesforce Billing은부분기간처리필드의값을

무시하고단일인보이스라인만생성했습니다. 비례배분계산동안주문제품의청구일자(달)도무시했습니다. 예

를들어주문제품의시작일자와종료일자가각각 2020년 5월 20일및 2020년 7월 28일이고청구일자(달)는 28일인

경우표준인보이싱절차에서주문제품에인보이스라인 3개가생성됩니다.

종료 일자시작 일자인보이스 라인

2020-05-272020-05-201

2020-06-272020-05-282

2020-07-272020-06-283

인보이스전에 2020년 7월 31일을요금청구날짜재정의로추가한경우 BTDO 기간처리필드값이없으면 Salesforce

Billing은단일인보이스라인만생성하여다중요금청구기간이반영된인보이스라인이생성되지않도록방지합니

다. Salesforce Billing은청구일자(달)도무시하여인보이스라인의전체잔고를계산하기위해사용된기간이다르게

비례배분됩니다. 비례배분차이로인해청구일자(달)을고려할것으로예상했던사용자에게원치않는잔고가발

생할수있습니다.

종료 일자시작 일자인보이스 라인

2020-07-312020-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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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BTDO 기간처리값에따라 Salesforce가부분기간에대한인보이스라인을관리하는방법이제어됩니다.

구분

부분기간및남아있는전체기간에대한별도의인보이스라인을생성하고인보이스라인잔고를계산할때청

구일자(달)를포함합니다.

결합

부분기간및남아있는전체기간을단일인보이스라인에결합하고인보이스라인잔고를계산할때청구일자

(달)를포함합니다.

청구일자(달) 제외

부분기간및남아있는전체기간을단일인보이스라인에결합하고인보이스라인잔고를계산할때청구일자

(달)를무시합니다. 이계산프로세스는요금청구일자재정의가포함된주문에대해부분기간처리가무시되

는앞선 Salesforce Billing 버전과같은방식으로동작합니다.

구분의 BTDO 기간처리값을사용하여인보이싱프로세스를통해인보이스라인 4개가생성됩니다. 청구일자(월)는

시작일자와다르므로첫번째인보이스라인은부분기간을나타냅니다. 요금청구일자재정의로인해마지막인

보이스라인도부분기간입니다.

테이블 1: BTDO 기간처리: 구분

종료 일자시작 일자인보이스 라인

2020-05-272020-05-201

2020-06-272020-05-282

2020-07-272020-06-283

2020-07-312020-07-284

값이결합인경우 Salesforce Billing은구분과같은기간을계산하지만전체기간을단일인보이스라인으로래핑합니

다.

테이블 2: BTDO 기간처리: 결합

종료 일자시작 일자인보이스 라인

2020-07-312020-05-201

값이청구일자(달) 제외인경우 Salesforce Billing은단일인보이스라인을생성하지만비례배분계산과정에서청구

일자(달)를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인보이스라인잔고는요금청구일자재정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기반으로

상이합니다. 이예에서잔고는결합을사용한경우와같으며, 다른날짜조합을사용하면잔고가달라질수있습니

다.

테이블 3: BTDO 기간처리: 청구일자(달) 제외

종료 일자시작 일자인보이스 라인

2020-07-312020-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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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새 ERP-매핑필드사용

금융사용자에게금융거래와관련된총계정원장(GL) 및금융기간정보를세밀하게추적할수있는권한을부여합

니다. 그러면간편하게다운스트림 ERP 시스템에거래를매핑하여계정마감프로세스를처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Billing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다음필드가금융거래에추가됩니다. Salesforce Billing 패키지와구별되는별도의 Salesforce 필드이며, Salesforce

는금융거래생성과정에서해당필드를채웁니다. 각필드는금융거래가생성될때금융거래와관련된회계엔티

티의값을조회합니다. 사용자및프로세스는이를변경할수없습니다.

사용자및프로세스는이름에원래가포함된필드는변경할수없지만필요한경우 Billing 패키지필드를업데이트

할수있습니다.

• 원래대변 GL 계정이름

• 원래대변 GL 계정번호

• 원래차변 GL 계정이름

• 원래차변 GL 계정번호

• 원래재정기간이름

• 원래재정기간시작일자

• 원래재정기간종료일자

• 원래재정기간상태

• 원래 GL 규칙이름

• 원래 GL 처리이름

• 원래재무장부이름

다음필드는금융거래및금융잔고스냅샷에추가됩니다. Billing 패키지필드는 (Billing 패키지전용)으로표시되고

모든기타필드는 Salesforce의일부입니다. 해당필드를 ERP 매핑에사용하고금융거래를기록하기위해사용하는

외부금융시스템에대한추가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사용자및프로세스는필요하면이를변경할수있습니

다.

• GL 규칙(Billing 패키지전용)

• GL 처리(Billing 패키지전용)

• 대변 GL 계정(Billing 패키지전용)

• 차변 GL 계정(Billing 패키지전용)

• 재무장부(Billing 패키지전용)

• 재무기간(Billing 패키지전용)

• 금융시스템통합모드

• 금융시스템통합상태

• 금융시스템이름

• 금융시스템트랜잭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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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alesforce Billing은인보이스, 대변메모, 차변메모, 결제또는환불참조엔티티유형이포함된금융거래에

대한금융잔고스냅샷을자동생성합니다. 그러나금융및 GL 필드값은거래에서스냅샷으로전송되지않습

니다. 트리거나프로세스를사용하여금융및 GL 정보를거래에서하위스냅샷으로복사하는것이좋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Knowledge 기사: 조직에금융로깅이프로비저닝되어있는지확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

용하지못할수있음)

각수명주기관리자산의장기가치이해

새수명주기총액필드에첫세일즈, 수정, 갱신, 기타변경사항전반에걸친수명주기관리자산의총액이나타납

니다. Spring '21부터모든수명주기관리자산에필드가채워지며, 다른자산에서는 null입니다. 필드수준보안을사

용하여레이아웃에필드를추가하고보고에최대한활용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Billing을사용하는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필드는수명주기관리자산에대한세부정보를보완하여과거및예상변경사항에따른자산가치를강조표

시합니다.

업데이트된독립형주문활성화논리

이제 Salesforce Billing은독립형주문및하위독립형주문제품을동시에활성화합니다. 기존에는독립형주문이활성

화되면 Salesforce Billing이주문제품을활성화하지않았으므로사용자가직접또는자동화를통해독립형주문제품

을활성화해야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Billing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독립형주문을활성화하면 Salesforce Billing이모든주문의하위독립형주문제품을활성화합니다.

중요: 독립형주문제품은상위견적서행이없는주문제품을나타냅니다. 상위견적서행이있는하위주문

제품으로독립형주문을활성화하는경우 Salesforce Billing은해당제품을활성화하지않습니다. 이사례에서는

독립형주문및독립형주문제품만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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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독립형주문제품생성논리

독립형주문제품을생성한이후더이상많은편집과정을거치지않아도됩니다. 이제독립형주문을생성할때하

위주문제품이제품의요금유형, 청구빈도, 청구유형을상속합니다. 주문제품이제품소비일정및소비율이포

함된제품과관련이있는경우주문제품도주문제품소비일정및소비율을받게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Billing의 Salesforce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Evergreen 사용기반가입에대한자동사용요약

Evergreen 가입을다루는세일즈담당자의사용가격책정환경을개선합니다. 세일즈담당자가언제든지활성화된

Evergreen 가입주문제품에대한사용을업로드할수있게되었습니다. 사용처리날짜가활성화된주문제품에속하

지않을경우(인보이스되지않은사용요약), Salesforce Billing에서사용요약을만들어새사용에할당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Billing의 Salesforce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이전에는세일즈담당자가사용량일정과관련된 Evergreen 가입제품을주문하면 Salesforce CPQ에서 12개의사

용요약이포함된주문제품을생성하였습니다. 첫사용요약은주문제품의시작날짜에시작되었으며각요약의

길이는사용일정의청구기간이었습니다. 세일즈담당자는 Evergreen 가입이활성화되어있는동안수동으로추가

사용요약을만들었습니다.

방법: 새로운사용요약에는주문제품의이전사용요약과같은청구기간이적용됩니다. 예를들어주문제품의청

구빈도가월 1회이고청구날짜가 1일이면, 20/01/01~20/12/31까지의사용요약 12개가생성됩니다. 각요약은매월

첫날시작되고마지막날에종료됩니다. 세일즈담당자가 2021년 3월 20일날짜의사용을업로드하면 Salesforce Billing

에서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에대한사용요약을생성합니다.

주: 이미알고계십니까? 이기능은 Summer '20부터잠시사용할수있었지만작동문제로인해제거되었습니

다. 추가준비를거쳐이제다시무대에오를준비를마쳤습니다.

Advanced Approvals
Advanced Approvals 사용자는 Salesforce에로그인하지않은상태에서승인을관리할수있습니다. 이제승인및거부

API가 Advanced Approvals 패키지에서노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Advanced Approvals가포함된 Salesforce CPQ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

용됩니다.

이유: 기존에는승인관리자가 Salesforce에서 Advanced Approvals 패키지에액세스하거나세일즈담당자의승인요청

을거부했습니다. 승인프로세스동안승인관리자가더이상 Salesforce에액세스하지않아도되도록플랫폼외부에

서승인및거부 API를구현할수있습니다.

방법: Salesforce 설정비활성화 API가선택되지않은경우 Advanced Approval API를사용할수있습니다. 이설정은기본

적으로선택되어있지않습니다. 액세스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사용자 정의 설정을입력한다음, 사용

자정의설정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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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많은신규특화솔루션이기다리고있습니다. 충성도관리를통해맞춤형고객인정, 보상, 유지프로그램을실행

할수있으며, 배치관리를사용하여수백만개의레코드를처리하고추적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에서다중비

즈니스규칙을정의하여제품을평가하고할인을계산할수도있습니다. 새데이터처리엔진은조직에서데이터를

추출및변환하고변환된데이터로레코드를생성합니다. 또한 Manufacturing Cloud에서쉽게판매협약및계정예측

을관리할수있으며, 환급관리는용량, 매출, 성장률기반환급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Health Cloud는제공자의관

리편의를위한새로운 API와전자의료기록에대한새로운 FHIR 지정지원을제공하며, Financial Services Cloud는지점

성과를추적하고이동하면서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사건을수집하는데도움이됩니다. Consumer Goods

Cloud는매장방문및배달을효율적으로만들고, 공공부문솔루션은캘린더지원을추가하고신청승인과정에서

투명성을높여줍니다. 긴급대응관리는업데이트된플로를추가하여긴급대응경험을향상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충성도관리

Salesforce Platform에구축된종단간솔루션인충성도관리는조직이고객인정, 보상, 유지를위한혁신적인프로

그램을디자인및구현하는데도움이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맞춤설정하고프로그램파트너를참여시키

거나프로모션을실행하여고객참여도를높이고투자수익률을높일수있습니다. 충성도관리는실용적이며,

모든산업분야에서 B2B 및 B2C 비즈니스요구를충족합니다(정식출시).

배치관리

배치관리를사용하여 Salesforce 조직에서수백만개의레코드를처리합니다.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를사용하

여배치관리작업의상태및상황을추적합니다(정식출시).

결정테이블

결정테이블은비즈니스규칙을읽고비즈니스시나리오에대한결과를제공합니다. 예를들어제품할인에대

한여러비즈니스규칙을정의하고규칙에대해제품을평가하는결정테이블을만들어각제품에대한할인을

계산할수있습니다. 플로에서결정테이블을사용하여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결과를얻습니다(정식출

시).

데이터처리엔진

Salesforce 조직의표준개체및사용자정의개체에서데이터를추출하고비즈니스요구사항에따라변환합니다.

그후변환된데이터를사용하여레코드를생성, 업데이트또는업설트합니다(정식출시).

Manufacturing Cloud

새기능과고급기능으로판매협약을간편하게관리합니다. 새 Connect API 리소스를사용하여직접견적서와기

회를쉽게추적할수있는판매협약으로변환하고, 예측에서기회일정을고려하는옵션을통해계정예측을효

과적으로관리하거나변경된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기존판매협약을삭제합니다.

환급관리

환급관리를통해수량, 매출, 성장기반환급프로그램을실행합니다. 투명하고상호이익이되는인센티브를통

해장기간채널관계를구축합니다. 환급프로그램을만들고환급유형, 자격규칙, 임계값등혜택구조를지정

하거나파트너와협력하여맥락에따른지급액을계산하고기간이끝나거나언제든지지급액정보를분석합니

다. 환급지급액은원하는세부사항을포함하여선택한케이던스에서처리됩니다. Manufacturing Experience Cloud

템플릿을사용하여사이트를만들고파트너와공동작업하거나환급용 Einstein Analytics(정식출시)를통해실천

가능한환급인사이트를확보하십시오.

210

산업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ealth Cloud

Health Cloud는환자및제공자데이터를관리하는더나은방법을제시합니다. 제공자레코드를더욱간편하게

만들수있으며, 전자의료기록에대한새로운 FHIR 지정데이터모델을구축했습니다. 인텔리전트문서관리는

더욱유연하고사용법이간편하며, 인텔리전트세일즈는캘린더를추가하여사용자가수술방문을최대한활용

할수있도록돕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loud

신규지점관리기능을사용하여지점성과및생산성을추적합니다. 이동중에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

사건을포착하고증권구성요소의표시옵션을정밀하게제어하십시오. 호환데이터공유참가자및구성가능

한관련목록설정을포함하는 ARC(Actionable Relationship Center)에서한눈에자세한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참가자그룹및비소유자참가자공유를통해호환데이터공유를향상하거나고객이나파트너상호작용에대

한메모를체계적으로작성하고상호작용요약기능을사용하여규정에따라이해당사자와공유하십시오. 인

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여업로드된파일에서데이터를인식하고복사하여문서중심프로세스의속도

를높이거나향상된코드및고성능 RBL 프레임워크를통해레코드롤업및 RBL(Rollup-By-Lookup) 계산을최적화하

시기바랍니다.

Consumer Goods Cloud

담당자가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을사용하여매장방문동안적절한활동을수행할수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차량사용자할당을생성하여매장배달을간소화하고활동순서를사전정의하여담당자가가장효율적

인순서대로방문과업을수행할수있도록돕습니다. 세일즈관리자가리테일매장고급기능을통해빠르게리

테일매장레코드를생성하도록돕고, 방문실행및다이렉트매장배달고급기능을사용하여매장방문동안담

당자의작업효율을높일수도있습니다.

공공부문솔루션

Salesforce 캘린더에방문을추가하고규정준수담당자가방문예약과정에서신속하고간단하게검사자가용성

을확인할수있도록돕습니다. 검사관리모바일앱의새기능은전반적인검사환경을향상하며, 공공부문포

털고급기능은신청승인프로세스전반에걸쳐프로세스를효율적으로개선하고전체적인투명성을보장합니

다.

긴급대응관리

플로가업데이트되어긴급대응관리환경이더원활해졌습니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에대한추가정보

Experience Cloud 사용자와공유할수있는개체를자세하게설명하는새도움말페이지가구축되었습니다. 이새

로운리소스를사용하여보유라이센스를기반으로 Experience Cloud 사이트구현을계획하십시오.

충성도관리

Salesforce Platform에구축된종단간솔루션인충성도관리는조직이고객인정, 보상, 유지를위한혁신적인프로그램

을디자인및구현하는데도움이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맞춤설정하고프로그램파트너를참여시키거나프로

모션을실행하여고객참여도를높이고투자수익률을높일수있습니다. 충성도관리는실용적이며, 모든산업분

야에서 B2B 및 B2C 비즈니스요구를충족합니다(정식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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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충성도프로그램으로고유한충성도환경조성

통합된일련의충성도빌딩블록에서자체충성도프로그램을사용자정의하고구축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

생성한다음, 계층, 프로그램, 통화, 혜택, 파트너, 바우처, 프로모션을추가하고구성원활동및동작을추적하거

나포인트나바우처를사용하여충성도를보여준구성원에게보상과인정을제공합니다.

프로모션을사용하여비즈니스목표달성촉진

대상구성원에게유용한프로모션을제공하면제품세일즈가향상합니다. 매력적인제안으로구성원참여를강

화하고투자수익률을높이십시오. 표준프로모션을사용하여구성원에게즉각적인혜택을제공하거나누적프

로모션을사용하여참여주기또는지출등장기적인동작을기반으로구성원에게보상을제공할수있습니다.

바우처나충성도포인트를제공하여신규고객을확보하거나기존고객의참여도를높일수도있습니다.

충성도프로그램파트너를통한구성원참여향상

충성도관리는산업간프로그램파트너의온보딩및관리를활용하여구성원참여를향상하는데도움이됩니

다. 파트너십은구성원이참여할더많은기회를제공하고보조제품또는서비스에대한포인트를적립하거나

상환할수있도록돕습니다.

체험바우처를통한구성원보상

체험바우처로단골고객이존중받는기분을느끼고계속해서인연을이어갈수있도록돕습니다. 거래나프로

모션의일부로바우처를사용하거나높은계층으로업그레이드하는경우구성원에게바우처를제공합니다. 바

우처에는관련제품이나서비스에따라일정한화폐가치, 할인율또는무료제품이나서비스가포함될수있습

니다.

충성도혜택으로구성원기쁘게만들기

충성도프로그램의독점특전및권한으로구성원을기쁘게만듭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통해고객참여도가

높아지면고객에게보상을제공하고동기를부여하십시오. Salesforce 에코시스템에서경험에의한혜택을구성

하거나다른시스템에해당혜택을전달하여연결된고객환경을구축하시기바랍니다.

충성도구성원포털을통한구성원의활동추적허용

충성도구성원포털에서프로그램의자체진행상황을추적할수있도록만들어충성도고객의지속적인참여

를독려합니다. 관리자는클릭몇번만으로충성도구성원포털을설정할수있으며, 포털에서프로그램구성원

이프로필세부사항, 최근트랜잭션, 포인트잔고, 현재계층을확인할수있습니다.

Loyalty용 Analytics

충성도프로그램및디자인전략을분석하여구성원참여를촉진하고구성원만족도를보장하거나매출을향상

합니다.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을사용하여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참여를늘리는데도움이되는

예측인사이트를확보하십시오.

충성도관리새개체

새충성도관리개체를통해더많은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충성도관리에추가된새메타데이터유형

충성도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Apex: 새항목

다음은새로운메서드및클래스입니다.

Connect REST API

충성도관리 REST API에는새로운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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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관리에추가된새호출가능한작업

충성도관리에새호출가능한작업을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으로고유한충성도환경조성

통합된일련의충성도빌딩블록에서자체충성도프로그램을사용자정의하고구축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생

성한다음, 계층, 프로그램, 통화, 혜택, 파트너, 바우처, 프로모션을추가하고구성원활동및동작을추적하거나포

인트나바우처를사용하여충성도를보여준구성원에게보상과인정을제공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앱시작관리자에서충성도관리를엽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만들려면충성도프로그램탭에서새로만들

기를클릭합니다.

프로모션을사용하여비즈니스목표달성촉진

대상구성원에게유용한프로모션을제공하면제품세일즈가향상합니다. 매력적인제안으로구성원참여를강화

하고투자수익률을높이십시오. 표준프로모션을사용하여구성원에게즉각적인혜택을제공하거나누적프로모

션을사용하여참여주기또는지출등장기적인동작을기반으로구성원에게보상을제공할수있습니다. 바우처

나충성도포인트를제공하여신규고객을확보하거나기존고객의참여도를높일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Customer 360 대상그룹이나 Salesforce 보고서에서데이터세그먼트를사용하여캠페인구성원을식별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내프로모션을만들고고객세그먼트에매핑한다음, Marketing Cloud를통해실행하거나 Marketing

Cloud Connect를사용하여필요한경우 Marketing Cloud에충성도프로모션을보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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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프로그램파트너를통한구성원참여향상

충성도관리는산업간프로그램파트너의온보딩및관리를활용하여구성원참여를향상하는데도움이됩니다.

파트너십은구성원이참여할더많은기회를제공하고보조제품또는서비스에대한포인트를적립하거나상환할

수있도록돕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충성도관리에서충성도프로그램을선택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파트너를만들려면설정탭의충성도프로

그램파트너아래에서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다.

체험바우처를통한구성원보상

체험바우처로단골고객이존중받는기분을느끼고계속해서인연을이어갈수있도록돕습니다. 거래나프로모션

의일부로바우처를사용하거나높은계층으로업그레이드하는경우구성원에게바우처를제공합니다. 바우처에

는관련제품이나서비스에따라일정한화폐가치, 할인율또는무료제품이나서비스가포함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

용됩니다.

방법: 충성도관리에서충성도프로그램을선택합니다. 바우처정의를만들려면충성도환경탭의바우처정의아

래에서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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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혜택으로구성원기쁘게만들기

충성도프로그램의독점특전및권한으로구성원을기쁘게만듭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을통해고객참여도가높아

지면고객에게보상을제공하고동기를부여하십시오. Salesforce 에코시스템에서경험에의한혜택을구성하거나

다른시스템에해당혜택을전달하여연결된고객환경을구축하시기바랍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

용됩니다.

방법: 충성도관리에서충성도프로그램을선택합니다. 혜택유형을만들려면설정탭에서혜택유형아래에있는

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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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구성원포털을통한구성원의활동추적허용

충성도구성원포털에서프로그램의자체진행상황을추적할수있도록만들어충성도고객의지속적인참여를독

려합니다. 관리자는클릭몇번만으로충성도구성원포털을설정할수있으며, 포털에서프로그램구성원이프로

필세부사항, 최근트랜잭션, 포인트잔고, 현재계층을확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기능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충성도관리라이센스가있는 Experience Cloud 사이트관리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관리자는충성도구성원포털템플릿을사용하여기능이풍부한충성도구성원포털을설정하고회사의요구

사항을기반으로포털을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주:  Connect API를사용하여충성도관리와타사응용프로그램을통합하는방식으로유사한충성도구성원포

털을설정할수있습니다.

216

충성도관리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Loyalty용 Analytics
충성도프로그램및디자인전략을분석하여구성원참여를촉진하고구성원만족도를보장하거나매출을향상합

니다.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을사용하여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참여를늘리는데도움이되는예측

인사이트를확보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고객충성도분석및비즈니스성장

Loyalty용 Analytics 앱대시보드는충성도프로그램에대한인사이트를제공하고프로그램관리자가전략을수립

하여멤버십을향상하고고객을유지하거나프로세스를향상하도록돕습니다. 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페이지

에서대시보드를포함하여구성원의가치, 참여, 기본설정, 제공되는지원에대한즉각적인인사이트를가져올

수도있습니다.

충성도용 Einstein Discovery로구성원참여향상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을사용하여구성원의참여점수를보고참여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식별

하거나전략을수립하여구성원참여도를높입니다.

고객충성도분석및비즈니스성장

Loyalty용 Analytics 앱대시보드는충성도프로그램에대한인사이트를제공하고프로그램관리자가전략을수립하

여멤버십을향상하고고객을유지하거나프로세스를향상하도록돕습니다. 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페이지에서

대시보드를포함하여구성원의가치, 참여, 기본설정, 제공되는지원에대한즉각적인인사이트를가져올수도있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Loyalty용 Analytics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Loyalty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이유: 충성도프로그램성과대시보드를사용하여구성원확보, 참여, 만족도, 파트너, 제품을기반으로프로그램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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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구성원서비스대시보드는충성도구성원에게제공하는지원유형에대해실행가능한인사이트를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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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그리고 Loyalty용 Analytics를선택하고

마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생성하십시오.

충성도용 Einstein Discovery로구성원참여향상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을사용하여구성원의참여점수를보고참여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식별하거

나전략을수립하여구성원참여도를높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Loyalty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

합니다.

이유: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은인구통계, 등록채널, 트랜잭션, 멤버십기간등요소를기반으로구성

원참여에대한예측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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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그런다음, Loyalty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를선택하고마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생성하십시오.

충성도관리새개체

새충성도관리개체를통해더많은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Developer, Performance,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모든혜택보기

새 Benefit 개체를사용합니다.

혜택에대해자동트리거된작업보기

새 BenefitAc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혜택유형보기

새 BenefitType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의구성원이수행한각거래에대한정보보기

새 LoyaltyLedger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구성원계층과충성도프로그램통화연결

새 LoyaltyMemberCurrency 개체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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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과충성도계층연결

새 LoyaltyMemberTier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파트너가제공한제품및제품범주보기

새 LoyaltyPartnerProduct 개체를사용합니다.

조직의충성도프로그램보기

새 LoyaltyProgram 개체를사용합니다.

프로그램통화보기

새 LoyaltyProgramCurrency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이사용한프로모션보기

새 LoyaltyProgramMbrPromo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대한정보보기

새 LoyaltyProgramMember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과관련이있는파트너보기

새 LoyaltyProgramPartner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계층보기

새 LoyaltyTier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혜택과계층연결

새 LoyaltyTierBenefit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의계층그룹보기

새 LoyaltyTierGroup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게제공된혜택보기

새 MemberBenefit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과 Experience Cloud 사이트연결

새 NetworkReferencedObject 개체를사용합니다.

분개장생성에사용할수있는이유보기

새 JournalReason 개체를사용합니다.

거래하위유형보기

새 JournalSubType 개체를사용합니다.

거래유형보기

새 JournalType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과관련이있는프로모션보기

새 Promo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프로모션과충성도파트너제품연결

새 PromotionLoyaltyPtnrProdt 개체를사용합니다.

프로모션과시장세그먼트연결

새 PromotionMarketSegment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의거래보기

새 TransactionJournal 개체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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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게발행된바우처보기

새 Voucher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프로그램과관련이있는바우처보기

새 Voucher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충성도관리에추가된새메타데이터유형

충성도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호출가능한작업사용

플로메타데이터유형의 FlowActionCall 하위유형필드에있는 actionType에충성도관리와관련된새열거값이포

함되어있습니다.

• adjustPoints  - 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이나분개장거래에대한충성도포인트를조정합니다.

• assignTierBenefits  - 혜택작업과관련된혜택에대한구성원계층을기반으로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

에게혜택을할당합니다.

• cancelAccrual  - 특정누적거래를취소합니다.

• creditPoints  - 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잔고에충성도포인트를발행합니다.

• cancelRedemption  - 특정보상거래를취소합니다.

• changeTier  - 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계층을변경합니다.

• changeTierWhenNoErrors  - 모든입력매개변수가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지정된충성도프로그램

구성원의계층을변경합니다.

• debitPoints  - 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잔고에서충성도포인트를인출합니다.

• executeMemberBenefit  - 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게할당된혜택과관련이있는혜택작업을처리합니

다.

• getTier  - 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현재계층을가져옵니다.

• getPointsBalance  - 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충성도포인트잔고를가져옵니다.

• issueVoucher  - 구성원이나연락처에대한바우처를발행합니다.

Apex: 새항목

다음은새로운메서드및클래스입니다.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에는다음의새로운메서드및클래스가있습니다.

메서드

이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LoyaltyConnect 클래스에있습니다.

구성원에대한혜택가져오기

getMemberBenefits(memberId)

이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LoyaltyVoucherConnect 클래스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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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대한바우처보상

redeem(programName, membershipNumber, voucherCode)

출력클래스

다음은새로운출력입니다.

ConnectApi.MemberBenefitsOutput

이새로운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memberBenefits  - 구성원이사용할수있는모든혜택목록.

ConnectApi.MemberBenefitOutput

이새로운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benefitId  - 구성원이사용할수있는혜택 ID.

• benefitName  - 구성원이사용할수있는혜택이름.

• benefitTypeId  - 관련혜택유형레코드 ID.

• benefitTypeName  - 관련혜택유형이름.

• createdRecordId  - 혜택할당동안생성된레코드 ID.

• createdRecordName  - 혜택할당동안생성된레코드의표시이름.

• isActive  - 코드가활성상태인지여부표시.

Connect REST API
충성도관리 REST API에는새로운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충성도관리

충성도혜택가져오기

새 /services/data/vXX.X/connect/loyalty/member/${memberId}/memberbenefits 리소스에 GET

요청을수행하여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이사용할수있는충성도혜택목록을가져옵니다.

바우처코드사용

새

/services/data/vXX.X/connect/loyalty/programs/${programName}/members/${membershipNumber}/

vouchers/{voucherCode}/redeem 리소스에 POST 요청을수행하여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대한바우처

코드를사용합니다.

충성도관리에추가된새호출가능한작업

충성도관리에새호출가능한작업을사용합니다.

충성도포인트조정

새 adjustPoints 표준작업을사용하여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이나분개장거래에대한충성도포인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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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계층혜택할당

새 assignTierBenefits 표준작업을사용하여혜택작업과관련된혜택에대한구성원계층을기반으로충

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게혜택을할당합니다.

누적거래취소

새 cancelAccrual 표준작업을사용하여특정누적거래를취소합니다.

충성도포인트발행

새 creditPoints 표준작업을사용하여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잔고에충성도포인트를발행합니다.

구성원계층변경

새 changeTier 표준작업을사용하여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계층을변경합니다.

입력매개변수가기준을충족하는경우구성원계층변경

새 changeTierWhenNoErrors 표준작업을사용하여모든입력매개변수가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지정

된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의계층을변경합니다.

충성도포인트인출

새 debitPoints 표준작업을사용하여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잔고에서충성도포인트를인출합니다.

충성도포인트잔고가져오기

새 getPointsBalance 표준작업을사용하여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충성도포인트잔고를가져옵니다.

구성원계층가져오기

새 getTier 표준작업을사용하여지정된프로그램구성원의현재계층을가져옵니다.

바우처발행

새 issueVoucher 표준작업을사용하여구성원이나연락처에대한바우처를발행합니다.

구성원혜택처리

새 executeMemberBenefit 표준작업을사용하여충성도프로그램구성원에게할당된혜택과관련이있는

혜택작업을처리합니다.

상환거래취소

새 cancelRedemption 표준작업을사용하여특정상환거래를취소합니다.

배치관리

배치관리를사용하여 Salesforce 조직에서수백만개의레코드를처리합니다.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를사용하여

배치관리작업의상태및상황을추적합니다(정식출시).

이섹션에서는:

대량레코드를처리하는작업정의

플로에대량의데이터를처리하는배치관리작업을만듭니다. 배치관리작업이관리가능한배치의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배치관리작업을사용하여여러개체에서복잡한비즈니스프로세스실행을자동화할수있습니

다. 배치관리작업은예약된플로를사용해예약합니다.

작업예약

예약된플로를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실행시기및빈도를결정합니다. 조직의라이센스를기반으로사용자

가만드는작업또는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가능한작업을예약할수있습니다. 예약된플로를사용하여여러

배치관리작업을함께실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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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작업보기

배치관리작업실행의상태및상황을모니터링합니다. 작업이실행될때마다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레

코드가생성됩니다. 전체배치관리작업실행및해당배치작업일부를추적할수있습니다. 배치작업이처리

하지못한레코드의목록도볼수있습니다.

배치관리작업공유

변경집합, 관리패키지, 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여다른 Salesforce 조직과배치관리작업을공유할수있습니다.

변경집합및패키지를사용하여작업을프로덕션 Salesforce 조직으로이동하거나공동작업자와공유합니다.

배치관리에새개체포함

새배치관리개체를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합니다.

배치관리에새툴링 API 개체포함

툴링 API를사용하여배치관리설정개체로작업합니다.

배치관리에새플랫폼이벤트포함

플랫폼이벤트를사용하여플로에서배치관리작업실행이완료되면구독한사용자에게알립니다.

배치관리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을실행합니다.

배치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배치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및열거가있습니다.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개체포함

이제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개체를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의상태및진행률을볼수있습니다.

대량레코드를처리하는작업정의

플로에대량의데이터를처리하는배치관리작업을만듭니다. 배치관리작업이관리가능한배치의데이터를처

리합니다. 배치관리작업을사용하여여러개체에서복잡한비즈니스프로세스실행을자동화할수있습니다. 배

치관리작업은예약된플로를사용해예약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시스템관리자프로필이있는사용자가배치관리작업을만들수있습니다.

이유: 플로는하루에최대 250,000개까지레코드를처리할수있습니다. 배치작업을사용하면플랫폼제한을넘지

않으면서관리가능배치에서 250,000개가넘는레코드를처리할수있습니다. 플로에서여러배치작업을함께예약

하여동일한비즈니스프로세스의일부인여러개체전체에서레코드를처리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배치 관리를입력한다음, 배치관리를선택합니다. 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다. 배

치관리작업을정의하고처리할배치관리작업의비즈니스플로를선택합니다. 다음을클릭합니다. 각레코드를

고유하게식별하는플로입력변수를선택합니다. 레코드를처리할개체와필터기준을선택합니다. 저장을클릭한

다음, 활성화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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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작업예약

예약된플로를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실행시기및빈도를결정합니다. 조직의라이센스를기반으로사용자가

만드는작업또는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가능한작업을예약할수있습니다. 예약된플로를사용하여여러배치관

리작업을함께실행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관리플로권한이있는사용자가플로에서배치관리작업을실행할수있습니다.

방법: 예약된플로에서작업요소를캔버스로끌어옵니다. 범주로배치작업을선택합니다. 활성배치작업을검색

및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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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배치작업보기

배치관리작업실행의상태및상황을모니터링합니다. 작업이실행될때마다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레코

드가생성됩니다. 전체배치관리작업실행및해당배치작업일부를추적할수있습니다. 배치작업이처리하지못

한레코드의목록도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시스템관리자프로필이있는사용자가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를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실행을모니터링

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워크플로 서비스 모니터를입력한다음,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를선택합니다.

배치관리작업실행의세부사항을보려면해당레코드를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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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관리작업공유

변경집합, 관리패키지, 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여다른 Salesforce 조직과배치관리작업을공유할수있습니다. 변

경집합및패키지를사용하여작업을프로덕션 Salesforce 조직으로이동하거나공동작업자와공유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배치관리에새개체포함

새배치관리개체를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합니다.

특정산업라이센스에기반한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가능한작업을비롯한배치관리작업을봅니다.

새 BatchProcessJobDefinitionView 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표준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표준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배치관리에새툴링 API 개체포함

툴링 API를사용하여배치관리설정개체로작업합니다.

배치관리작업의세부사항보기

새 BatchProcessJob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배치관리작업보기

새 BatchJob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도이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배치관리에새플랫폼이벤트포함

플랫폼이벤트를사용하여플로에서배치관리작업실행이완료되면구독한사용자에게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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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에서배치관리작업실행이완료되면알림을받음

새 BatchJobStatusChangedEvent를구독하여실시간알림을받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BatchJobStatusChangedEvent 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BatchJobStatusChangedEvent 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배치관리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을실행합니다.

배치관리작업실행

새 batchJobAction 사용자정의작업을사용하여배치작업을만들고데이터를처리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배치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배치관리에새메타데이터유형및열거가있습니다.

데이터처리를위한배치관리작업정의

새 BatchProcessJobDefinition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플로와함께배치관리작업을사용합니다.

플로메타데이터유형의 FlowActionCall 하위유형필드에있는 actionType에대한새 batchJobAction 열거값을

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배치관리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개체포함

이제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개체를사용하여배치관리작업의상태및진행률을볼수있습니다.

배치관리작업실행보기

새 BatchJob 개체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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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관리작업부분보기

새 BatchJobPart 개체를사용합니다.

배치관리작업실행의일부에서처리되지않은레코드를봅니다.

새 BatchDataPartFailedRecord 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결정테이블

결정테이블은비즈니스규칙을읽고비즈니스시나리오에대한결과를제공합니다. 예를들어제품할인에대한

여러비즈니스규칙을정의하고규칙에대해제품을평가하는결정테이블을만들어각제품에대한할인을계산할

수있습니다. 플로에서결정테이블을사용하여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결과를얻습니다(정식출시).

이섹션에서는:

비즈니스규칙결정

비즈니스결정을안내하는비즈니스규칙을만듭니다. 결정테이블에서비즈니스규칙을읽도록하려면규칙을

표준개체, 사용자정의개체또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대한레코드로만듭니다.

규칙을지정하고나머지는자동화

의사결정을자동화하여솔루션을더빨리찾습니다. 몇가지간단한선택을수행하여레코드를처리하고규칙

을평가하고결과를제공할결정테이블을준비합니다. 규칙, 입력필드, 출력필드가포함된개체또는사용자

정의메타데이터유형을선택합니다. 결정테이블은최대 100,000개의비즈니스규칙을읽고결과를제공할수

있습니다.

여러소스의레코드에대한결과정의

비즈니스규칙집합은하나이상의조직영역에적용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의데이터집합링크를사용하

여평가하는개체레코드를정의합니다. 데이터집합링크에서결정테이블의입력필드를평가하는개체필드

와매핑합니다.

플로에서결정테이블호출

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플로에서결정테이블을호출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을호출하고평가할항

목의세부사항을제공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또는결정테이블을호출하여연결된데이터집합링크개체

에대한결과를제공할수도있습니다.

비즈니스규칙상시업데이트

비즈니스결정에적용되는규칙은발전하며바뀌기마련입니다. 비즈니스규칙을수정또는추가할경우관련

결정테이블을새로고쳐업데이트된규칙을기반으로결과가제공되는지확인합니다.

결정테이블공유

결정테이블을프로덕션 Salesforce 조직에배포하기전에테스트및미세조정합니다. 변경집합, 관리패키지또

는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여결정테이블을다른조직과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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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규칙을안전하게유지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개체를사용하여비즈니스규칙을저장합니다. 결정테이블은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

개체에서비즈니스규칙의입력및출력필드를읽고결과를제공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에새개체포함

툴링 API를사용하여결정테이블설정개체로작업합니다.

Apex: 새항목

다음은새로운메서드및클래스입니다.

Connect REST API

결정테이블 REST API에는고급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결정테이블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결정테이블을실행하거나새로고칩니다.

결정테이블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결정테이블에새메타데이터유형및열거가있습니다.

비즈니스규칙결정

비즈니스결정을안내하는비즈니스규칙을만듭니다. 결정테이블에서비즈니스규칙을읽도록하려면규칙을표

준개체, 사용자정의개체또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대한레코드로만듭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예를들어스포츠웨어판매자에게는브랜드, 가격또는제품범주에따라다양한할인규칙이있을수있습니

다. 개체또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규칙을추가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스포츠화브랜드의할인을정

의하기위해결정테이블에서비즈니스규칙에대한해당제품의레코드를평가하고결과로할인을제공합니다.

방법: Salesforce 조직에비즈니스규칙통합:

• 표준개체에규칙을추가합니다.

• 사용자정의개체를만들고규칙을추가합니다.

• 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을만들고규칙을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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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지정하고나머지는자동화

의사결정을자동화하여솔루션을더빨리찾습니다. 몇가지간단한선택을수행하여레코드를처리하고규칙을

평가하고결과를제공할결정테이블을준비합니다. 규칙, 입력필드, 출력필드가포함된개체또는사용자정의메

타데이터유형을선택합니다. 결정테이블은최대 100,000개의비즈니스규칙을읽고결과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결정테이블은시스템관리자프로필이있는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다른사용자에게결정테이블개체에

대한권한할당을통해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이유: 조직은제품에대한할인율또는환자를위한치료계획을선택하는것과같은일상적인프로세스를자동화

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규칙이그대로유지되더라도가능한최상의결과를찾는것은복잡하고시간

이많이소요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은이수동작업을제거하고프로세스를자동화합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결정 테이블을입력한다음, 결정테이블을선택합니다. 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

다. 결정테이블의이름을지정하고비즈니스규칙이포함된소스개체또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을선택

합니다. 다음을클릭합니다. 하나이상의입력필드, 해당연산자, 하나의출력필드를선택합니다. 입력필드는결정

테이블이결과를제공해야하는대상레코드의필드와비교되어야하는개체또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필

드를나타냅니다. 출력필드에는규칙이일치할경우결정테이블에서결과로제공해야하는값이포함됩니다. 저

장을클릭한다음, 활성화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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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DecisionTable 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DecisionTable 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여러소스의레코드에대한결과정의

비즈니스규칙집합은하나이상의조직영역에적용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의데이터집합링크를사용하여

평가하는개체레코드를정의합니다. 데이터집합링크에서결정테이블의입력필드를평가하는개체필드와매핑

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결정테이블은시스템관리자프로필이할당된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또한다른사용자에게결정테이블

개체에대한권한할당을통해권한을부여할수도있습니다.

이유: 다른개체를사용하여다른제품행에대한제품레코드를저장할수있습니다. 동일한비즈니스규칙에따라

다른제품행의할인율을설정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에서각제품행의개체를데이터집합링크로선택합니

다.

방법: 데이터집합링크를추가할결정테이블을엽니다. 데이터집합링크카드에서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다. 데

이터집합링크의세부사항을입력하고결정테이블에서평가해야하는레코드가포함된개체를선택합니다. 결정

테이블입력필드를데이터집합링크에서선택한소스개체의필드와매핑합니다. 저장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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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에서결정테이블호출

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플로에서결정테이블을호출할수있습니다. 결정테이블을호출하고평가할항목

의세부사항을제공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또는결정테이블을호출하여연결된데이터집합링크개체에대

한결과를제공할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플로에서결정테이블을실행하려면사용자에게할당된프로필또는권한집합의결정테이블실행사용자

권한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사용자는결정테이블개체에대한액세스권한이있어야합니다.

방법: 플로에서작업요소를캔버스로끌어옵니다. 범주를결정테이블을선택합니다. 호출할결정테이블을검색

합니다. 결정테이블에연결된데이터집합링크가있을경우여러개의검색결과가표시됩니다. 결정테이블을호

출하고고유입력값을지정하려면기본값(1)이접미사로붙은결정테이블이름이포함된검색결과를선택합니다.

연결된데이터집합링크의레코드에대한결과를얻으려면연결된데이터집합링크(2)의이름이접미사인검색결

과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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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실행(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실행(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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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규칙상시업데이트

비즈니스결정에적용되는규칙은발전하며바뀌기마련입니다. 비즈니스규칙을수정또는추가할경우관련결정

테이블을새로고쳐업데이트된규칙을기반으로결과가제공되는지확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결정테이블은시스템관리자프로필이있는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다른사용자에게결정테이블개체에

대한권한할당을통해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방법: 결정테이블을열고 Refresh(새로고침)를클릭합니다. 또한특정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플로의 Refresh

Decision Table(결정테이블새로고침)을사용하여결정테이블을새로고칠수도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새로고침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새로고침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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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테이블공유

결정테이블을프로덕션 Salesforce 조직에배포하기전에테스트및미세조정합니다. 변경집합, 관리패키지또는

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여결정테이블을다른조직과공유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비즈니스규칙을안전하게유지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개체를사용하여비즈니스규칙을저장합니다. 결정테이블은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개

체에서비즈니스규칙의입력및출력필드를읽고결과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결정테이블에새개체포함

툴링 API를사용하여결정테이블설정개체로작업합니다.

결정테이블만들기

새 DecisionTable 개체를사용합니다.

결정테이블의데이터집합링크만들기

새 DecisionTableDatasetLink 개체를사용합니다.

결정테이블의입력및결과필드정의

새 DecisionTableParameter 개체를사용합니다.

결정테이블매개변수를데이터집합링크로선택한개체의필드와매핑합니다.

새 DecisionTblDatasetParameter 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Apex: 새항목

다음은새로운메서드및클래스입니다.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에는다음의새로운메서드및클래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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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이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DecisionTable 클래스에있습니다.

결정테이블실행

execute(decisionTableId, DecisionTableInput)

입력클래스

ConnectApi.DecisionTableInput

이새로운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ditions  - 결정테이블이실행되는결정테이블조건목록입니다.

• datasetLinkName  - 결정테이블실행시입력으로제공된데이터집합링크의 API 이름입니다.

ConnectApi.DecisionTableInputCondition

이새로운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ieldName  - 결정테이블에대한입력으로선택된필드이름입니다.

• operator  - 입력필드에사용된연산자입니다.

• value  - 입력으로선택된데이터유형의값입니다.

출력클래스

ConnectApi.DecisionTableOutcomeItem

이새로운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values  - 결정테이블의결과목록으로구성된개체입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DecisionTable 메서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DecisionTable 메서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Connect REST API
결정테이블 REST API에는고급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결정테이블

활성결정테이블실행

새결정테이블입력요청본문을사용하여새 connect/decision-table/${decisionTableId} 리소스에

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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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테이블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결정테이블을실행하거나새로고칩니다.

결정테이블캐시새로고침

새 refreshDecisionTable 표준작업을사용하여결정테이블캐시를새로고칩니다.

결정테이블실행

새 decisionTableAction 사용자정의작업을사용하여결정테이블정의를실행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결정테이블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결정테이블에새메타데이터유형및열거가있습니다.

레코드를처리하기위한결정테이블규칙만들기

새 DecisionTable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결정테이블에대한매핑정의를정의

새 DecisionTableDatasetLink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플로세어결정테이블을사용하여작업

플로메타데이터유형의 FlowAction 호출하위유형에대한 actionType 필드에새열거값이있습니다.

• decisionTableAction  - 결정테이블작업을사용하여작업합니다.

• decisionTableRefreshAction  - 결정테이블새로고침작업을사용하여작업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결정테이블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데이터처리엔진

Salesforce 조직의표준개체및사용자정의개체에서데이터를추출하고비즈니스요구사항에따라변환합니다. 그

후변환된데이터를사용하여레코드를생성, 업데이트또는업설트합니다(정식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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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클릭몇번으로데이터변환

Salesforce 조직의데이터가다른개체전체에저장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을사용하여여러개체에저장된데이

터를수집한후변환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만들기그런다음, 데이터소스를선택하고필수변환을정의

하고변환된데이터를사용해레코드를생성, 업설트또는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를변환하는동안자체입력제공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하여다양한비즈니스시나리오에대한결과를수집할수있습니다. 입력변수를

사용하면필터및수식유형노드에사용되는값을지정할수있습니다. 데이터처리엔진내에서또는플로에서

정의실행시입력변수의값을정의할수있습니다.

약관에따라데이터처리엔진실행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하여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 Salesforce 조직에서레코드를생성, 업데이트

또는업설트합니다. 정의가활성화된후실행할수있습니다. 플로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에서조직

의데이터를업데이트할시기와빈도를정의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실행추적

추적레코드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실행의세부사항을확인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가데이

터를변환및업데이트할때마다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추적레코드가생성됩니다.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필드에결과쓰기저장

개체필드에쓰기저장하는데이터를안전하게유지합니다. 결과를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필드에쓰기저장하

면필드에암호화가계속남아있게됩니다.

템플릿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통한시간절약

사용자또는공동작업자가템플릿정의의사본을만들고비즈니스요구사항에맞게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

다. 파트너및독립소프트웨어공급업체(ISV)가템플릿정의를만들고고객과공유할수있습니다. 템플릿정의

는읽기전용입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다른조직과공유

Sandbox 조직에서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만들고테스트한후변경집합이나관리또는비관리패키지를사용

하여프로덕션 Salesforce 조직에정의를배포합니다. 변경집합또는패키지를사용하여조직에서정의를배포및

사용할수있는공동작업자와정의를공유할수있습니다.

데이터처리엔진사용량추적

데이터처리엔진정의및 Salesforce 개체에쓰기저장된데이터에따라 Salesforce 조직에서처리되는데이터의양

을모니터링합니다. 조직이데이터처리엔진한도내에있는지확인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에새개체포함

새데이터처리엔진개체를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에새툴링 API 개체포함

툴링 API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설정개체로작업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데이터처리엔진에새메타데이터유형및열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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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엔진에새플랫폼이벤트포함

플랫폼이벤트를사용하여플로에서데이터처리엔진작업실행이완료되면구독한사용자에게알립니다.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개체포함

이제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개체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의상태및진행률을볼수있습니다.

클릭몇번으로데이터변환

Salesforce 조직의데이터가다른개체전체에저장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을사용하여여러개체에저장된데이터

를수집한후변환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만들기그런다음, 데이터소스를선택하고필수변환을정의하고

변환된데이터를사용해레코드를생성, 업설트또는업데이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대상: 모든데이터수정및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사용자는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만들수있습

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데이터 처리 엔진을입력한다음, 데이터처리엔진을선택합니다. 새로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구성하고활성화합니다.

다음은데이터소스를선택하고데이터를변환하고결과를쓰기저장하는방법입니다.

• 데이터소스: 데이터소스로사용할개체, 필드, 관련개체필드를선택합니다.

• 조인: 두노드의결과를조인하고조인유형을결정합니다.

• 필터: 노드의데이터를필터링합니다.

• 추가: 노드의합집합을만듭니다.

• 수식: 노드의데이터를사용하여수식을만듭니다.

• 그룹화및집계: 노드의필드를기반으로데이터를그룹화및집계합니다.

• 조각화: 후속노드에서처리하는데더이상필요하지않은필드를삭제합니다.

• 쓰기저장개체: 개체필드및관련개체필드를선택하여변환된결과를쓰기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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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BatchCalcJobDefinition(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데이터를변환하는동안자체입력제공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하여다양한비즈니스시나리오에대한결과를수집할수있습니다. 입력변수를사

용하면필터및수식유형노드에사용되는값을지정할수있습니다. 데이터처리엔진내에서또는플로에서정의

실행시입력변수의값을정의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대상: 모든데이터수정및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사용자는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만들수있습

니다.

이유: 예를들어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사용하여한도시또는여러도시의고객에대한데이터를변환할수있습

니다. 도시가하나일경우입력변수를만들고도시이름을정의의값으로지정합니다. 여러도시의고객에대한데

이터를변환하려면플로에서한도시에대한정의를실행할때마다도시이름을지정합니다.

방법: 데이터처리엔진빌더의입력변수탭에서새입력변수를클릭합니다. 입력변수의이름을입력하고유형을

선택합니다. 입력변수에대한값을추가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텍스트유형입력변수의경우쉼표로구분된

값목록을입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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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따라데이터처리엔진실행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하여일정에따라또는필요한경우 Salesforce 조직에서레코드를생성, 업데이트또는

업설트합니다. 정의가활성화된후실행할수있습니다. 플로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에서조직의데이

터를업데이트할시기와빈도를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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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대상: 관리플로권한이있는사용자가플로에서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할수있습니다.

방법: 플로에서작업요소를캔버스로끌어옵니다. 범주로데이터처리엔진을선택합니다. 활성데이터처리엔진

정의를검색및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못할수있음)

데이터처리엔진실행추적

추적레코드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실행의세부사항을확인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가데이터

를변환및업데이트할때마다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추적레코드가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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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대상: 모든데이터수정및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사용자는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액세스할

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를검색및선택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실행의세부사항을보려면

해당레코드를엽니다.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필드에결과쓰기저장

개체필드에쓰기저장하는데이터를안전하게유지합니다. 결과를 Salesforce Shield 암호화된필드에쓰기저장하면

필드에암호화가계속남아있게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템플릿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통한시간절약

사용자또는공동작업자가템플릿정의의사본을만들고비즈니스요구사항에맞게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파트너및독립소프트웨어공급업체(ISV)가템플릿정의를만들고고객과공유할수있습니다. 템플릿정의는읽기

전용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대상: 모든데이터수정및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사용자는템플릿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만들

수있습니다.

방법: 새데이터처리엔진정의창에서 Use this data processing engine as a template?(이데이터처리엔진을템플릿

으로사용하시겠습니까?)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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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다른조직과공유

Sandbox 조직에서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만들고테스트한후변경집합이나관리또는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

여프로덕션 Salesforce 조직에정의를배포합니다. 변경집합또는패키지를사용하여조직에서정의를배포및사용

할수있는공동작업자와정의를공유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데이터처리엔진사용량추적

데이터처리엔진정의및 Salesforce 개체에쓰기저장된데이터에따라 Salesforce 조직에서처리되는데이터의양을

모니터링합니다. 조직이데이터처리엔진한도내에있는지확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번경사항은공공부문용 Financial Services Cloud, 환급관리또는충성도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Salesforce 조직에 DataPipeline이활성화되어있어야합

니다.

대상: DataPipeline Base User 권한집합이있는관리자는데이터처리엔진사용량을볼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DataPipeline을입력한다음, DataPipeline을선택합니다. 시작하기를클릭합니

다. 일별, 조직별사용량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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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엔진에새개체포함

새데이터처리엔진개체를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합니다.

특정산업라이센스에기반한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가능한정의을비롯한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봅니다.

새 BatchCalcJobDefinitionView 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표준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표준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BatchCalcJobDefinitionView(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데이터처리엔진에새툴링 API 개체포함

툴링 API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설정개체로작업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보기

새 BatchCalcJob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작업보기

새 BatchJob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배치관리도이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설정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BatchCalcJobDefinition(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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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엔진에새호출가능작업포함

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실행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실행

새 dataProcessingEngineAction 사용자정의작업을사용하여요구사항을기반으로데이터를변형합니

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호출가능작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못할수있음)

데이터처리엔진에새메타데이터유형포함

데이터처리엔진에새메타데이터유형및열거가있습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통한데이터변형

새 BatchCalcJobDefinition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작업을플로와함께사용

플로메타데이터유형의 FlowActionCall 하위유형필드에있는 actionType에대한새

dataProcessingEngineAction 열거값을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메타데이터 API(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BatchCalcJobDefinition(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데이터처리엔진에새플랫폼이벤트포함

플랫폼이벤트를사용하여플로에서데이터처리엔진작업실행이완료되면구독한사용자에게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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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에서데이터처리엔진정의실행이완료되면알림을받음

새 BatchJobStatusChangedEvent를구독하여실시간알림을받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BatchJobStatusChangedEvent 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BatchJobStatusChangedEvent 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BatchJobStatusChangedEvent 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

용하지못할수있음)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에새개체포함

이제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개체를사용하여데이터처리엔진정의의상태및진행률을볼수있습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실행보기

새 BatchJob 개체를사용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부분보기

새 BatchJobPart 개체를사용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정의의일부에서처리되지않은레코드를봅니다.

새 BatchDataPartFailedRecord 개체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충성도관리개발자가이드: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환급관리개발자가이드: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개발자가이드: 워크플로서비스모니터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Manufacturing Cloud
새기능과고급기능으로판매협약을간편하게관리합니다. 새 Connect API 리소스를사용하여직접견적서와기회

를쉽게추적할수있는판매협약으로변환하고, 예측에서기회일정을고려하는옵션을통해계정예측을효과적

으로관리하거나변경된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기존판매협약을삭제합니다.

이섹션에서는:

특정제조용 Customer 360 가이드소개

마케팅, 옴니채널판매, 서비스를통합하는다중클라우드솔루션의능력을살펴보고연결된환경을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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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협약으로견적서및기회변환

이제계정관리자가새판매협약 Connect REST API를사용하여견적서나기회를직접판매협약으로변환할수있

습니다. Connect API를사용하여견적서나기회를판매협약으로자동변환하여정확성을확보하십시오.

계정예측에서기회일정고려

계정예측에서기회일정을사용하여기회수량및매출일정을기반으로정확하게예측값을계산합니다.

판매협약목록정리

계정관리자는 Manufacturing 판매협약권한집합에추가된새판매협약삭제권한을사용하여활성, 승인, 만료

또는취소된판매협약을제거하고변경된요구사항을충족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용자가초안상태인판

매협약만삭제할수있었습니다.

새 Manufacturing Cloud 메타데이터유형

새 Manufacturing Cloud 메타데이터유형으로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Connect REST API

Manufacturing Cloud REST API에는새로운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특정제조용 Customer 360 가이드소개

마케팅, 옴니채널판매, 서비스를통합하는다중클라우드솔루션의능력을살펴보고연결된환경을제공합니다.

이유: 이 Customer 360 가이드에서는이산형제조업체를위한 Salesforce 교차클라우드아키텍처를살펴봅니다. 이

Customer 360 가이드에포함된자산은제조비즈니스의미래를구축하고디지털변환을실현시키는변화를구현하

는데도움이됩니다. 가이드는고위경영진, LOB(line-of-business) 리더, 설계자, 개발자를위한자산을한곳에모아디

지털전환을촉진하고파트너를참여시키며, 5가지포괄적인솔루션키트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솔루션키트로클라우드간솔루션해결

Salesforce 솔루션키트를사용하면복잡한클라우드간사용사례에대한솔루션을구현할수있습니다. 각솔루

션키트는특정제품및구성에대한권장사항을포함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이산형제조용 Customer 360 가이드

Salesforce 솔루션키트로클라우드간솔루션해결

Salesforce 솔루션키트를사용하면복잡한클라우드간사용사례에대한솔루션을구현할수있습니다. 각솔루션키

트는특정제품및구성에대한권장사항을포함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온라인구매후매장픽업(BOPIS)

구매자가 Salesforce B2C Commerce 매장을통해현지매장에서픽업할제품을온라인으로구매할수있습니다.

제조순서변경간소화

Manufacturing Cloud에서협상판매협약개채를사용하여순서변경환경을향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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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dot 및 Journey Builder로 B2B와 B2C Marketing 수행

리드점수매기기, Salesforce 통합, 다중채널메시징, 여정, 트랜잭션메시지와같은기능을사용하여사업부전반

에서 B2B(구매고려) 및 B2C(트랜잭션구매) 마케팅이니셔티브를수행합니다.

제품및가격책정데이터동기화

CPQ 및 B2B Commerce의제품과가격책정데이터에신뢰할수있는단일소스를구축합니다.

견적서에카트연결

세일즈담당자가견적서를완료하고고객이주문을완료할수있도록 B2B Commerce 카트를 CPQ와통합합니다.

현금에카트연결

B2B Commerce와 CPQ 대금청구및주문정보를연결하여트랜잭션을동기화하고데이터플로를연결하거나클

라우드에서트랜잭션데이터를수집합니다.

온라인구매후매장픽업(BOPIS)

구매자가 Salesforce B2C Commerce 매장을통해현지매장에서픽업할제품을온라인으로구매할수있습니다.

방법: 전체솔루션키트를확인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에서온라인구매후매장픽업(BOPIS)을참조하십시오.

제조순서변경간소화

Manufacturing Cloud에서협상판매협약개채를사용하여순서변경환경을향상합니다.

방법: 전체솔루션키트를확인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에서제조순서변경간소화를참조하십시오.

Pardot 및 Journey Builder로 B2B와 B2C Marketing 수행

리드점수매기기, Salesforce 통합, 다중채널메시징, 여정, 트랜잭션메시지와같은기능을사용하여사업부전반에

서 B2B(구매고려) 및 B2C(트랜잭션구매) 마케팅이니셔티브를수행합니다.

방법: 전체솔루션키트를확인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에서 Pardot 및 Journey Builder로 B2B와 B2C Marketing 수행을참

조하십시오.

제품및가격책정데이터동기화

CPQ 및 B2B Commerce의제품과가격책정데이터에신뢰할수있는단일소스를구축합니다.

방법: 전체솔루션키트를확인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에서제품및가격책정데이터동기화를참조하십시오.

견적서에카트연결

세일즈담당자가견적서를완료하고고객이주문을완료할수있도록 B2B Commerce 카트를 CPQ와통합합니다.

방법: 전체솔루션키트를확인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에서견적서에카트연결을참조하십시오.

현금에카트연결

B2B Commerce와 CPQ 대금청구및주문정보를연결하여트랜잭션을동기화하고데이터플로를연결하거나클라우

드에서트랜잭션데이터를수집합니다.

방법: 전체솔루션키트를확인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에서현금에카트연결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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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협약으로견적서및기회변환

이제계정관리자가새판매협약 Connect REST API를사용하여견적서나기회를직접판매협약으로변환할수있습

니다. Connect API를사용하여견적서나기회를판매협약으로자동변환하여정확성을확보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Manufacturing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Manufacturing 판매협약권한집합이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ObjectHierarchyRelationship 설정에서사용할수있는새 ConvertToSalesAgreement 사용유형을사용하여

입력개체(견적서또는기회)를출력개체(판매협약)로매핑하고필드매핑을정의합니다. 그런다음, 판매협약

Connect API를사용하여입력개체인스턴스에서판매협약을만드십시오.

계정예측에서기회일정고려

계정예측에서기회일정을사용하여기회수량및매출일정을기반으로정확하게예측값을계산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Manufacturing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Manufacturing 계정예측권한집합이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Manufacturing을입력한다음, 계정예측을선택합니다. 계정예측계산설정세

션에서기회제품일정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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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협약목록정리

계정관리자는 Manufacturing 판매협약권한집합에추가된새판매협약삭제권한을사용하여활성, 승인, 만료또

는취소된판매협약을제거하고변경된요구사항을충족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용자가초안상태인판매협

약만삭제할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Manufacturing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Manufacturing 판매협약권한집합이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판매협약삭제는프로필에할당할수있는일반사용자권한입니다.

새 Manufacturing Cloud 메타데이터유형

새 Manufacturing Cloud 메타데이터유형으로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입력개체및출력개체간매핑을나타내며상위입력의하위개체및출력개체도매핑합니다.

새 ObjectHierarchyRelationship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Connect REST API
Manufacturing Cloud REST API에는새로운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Manufacturing Cloud

외부소스에서판매협약만들기

새판매협약입력요청본문을통해 /services/data/vXX.X/connect/manufacturing/sales-agreements

리소스에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환급관리

환급관리를통해수량, 매출, 성장기반환급프로그램을실행합니다. 투명하고상호이익이되는인센티브를통해

장기간채널관계를구축합니다. 환급프로그램을만들고환급유형, 자격규칙, 임계값등혜택구조를지정하거나

파트너와협력하여맥락에따른지급액을계산하고기간이끝나거나언제든지지급액정보를분석합니다. 환급지

급액은원하는세부사항을포함하여선택한케이던스에서처리됩니다. Manufacturing Experience Cloud 템플릿을사용

하여사이트를만들고파트너와공동작업하거나환급용 Einstein Analytics(정식출시)를통해실천가능한환급인사

이트를확보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환급프로그램을정의하여간단하게환급금계산

자동지급계산을통해수량, 매출, 성장기반환급프로그램을설정합니다. 할인및환급이적절히혼합하여제

공되는인센티브를최적화하는방식으로상호이익이되는관계를구축하거나계정을적격프로그램의구성원

으로등록하여 Salesforce 계정과환급프로그램을원활하게통합합니다.

253

환급관리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고급환급처리로새로운인사이트확보

단위별금액, 매출비율, 고정금액(일시불)을기반으로지급계산기준을정의합니다. 환급에임계값을포함한

제품기반자격및계정을추가하십시오. 우연한확장형백엔드프로세스를사용하여계산프로세스를사용자

정의하고, 트랜잭션이수신되면지급액을적립및계산합니다. 트랜잭션은주문, 인보이스, 청구또는기타환급

데이터소스의형태일수있습니다. 날짜및상태별로환급지급을추적하고감사를수행하거나지급을승인하

십시오. 정시에또는기간말에지급을계산하시기바랍니다.

세일즈및환급과관련된파트너공동작업향상

세일즈팀및파트너에최신인센티브프로그램누적및지급정보를제공합니다. Manufacturing Experience Cloud

사이트템플릿을사용하여파트너와공동작업을진행하고인텔리전트및권장제안프로그램과지급성과인

사이트를통해적절한파트너동작을독려하십시오. 파트너는지급메뉴를사용하여트랜잭션을업로드하고지

급을확인할수있습니다.

Rebate Analytics로환급프로그램분석및비즈니스강화

Rebate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하여프로그램을상세히조정하고비즈니스목표를달성하거나제품세일즈를

향상하는데도움이되는환급프로그램에대한실행가능한인사이트를확보합니다. 앱을구성하여사용자정

의인센티브프로그램에대한즉각적인분석에착수할수있습니다. 내장형대시보드를통해매일사용하는

Salesforce 페이지의주문, 판매협약제품, 환급프로그램의인센티브에대한즉각적인인사이트를확인할수있

습니다. 사전구성 Einstein Discovery 스토리를사용하여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식별하고향상하십시오.

환급프로그램을정의하여간단하게환급금계산

자동지급계산을통해수량, 매출, 성장기반환급프로그램을설정합니다. 할인및환급이적절히혼합하여제공되

는인센티브를최적화하는방식으로상호이익이되는관계를구축하거나계정을적격프로그램의구성원으로등

록하여 Salesforce 계정과환급프로그램을원활하게통합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환급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환급프로그램을생성하고프로그램에구성원을추가한다음, 지급기간및환급프로그램유형을생성합니

다.

프로그램레코드의관련목록에서환급프로그램과연결된모든세부사항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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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유형레코드의각환급유형에대한혜택을확인합니다.

고급환급처리로새로운인사이트확보

단위별금액, 매출비율, 고정금액(일시불)을기반으로지급계산기준을정의합니다. 환급에임계값을포함한제품

기반자격및계정을추가하십시오. 우연한확장형백엔드프로세스를사용하여계산프로세스를사용자정의하고,

트랜잭션이수신되면지급액을적립및계산합니다. 트랜잭션은주문, 인보이스, 청구또는기타환급데이터소스

의형태일수있습니다. 날짜및상태별로환급지급을추적하고감사를수행하거나지급을승인하십시오. 정시에

또는기간말에지급을계산하시기바랍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환급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환급프로그램구성원레코드의지급탭에서지급세부사항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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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및환급과관련된파트너공동작업향상

세일즈팀및파트너에최신인센티브프로그램누적및지급정보를제공합니다. Manufacturing Experience Cloud 사이

트템플릿을사용하여파트너와공동작업을진행하고인텔리전트및권장제안프로그램과지급성과인사이트를

통해적절한파트너동작을독려하십시오. 파트너는지급메뉴를사용하여트랜잭션을업로드하고지급을확인할

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환급관리가활성화된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Manufacturing 파트너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서환급개체를사용합니다.

파트너는환급트랜잭션을업로드하고승인된지급을볼수있습니다.

Rebate Analytics로환급프로그램분석및비즈니스강화

Rebate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하여프로그램을상세히조정하고비즈니스목표를달성하거나제품세일즈를향

상하는데도움이되는환급프로그램에대한실행가능한인사이트를확보합니다. 앱을구성하여사용자정의인

센티브프로그램에대한즉각적인분석에착수할수있습니다. 내장형대시보드를통해매일사용하는 Salesforce 페

이지의주문, 판매협약제품, 환급프로그램의인센티브에대한즉각적인인사이트를확인할수있습니다. 사전구

성 Einstein Discovery 스토리를사용하여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식별하고향상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Tableau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 및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대상: Rebate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하려면 Manufacturing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앱을선택한다음, Manufacturing용 Analytics를선택하고마

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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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loud
Health Cloud는환자및제공자데이터를관리하는더나은방법을제시합니다. 제공자레코드를더욱간편하게만들

수있으며, 전자의료기록에대한새로운 FHIR 지정데이터모델을구축했습니다. 인텔리전트문서관리는더욱유

연하고사용법이간편하며, 인텔리전트세일즈는캘린더를추가하여사용자가수술방문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

록돕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제공자 API 만들기

고객이네트워크의모든제공자를쉽게관리할수있도록제공자데이터채우기를지원하는편리한비즈니스

API를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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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

Health Cloud는모든 EHR(전자의료기록) 요구사항을충족하는새로운데이터모델을제공합니다. 이새로운표

준개체집합은 Health Cloud 관리패키지의일부였던 EHR 데이터모델의후속작이며,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R4 표준에따라구축되었습니다.

인텔리전트문서자동화

인텔리전트문서자동화에몇가지기능이추가되어손쉽게구성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수신문서를케어요

청및사용자정의개체에매핑할수있으며사용자는이미처리된문서를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Amazon Textract가포함된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는문서가수기된경우에도적절한문서에서빠르게적절한데

이터를도출합니다. 단일장소에서모든필수문서를관리하고문서내용을기반으로팔로우업작업을정의할

수있습니다.

Intelligent Sales(인텔리전트세일즈)

Intelligent Sales(인텔리전트세일즈)는사용자가 Salesforce 캘린더를통해방문을쉽게추적할수있도록만들어줍

니다.

Healthcare용 Analytics 앱의계정유형에서선택

이제 Healthcare용 Analytics 앱을생성할때개인또는개별계정레코드유형간선택할수있습니다. 이번업데이

트를통해앱은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중인계정레코드유형을정확하게반영할수있습니다.

Health Cloud의신규및변경된개체

신규및변경된 Health Cloud 개체를통해더많은데이터에액세스

제공자 API 만들기

고객이네트워크의모든제공자를쉽게관리할수있도록제공자데이터채우기를지원하는편리한비즈니스 API를

추가했습니다.

이유: 제공자레코드및관련레코드를만드는것과관련된단계가단일 API 호출로줄어듭니다.

방법: 새로운비즈니스 API를사용하면운영시간, 전문과등과같은관련엔티티와함께제공자를프로그래밍방식

으로등록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http://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health_cloud_object_reference.meta/health_cloud_object_reference/hc_create_provider_api.htm

상호운용성

Health Cloud는모든 EHR(전자의료기록) 요구사항을충족하는새로운데이터모델을제공합니다. 이새로운표준개

체집합은 Health Cloud 관리패키지의일부였던 EHR 데이터모델의후속작이며,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R4 표준에따라구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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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더나은상호운용성을위한 FHIR R4 지원

이제새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을통해 Health Cloud에서상호운영성이개선되었습니다. 이새데이터모델은

전적으로코어기반으로구축되었으며모든 EHR(전자의료기록) 요구사항에맞는몇가지기존 Health Cloud 개

체에대한 26개의새로운표준개체및업데이트를제공합니다.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보고서실행

보고서를작성하여새로운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의료기록을포괄적으로볼수있습니다.

더나은상호운용성을위한 FHIR R4 지원

이제새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을통해 Health Cloud에서상호운영성이개선되었습니다. 이새데이터모델은전적

으로코어기반으로구축되었으며모든 EHR(전자의료기록) 요구사항에맞는몇가지기존 Health Cloud 개체에대한

26개의새로운표준개체및업데이트를제공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데이터모델을사용하려면 Salesforce 조직이 Health Cloud 라이센스로프로비저닝되어야합니다.

이유: 새데이터모델은 HL7의 FHIR R4에정의된산업표준에따라구축되었으며외부 EHR 시스템과의상호운용성을

향상합니다. 이데이터모델의새로운개체는 Health Cloud 관리패키지의기존 EHR 데이터모델에포함된해당사용

자정의개체의후속작입니다.

방법: 새데이터모델을사용하려면설정에서 FHIR R4 지원설정으로이동하여 FHIR 지정데이터모델조직기본설

정을활성화합니다.

주:

• Summer '22 릴리스부터신규고객은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해당표준개체가있는패키지형 EHR 개체

에레코드를만들수없습니다.

• 향후 Health Cloud의모든개발은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이루어집니다. EHR 데이터모델의패키지형

개체는향후개발에사용되지않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health_cloud_object_reference.meta/health_cloud_object_reference/hc_clinical_data_model.htm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health_cloud_object_reference.meta/health_cloud_object_reference/map_fhir_overview.htm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health_cloud_object_reference.meta/health_cloud_object_reference/map_hl7_overview.htm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보고서실행

보고서를작성하여새로운 FHIR R4 지정데이터모델에서의료기록을포괄적으로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데이터모델을사용하려면 Salesforce 조직이 Health Cloud 라이센스로프로비저닝되어야합니다.

시기: 이변경사항은 Summer ’21 릴리스로계획되어있었으나 2021년 3월첫째주부터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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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문서자동화

인텔리전트문서자동화에몇가지기능이추가되어손쉽게구성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수신문서를케어요청

및사용자정의개체에매핑할수있으며사용자는이미처리된문서를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을사용하려면 Salesforce에서 Health Cloud 라이센스가프로비저닝되어야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작업계획자동생성

콜센터에이전트가문서를변환할경우이제에이전트가선택할수있는사전빌드된문서점검목록항목집합

을제공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에이전트는직접찾거나새항목을생성하지않아도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http://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admin_document_automation.htm

작업계획자동생성

콜센터에이전트가문서를변환할경우이제에이전트가선택할수있는사전빌드된문서점검목록항목집합을

제공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에이전트는직접찾거나새항목을생성하지않아도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을사용하려면 Salesforce에서 Health Cloud 라이센스가프로비저닝되어야합니다.

방법: 문서유형을기반으로작업계획템플릿을만들고문서점검목록항목을선택합니다.

이유: 작업계획은문서점검목록항목용컨테이너입니다. 사용자가문서를받으면문서점검목록항목목록에서

선택하여첨부할수있습니다. 다음에유사한문서가수신되면 Salesforce에서자동으로같은문서점검목록항목집

합을생성합니다.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Amazon Textract가포함된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는문서가수기된경우에도적절한문서에서빠르게적절한데이

터를도출합니다. 단일장소에서모든필수문서를관리하고문서내용을기반으로팔로우업작업을정의할수있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을사용하려면 Health Cloud 라이센스와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추가기능라이센스를보유해야합니

다. 사용자에게는 Health Cloud 및 Health Cloud 플랫폼권한집합라이센스가필요합니다.

이유:사례관리자가서비스에환자를가입시키거나가정의료서비스에환자를포함하는경우타사시스템을통해

필수문서및팩스를라우팅하면정보가분산될수있으며, 수동으로진행되는모든단계로인해실수나지연이발

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면팩스로보내거나업로드된문서의데이터를 Health

Cloud로직접가져오므로사용자가수동으로문서를관리할필요가줄어듭니다.

방법: 관리자는수신문서유형을 Health Cloud 데이터개체에매핑합니다. 사용자가양식을 PDF, PNG 또는 JPEG 파일

로업로드하면 Health Cloud가자동으로각문서의레코드를만듭니다. Amazon Textract가이미지의데이터를레코드

로가져오면 Health Cloud가데이터를관리자가매핑한 Salesforce 개체에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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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는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텍스트로인쇄된문서에서

작동합니다. 수기문서의경우영어만지원됩니다.

이섹션에서는:

수신문서에서명확하지않은필드값확인

실생활에서양식이지저분해질수있습니다. 문서의필드가다중값에매핑되거나다중필드가같은값에매핑

되는경우사용자는필드를매핑할올바른값을선택하여실시간확인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http://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form_reader.htm

수신문서에서명확하지않은필드값확인

실생활에서양식이지저분해질수있습니다. 문서의필드가다중값에매핑되거나다중필드가같은값에매핑되는

경우사용자는필드를매핑할올바른값을선택하여실시간확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을사용하려면 Health Cloud 라이센스와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추가기능라이센스를보유해야합니

다.

방법:

• 이름필드가 Lead.FirstName으로매핑되었지만 Lead.FirstName이이미작성되어있는경우사용자는기존이름(성

없이) 값을유지할지아니면교체할지여부를선택할수있습니다.

• 이양식은각각환자, 제공자, 서비스위치와관련된세가지전화필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콜센터에이

전트는레코드에포함할각각의필드및값을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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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Sales(인텔리전트세일즈)
Intelligent Sales(인텔리전트세일즈)는사용자가 Salesforce 캘린더를통해방문을쉽게추적할수있도록만들어줍니

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캘린더에서방문추적

이제방문이기본방문자의 Salesforce 캘린더에이벤트로표시됩니다. 이번변경사항은방문을효과적으로모니

터링하고모든방문을면밀히파악하는데도움이됩니다.

Salesforce 캘린더에서방문추적

이제방문이기본방문자의 Salesforce 캘린더에이벤트로표시됩니다. 이번변경사항은방문을효과적으로모니터

링하고모든방문을면밀히파악하는데도움이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Health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및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대상: Health Cloud용 Intelligent Sales(인텔리전트세일즈)를사용하려면 Salesforce 조직및사용자의 Health Cloud 및 Health

Cloud 추가기능라이센스가프로비저닝되어야합니다.

방법: 캘린더에서방문을보려면설정에서방문캘린더설정으로이동하여 Salesforce 캘린더에방문추가를활성화

합니다.

주: 이설정이후에예약된방문만캘린더에자동추가됩니다.

Healthcare용 Analytics 앱의계정유형에서선택

이제 Healthcare용 Analytics 앱을생성할때개인또는개별계정레코드유형간선택할수있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

통해앱은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중인계정레코드유형을정확하게반영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상: 헬스케어용 Analytics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Healthcare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앱을선택합니다. 헬스케어용 Analytics를찾고선택합니다.

이제마법사에서개별을나타내는계정레코드유형을선택할수있습니다.

기존앱이있는경우업그레이드를통해새기능을확인할수있습니다. 앱을업그레이드하려면 Tableau CRM 홈페이

지에서새버전사용가능을클릭한다음, 마법사의지침을따르십시오. 앱을업그레이드하면사용자정의가제거

됩니다.

Health Cloud의신규및변경된개체

신규및변경된 Health Cloud 개체를통해더많은데이터에액세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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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IR R4 지정데이터모델

지원되는비즈니스레코드에대한식별자지정

새 Identifier 개체를사용합니다.

개인이사용하는언어에대한자세한정보저장

새 PersonLanguage 개체를사용합니다.

관찰, 면역조치또는절차에대한케어수행자지정

새 CarePerformer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의학적반응에대한정보저장

새 PatientHealthReac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면역조치에대한정보저장

새 PatientImmuniza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의료절차에대한정보저장

새 PatientMedicalProcedure 개체를사용합니다.

PatientMedicalProcedure 레코드에더많은세부사항추가

새 PatientMedicalProcedureDetail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처방약에대한용량정보저장

새 PatientMedicationDosage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건강상태에대한정보저장

새 HealthCond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알레르기및과민증에대한정보저장

새 AllergyIntolerance 개체를사용합니다.

약물에대한정보저장

새 Medica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가복용하고있거나과거에복용한이력이있는약물에대한정보저장

새 MedicationStatement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가주문하거나환자에게처방된약물에대한정보저장

새 MedicationRequest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케어관찰에대한정보저장

업데이트된 CareObserva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CareObservation 레코드에관찰구성요소추가

새 CareObservationComponent 개체를사용합니다.

임상적경고또는알림에대한정보저장

새 ClinicalAlert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건강엔카운터에대한정보저장

새 ClinicalEncounter 개체를사용합니다.

ClinicalEncounter 레코드에진단정보추가

새 ClinicalEncounterDiagnosis 개체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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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Encounter 레코드에엔카운터의시설에대한정보추가

새 ClinicalEncounterFacility 개체를사용합니다.

ClinicalEncounter 레코드에식별자추가

새 ClinicalEncounterIdentifier 개체를사용합니다.

ClinicalEncounter 레코드에엔카운터와관련된제공자에대한정보추가

새 ClinicalEncounterProvider 개체를사용합니다.

ClinicalEncounter 레코드에엔카운터이유에대한정보추가

새 ClinicalEncounterReason 개체를사용합니다.

ClinicalEncounter 레코드에 ClinicalServiceRequest 레코드연결

새 ClinicalEncounterSvcRequest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서비스요청에대한정보저장

새 ClinicalServiceRequest 개체를사용합니다.

ClinicalServiceRequest 레코드에더많은세부사항추가

새 ClinicalServiceRequestDetail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진단보고서에대한정보저장

새 DiagnosticSummary 개체를사용합니다.

헬스케어시설에대한정보저장

새 HealthcareFacility 개체를사용합니다.

환자의계정이활성상태인지여부표시

Account 개체의새 IsActive 필드를사용합니다.

환자의계정이활성상태였던기간표시

Account 개체의새 EffectiveDate 및 EndDate 필드를사용합니다.

환자의결혼상태지정

Contact 개체의새 MaritalStatus 필드를사용합니다.

환자성별지정

Contact 개체의새 Gender 필드를사용합니다.

환자의생년월일지정

Contact 개체의새 DeceasedDate 필드를사용합니다.

다자녀출생에속하는환자인경우환자의출생순서

Contact 개체의새 MultipleBirthSequence 필드를사용합니다.

Financial Services Cloud
신규지점관리기능을사용하여지점성과및생산성을추적합니다. 이동중에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사

건을포착하고증권구성요소의표시옵션을정밀하게제어하십시오. 호환데이터공유참가자및구성가능한관

련목록설정을포함하는 ARC(Actionable Relationship Center)에서한눈에자세한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참가자그

룹및비소유자참가자공유를통해호환데이터공유를향상하거나고객이나파트너상호작용에대한메모를체

계적으로작성하고상호작용요약기능을사용하여규정에따라이해당사자와공유하십시오. 인텔리전트양식판

독기를사용하여업로드된파일에서데이터를인식하고복사하여문서중심프로세스의속도를높이거나향상된

코드및고성능 RBL 프레임워크를통해레코드롤업및 RBL(Rollup-By-Lookup) 계산을최적화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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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지점관리

지점관리를사용하여지점성과및생산성을추적합니다. 은행원과관리자는지점관리콘솔앱, 데이터모델,

지회설정엔진(베타) 기능을사용하여 Financial Services Cloud에서지점, 직원, 고객분야의작업결과를추적할수

있습니다. 지점관리는기존 Financial Services Cloud 기능과원활하게작동하며조직이지점수준에서관계마케팅

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Insurance for Financial Services Cloud

증권구성요소의새로운옵션을통해구성요소에나타날정보를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습니다. 이제라이프

이벤트또는비즈니스중대사건구성요소를모바일장치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에이전트는이동

중에도라이프이벤트나비즈니스중대사건을수집할수있습니다.

ARC(Actionable Relationship Center)

ARC에서활성화된축소레이아웃으로호환데이터공유레코드참가자및관련목록을확인합니다.

상호작용요약

고객이나파트너상호작용에대한메모를체계적으로작성하고상호작용요약기능을사용하여규정에따라

이해당사자와공유하십시오.

호환데이터공유

참가자그룹을만들고레코드를공유합니다. 이제비소유자참가자는레코드를공유할수있으며, 호환데이터

공유에대한상호작용요약이활성화됩니다.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사용자는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여스캔한업로드파일에서필드데이터를복사할수있습니다. 먼

저공동문서유형에대한매핑템플릿을설정한다음,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여업로드된파일에서

중요데이터를인식하고복사하여문서중심비즈니스프로세스의속도를높입니다.

Financial Services Cloud 롤업

레코드롤업및레코드롤업트리거에최적화된코드를사용합니다. 고성능 RBL 프레임워크로신속하게

RBL(Rollup-By-Lookup)을수행하십시오.

기타 Financial Services Cloud 변경사항

기타 Financial Services Cloud 고급기능으로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신규및변경된 Financial Services Cloud 개체필드

신규및업데이트된 Financial Services Cloud 개체로더많은작업을수행하십시오.

지점관리

지점관리를사용하여지점성과및생산성을추적합니다. 은행원과관리자는지점관리콘솔앱, 데이터모델, 지회

설정엔진(베타) 기능을사용하여 Financial Services Cloud에서지점, 직원, 고객분야의작업결과를추적할수있습니

다. 지점관리는기존 Financial Services Cloud 기능과원활하게작동하며조직이지점수준에서관계마케팅을준비할

수있도록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지점계층을설정하고필요에따라서비스영역및계정계층과동기화합니다. 지점과관련레코드를 Lightning

Scheduler 및 Field Service Lightning을구동하는핵심 Service Cloud 개체(서비스영역, 서비스영역구성원, 서비스리소스)

에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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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및리드에대한자동지회설정을활성화하려면 Salesforce 응용프로그램에지점선택기구성요소를추가하십

시오.

이섹션에서는:

지점데이터모델로지점계층및구성원수집

지점관리데이터모델을사용하여지점, 비즈니스구성원, 은행원개체로지점계층및직원할당을정의할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구성원개체인터페이스를구현하는사용자정의개체를만들어지점구성원유형을생성

하십시오. 지점고객및지점관련레코드개체를사용하여고객및다른레코드를특정지점에지정하고, 지점

데이터를서비스영역및서비스리소스에연결하여 Service Cloud 레코드와정렬합니다.

지점관리콘솔에서지점및구성원정의

지점관리콘솔은관리자가지점및지점구성원에대한지점계층과레코드데이터를정의할수있는원스톱상

점입니다. 앱에는지점, 은행원, 지점비즈니스구성원할당을나열하거나편집할수있는탭이포함되어있습니

다. 관리자는지점관리자및다른사용자에게앱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으며, 액세스권한이있는

사용자는지점정보를관리할수있습니다.

지점선택기로지점컨텍스트설정

지점선택기는사용자가작업할지점을선택할수있는유틸리티막대도구입니다. 사용자가현재지점을선택

한후에는해당사용자가생성한계정이나리드레코드가해당지점으로자동연결됩니다. 사용자의현재지점

은다른지점을선택할때까지활성상태를유지합니다. Wealth Management 또는 Retail Banking 등 Financial Services

Cloud 앱에지점선택기구성요소를추가할수있습니다.

자동지회설정(베타)으로계정및리드생성추적

은행원이각지점에생성한계정및리드를자동추적하여지점성과와생산성에대한인사이트를확보합니다.

계정, 리드, 지점구성원에대한지점별보고서를생성하여지점성과를모니터링하십시오.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에서지점운영향상

운영효율을높이기위해다양한지점에서근무하는직원의성과를자세히파악해야하거나여러지점의기술

분포도를확인하려는경우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에서지점관리대시보드를사용하여각기다른지점에서

직원활동을포괄적으로살펴볼수있습니다. 예를들어다양한지점에서근무하는직원의고객, 잔액총액, 리드

변환, 수주마감관련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지점데이터모델로지점계층및구성원수집

지점관리데이터모델을사용하여지점, 비즈니스구성원, 은행원개체로지점계층및직원할당을정의할수있습

니다. 비즈니스구성원개체인터페이스를구현하는사용자정의개체를만들어지점구성원유형을생성하십시오.

지점고객및지점관련레코드개체를사용하여고객및다른레코드를특정지점에지정하고, 지점데이터를서비

스영역및서비스리소스에연결하여 Service Cloud 레코드와정렬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지점관리데이터모델을사용하면지점구조, 직원및파트너할당을정의하여지점별활동과성과를추적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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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관리콘솔에서지점및구성원정의

지점관리콘솔은관리자가지점및지점구성원에대한지점계층과레코드데이터를정의할수있는원스톱상점

입니다. 앱에는지점, 은행원, 지점비즈니스구성원할당을나열하거나편집할수있는탭이포함되어있습니다. 관

리자는지점관리자및다른사용자에게앱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으며, 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는

지점정보를관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앱시작관리자에서지점관리콘솔앱을찾아서엽니다.

지점관리탐색메뉴를열어지점, 은행원, 사업부구성원, 지점고객관련작업에대한옵션을확인하십시오.

지점선택기로지점컨텍스트설정

지점선택기는사용자가작업할지점을선택할수있는유틸리티막대도구입니다. 사용자가현재지점을선택한

후에는해당사용자가생성한계정이나리드레코드가해당지점으로자동연결됩니다. 사용자의현재지점은다른

지점을선택할때까지활성상태를유지합니다. Wealth Management 또는 Retail Banking 등 Financial Services Cloud 앱에지

점선택기구성요소를추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앱에지점선택기구성요소를추가하여지점관리자및구성원이현재작업중인지점을지정할수있도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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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회설정(베타)으로계정및리드생성추적

은행원이각지점에생성한계정및리드를자동추적하여지점성과와생산성에대한인사이트를확보합니다. 계

정, 리드, 지점구성원에대한지점별보고서를생성하여지점성과를모니터링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지점에새계정및리드를자동할당합니다. 현재지점이활성상태인활성은행원이계정이나리드레코드를

생성또는편집하면자동할당이이루어집니다.

새로운리드를원래지점으로다시추적하여지점생산성에대한인사이트를확보하십시오.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에서지점운영향상

운영효율을높이기위해다양한지점에서근무하는직원의성과를자세히파악해야하거나여러지점의기술분포

도를확인하려는경우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에서지점관리대시보드를사용하여각기다른지점에서직원활

동을포괄적으로살펴볼수있습니다. 예를들어다양한지점에서근무하는직원의고객, 잔액총액, 리드변환, 수주

마감관련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상: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은 Salesforce Financial Services Cloud 사용자에게만적용됩니다. Retail Banking용 Analytics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FSC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도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앱을선택합니다. Retail Banking용 Analytics를찾아서선택

한다음, 마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만드십시오. 새대시보드는템플릿에포함됩니다.

기존앱이있는경우업그레이드를통해새기능을확인할수있습니다. 앱을업그레이드하려면 Tableau CRM 홈페이

지에서새버전사용가능을클릭한다음, 마법사의지침을따르십시오. 앱을업그레이드하면사용자정의가제거

됩니다.

269

Financial Services Cloud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Insurance for Financial Services Cloud
증권구성요소의새로운옵션을통해구성요소에나타날정보를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습니다. 이제라이프이

벤트또는비즈니스중대사건구성요소를모바일장치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에이전트는이동중에

도라이프이벤트나비즈니스중대사건을수집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이동하면서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사건포착

이제라이프이벤트또는비즈니스중대사건구성요소를모바일장치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현재위치와

상관없이모바일장치에서몇번의클릭만으로이벤트나중대사건을포착할수있습니다. 확인하려는이벤트

또는중대사건을누르면이벤트또는중대사건에대한세부정보가나타납니다.

핵심청구및증권개체에대한 PK 청크지원추가

청구, ClaimParticipant, CustomerProperty, InsurancePolicy, InsurancePolicyAsset, InsurancePolicyParticipant 개체에대한기본

키(PK) 청크지원이추가되었습니다. PK 청크를사용하면해당개체에대한대량쿼리를수행할때성과와신뢰도

를높일수있습니다.

증권구성요소고급기능

증권구성요소에대한증권유형순서설정옵션을사용하여가장인기있거나자주사용되는증권유형을목록

상단에배치합니다. 증권구성요소에표시할정보를반영한사용자정의제목을부여하십시오.

보험용 Analytics

보험용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하여가구를분석하고교차판매기회를파악합니다. 향상된구성마법사를통

해보험용 Analytics 앱데이터를쉽게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Insurance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으로

예측인사이트를신속하게파악합니다.

이동하면서라이프이벤트및비즈니스중대사건포착

이제라이프이벤트또는비즈니스중대사건구성요소를모바일장치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현재위치와상

관없이모바일장치에서몇번의클릭만으로이벤트나중대사건을포착할수있습니다. 확인하려는이벤트또는

중대사건을누르면이벤트또는중대사건에대한세부정보가나타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 FSC 보험권한집합이있어야만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모바일장치의계정또는개인계정페이지레이아웃에라이프이벤트또는비즈니스중대사건을추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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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구및증권개체에대한 PK 청크지원추가

청구, ClaimParticipant, CustomerProperty, InsurancePolicy, InsurancePolicyAsset, InsurancePolicyParticipant 개체에대한기본키

(PK) 청크지원이추가되었습니다. PK 청크를사용하면해당개체에대한대량쿼리를수행할때성과와신뢰도를높

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 FSC 보험권한집합이있어야만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증권구성요소고급기능

증권구성요소에대한증권유형순서설정옵션을사용하여가장인기있거나자주사용되는증권유형을목록상

단에배치합니다. 증권구성요소에표시할정보를반영한사용자정의제목을부여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원하는순서대로증권유형나열

이제증권구성요소에서증권유형표시순서를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가장인기있거나자주

사용되는증권유형을목록상단에배치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증권유형은알파벳순서로표시됩니다.

증권구성요소에대한사용자정의제목작성

이제증권구성요소의기본제목을표시할정보에가장적절한사용자정의제목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증권구성요소의기타변경사항

증권구성요소에대한경험을향상하는작지만중요한기타변경사항에대해자세히살펴보십시오.

원하는순서대로증권유형나열

이제증권구성요소에서증권유형표시순서를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가장인기있거나자주사용

되는증권유형을목록상단에배치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증권유형은알파벳순서로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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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 FSC 보험권한집합이있어야만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계정페이지를편집하고증권구성요소를선택합니다. 속성창에서증권유형순서설정아래에있는선택을

클릭합니다. 증권유형을선택목록으로움직이고목록의위아래로끌어다놓아순서를바꾸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Financial Services Cloud 관리자가이드: 증권유형순서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증권구성요소에대한사용자정의제목작성

이제증권구성요소의기본제목을표시할정보에가장적절한사용자정의제목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 FSC 보험권한집합이있어야만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레코드페이지를편집하고증권구성요소를선택합니다. 속성창의제목필드에서구성요소의제목을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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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Financial Services Cloud 관리자가이드: 증권구성요소에대한사용자정의제목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

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증권구성요소의기타변경사항

증권구성요소에대한경험을향상하는작지만중요한기타변경사항에대해자세히살펴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증권구성요소를사용자친화적으로만들기위해커다란차이를이끌어낼수있는몇가지작은변화를적용

했습니다.

증권구성요소에더이상정적레이블없음

이제증권구성요소는증권레코드에서보험가입자이름필드레이블을사용하여해당계정이나가구가증권

소유자라는사실을명시합니다. 기존에는정적레이블인소유자가사용되었습니다.

청구의새로운아이콘

기존청구아이콘이청구사실을명확히표시하는새로운아이콘으로교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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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증권유형아래에서더많은증권보기

이제증권구성요소에서각증권유형아래에보험증권 10개가표시됩니다. 기존에는 5개만나타났습니다.

가장관련성이높은세부사항표시

구성요소에서증권번호필드가제거되어선택한필드를 1개더추가할수있습니다. 관련페이지레이아웃에서

보험증권관련목록을편집하여원하는필드를추가하십시오.

보험용 Analytics

보험용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하여가구를분석하고교차판매기회를파악합니다. 향상된구성마법사를통해

보험용 Analytics 앱데이터를쉽게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Insurance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으로예측

인사이트를신속하게파악합니다.

이섹션에서는:

가구분석및교차판매기회파악

가구대시보드를통해에이전트는효과적으로비즈니스장부를관리하고가치있는가구를식별하거나매출을

향상하는기회를파악할수있습니다.

리드내역을포함하거나포함하지않고앱만들기

더욱유연하게마법사를사용하여앱을생성하십시오. 대시보드에리드내역데이터를포함하거나제외할수

있습니다.

신속한예측설정

고급구성마법사를사용하여 Insurance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에대한예측을신속하게설정합니다. 클릭

한번으로데이터집합을구축하고스토리를실행하거나모델을배포하고대시보드를작성할수있습니다.

가구분석및교차판매기회파악

가구대시보드를통해에이전트는효과적으로비즈니스장부를관리하고가치있는가구를식별하거나매출을향

상하는기회를파악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Insurance용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보험용 Analytics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FSC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그리고보험용 Analytics를선택하고

마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생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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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내역을포함하거나포함하지않고앱만들기

더욱유연하게마법사를사용하여앱을생성하십시오. 대시보드에리드내역데이터를포함하거나제외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Insurance용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보험용 Analytics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FSC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방법: 구성마법사를사용하여앱에리드내역데이터를포함하거나제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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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예측설정

고급구성마법사를사용하여 Insurance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앱에대한예측을신속하게설정합니다. 클릭한

번으로데이터집합을구축하고스토리를실행하거나모델을배포하고대시보드를작성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Insurance용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Insurance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FSC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가있어야

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그런다음, Insurance Analytics용 Einstein

Discovery를선택하고마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생성하십시오.

ARC(Actionable Relationship Center)
ARC에서활성화된축소레이아웃으로호환데이터공유레코드참가자및관련목록을확인합니다.

이섹션에서는:

ARC에서레코드참가자보기

이제 ARC의세부사항패널에선택된레코드에액세스할수있는참가자목록및참가자그룹이표시됩니다.

ARC의관련목록변경사항

ARC에서활성화된축소레이아웃으로관련목록을최대 10개까지표시합니다. 이제관련목록은 Financial Services

Cloud 접속개체다음에기본적으로축소된상태로표시됩니다.

ARC에서레코드참가자보기

이제 ARC의세부사항패널에선택된레코드에액세스할수있는참가자목록및참가자그룹이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ARC 세부사항패널에서참가자탭을선택합니다.

주: 선택된레코드유형에대한호환데이터공유가활성화되어야만레코드참가자를볼수있습니다.

ARC의관련목록변경사항

ARC에서활성화된축소레이아웃으로관련목록을최대 10개까지표시합니다. 이제관련목록은 Financial Services Cloud

접속개체다음에기본적으로축소된상태로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Lightning 앱빌더에서루트개체에대한기본페이지레이아웃을편집하거나관련목록컨테이너에서관련목

록을제거합니다.

주:  ARC는축소레이아웃이활성화된관련목록만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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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요약

고객이나파트너상호작용에대한메모를체계적으로작성하고상호작용요약기능을사용하여규정에따라이해

당사자와공유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상호작용요약으로회의노트수집및공유

은행원및재무담당자가상호작용요약데이터모델을사용하여고객관계를구축하고견고하게만들수있도

록돕습니다. 모든측면에서고객및파트너상호작용을관리하고체계적인노트작성및규정을준수하는역할

기반데이터공유옵션을최대한활용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또는계정페이지에상호작용요약 Lightning 구

성요소를추가할때상호작용과연결된상호작용요약을생성할수있습니다. 또한상호작용요약또는상호

작용페이지에상호작용참석자 Lightning 구성요소를추가하는방식으로참석자를쉽게보고추가할수있습니

다.

상호작용요약으로회의노트수집및공유

은행원및재무담당자가상호작용요약데이터모델을사용하여고객관계를구축하고견고하게만들수있도록

돕습니다. 모든측면에서고객및파트너상호작용을관리하고체계적인노트작성및규정을준수하는역할기반

데이터공유옵션을최대한활용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또는계정페이지에상호작용요약 Lightning 구성요소를

추가할때상호작용과연결된상호작용요약을생성할수있습니다. 또한상호작용요약또는상호작용페이지에

상호작용참석자 Lightning 구성요소를추가하는방식으로참석자를쉽게보고추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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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상호작용요약을생성할때은행원및재무담당자는자세한회의노트를작성하고노트의기밀수준을지정

하거나작업항목또는다음단계를추가할수있습니다. 기밀정보를포함한노트를관련이해당사자와만공유하

여규정을준수할수있습니다. 다음회의전에빠르게상호작용요약을검색하거나필터링하여지난상호작용요

약을찾아서검색하고철저하게회의준비를할수도있습니다. 계정페이지에서상호작용요약구성요소에해당

계정에대한모든상호작용요약이표시됩니다. 홈페이지에는은행원이모든계정에액세스할수있는상호작용

요약이표시됩니다.

방법: 조직에서상호작용요약을활성화하려면설정의상호작용요약페이지에서상호작용요약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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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규정에따른상호작용요약공유

Financial Services Cloud 관리자가이드: 상호작용요약수집및공유(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호환데이터공유

참가자그룹을만들고레코드를공유합니다. 이제비소유자참가자는레코드를공유할수있으며, 호환데이터공

유에대한상호작용요약이활성화됩니다.

이섹션에서는:

참가자그룹과레코드공유

참가자그룹은호환데이터공유에서사용되는그룹이며, 레코드상호작용에서같은역할을담당하는사용자

를포함합니다. 참가자와마찬가지로참가자그룹을만들고레코드를공유하십시오.

비소유자의레코드공유허용

이제레코드에대한편집액세스권한이있는참가자가호환데이터공유를통해다른참가자와레코드를공유

할수있습니다.

규정에따른상호작용요약공유

상호작용요약은사용자가고객커뮤니케이션을수집및관리하고고객관계를구축할수있는또다른방법입

니다. 호환데이터공유를통해사용자는 MNPI(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등기밀정보를포함하는상호작용

요약을관련이해당사자와만공유하여규정을준수할수있습니다.

참가자그룹과레코드공유

참가자그룹은호환데이터공유에서사용되는그룹이며, 레코드상호작용에서같은역할을담당하는사용자를포

함합니다. 참가자와마찬가지로참가자그룹을만들고레코드를공유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각팀구성원에대한개별참가자레코드를만들지않아도보장팀또는지원팀과같은사용자그룹과레코드

를공유할수있습니다. 그룹의각사용자대신레코드에참가자그룹을할당하여공유테이블작동을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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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향상하십시오. 참가자그룹구성원은개별사용자나참가자그룹또는두가지형태의혼합버전일수있습

니다.

주: 레코드는참가자를최대 20명까지보유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호환데이터공유아래에있는참가자그룹을선택합니다. 참가자그룹이생성된후참가자와마찬

가지로레코드를공유합니다.

비소유자의레코드공유허용

이제레코드에대한편집액세스권한이있는참가자가호환데이터공유를통해다른참가자와레코드를공유할

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레코드에대한편집액세스권한이있는비소유자참가자가다른관련팀구성원과공유할수있습니다.

규정에따른상호작용요약공유

상호작용요약은사용자가고객커뮤니케이션을수집및관리하고고객관계를구축할수있는또다른방법입니

다. 호환데이터공유를통해사용자는 MNPI(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등기밀정보를포함하는상호작용요약을

관련이해당사자와만공유하여규정을준수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상호작용요약으로회의노트수집및공유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사용자는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여스캔한업로드파일에서필드데이터를복사할수있습니다. 먼저공

동문서유형에대한매핑템플릿을설정한다음,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여업로드된파일에서중요데

이터를인식하고복사하여문서중심비즈니스프로세스의속도를높입니다.

이섹션에서는:

매핑을사용한금융데이터수집자동화

고객금융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에서레코드관리를간소화하고수작업으로인한노력과오류를줄이십시오.

OCR 매핑은 W2 양식, 세금환급또는기타금융문서등고객이제출한정보에서자동으로데이터를수집합니다.

그러면레코드를업데이트또는생성하거나사용하여기존레코드가정확한지확인할수있습니다.

업로드된문서에서정보추출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통해문서중심비즈니스프로세스를가속화하여차용자, 파트너또는대출담당자

가업로드한문서의필드를추출합니다. 문서점검목록항목을사용하는 Salesforce 프로세스에서새롭게선보이

는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성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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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을사용한금융데이터수집자동화

고객금융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에서레코드관리를간소화하고수작업으로인한노력과오류를줄이십시오. OCR

매핑은 W2 양식, 세금환급또는기타금융문서등고객이제출한정보에서자동으로데이터를수집합니다. 그러면

레코드를업데이트또는생성하거나사용하여기존레코드가정확한지확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AWSTextract1000LimitAddOn이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문서가업로드되면수집할필드를식별하고,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를사용하여필드매핑을생성합니다.

스캔할양식유형및스캔한데이터를저장할개체를정의합니다.

키를추가하고업로드된문서에서 Salesforce 개체필드로매핑할키이름을정의합니다.

예를들어매핑을만들어차용자가업로드한 W2 양식에서고용세부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양식판독기는지

정된영역에서정보를추출한다음, 매핑필드에저장합니다.

업로드된문서에서정보추출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통해문서중심비즈니스프로세스를가속화하여차용자, 파트너또는대출담당자가

업로드한문서의필드를추출합니다. 문서점검목록항목을사용하는 Salesforce 프로세스에서새롭게선보이는인

텔리전트양식판독기성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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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사용자는중요정보를입력하거나확인할때주로중요문서의스캔본에의존합니다. 그러나스캔한문서를

기반으로필드데이터를수동으로입력하는과정에서많은시간이소요됩니다. 문서파일에서데이터를자동추출

하면문서중심데이터수집프로세스를가속화할수있습니다.

방법: 중요정보를수집하거나확인하기위해필요한문서파일을문서점검목록항목으로나열하고, Salesforce 사용

자또는 Experience Cloud 사용자가각문서에대한파일을업로드합니다. 그러면다른 Salesforce 사용자가업로드된파

일을검토하고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OCR 성능을사용하여파일에서필드데이터를추출합니다.

예를들어대출신청자는최신 W2 양식의스캔본을업로드하여고용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면대출담당

자가업로드된파일을검토합니다. 이과정에서대출담당자가스캔문서의시각적영역을대출신청고용레코드

필드로매핑하는 W2 매핑템플릿을선택하면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에서해당시각적영역의텍스트정보를인식

및복사하고적절한필드에저장합니다.

Financial Services Cloud 롤업

레코드롤업및레코드롤업트리거에최적화된코드를사용합니다. 고성능 RBL 프레임워크로신속하게

RBL(Rollup-By-Lookup)을수행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데이터처리엔진으로신속하게 RBL(Rollup-By-Lookup) 계산수행

RBL(Rollup-By-Lookup) 프레임워크로전환하고 Tableau CRM의탁월한처리능력을사용하여 RBL 규칙을신속하게

계산합니다. RBL 프레임워크를사용하면기존 RBL 규칙을데이터처리엔진정의로전환할수있습니다. 고성능

데이터처리엔진정의는금융정보를집계하는처리시간을현저하게절감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에서 RBL 규

칙을정의하거나수정할때유연성이향상됩니다. 예를들어다중데이터소스를추가하고조인및추가를정의

하거나규칙에수식을추가할수있습니다.

레코드롤업최적화(GA)

레코드롤업최적화조직기본설정을사용하여레코드롤업성과를향상합니다.

최적화된레코드롤업트리거사용

최적화된코드를사용하여더많은개체에대한삽입전및업데이트전레코드롤업트리거성능을향상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으로신속하게 RBL(Rollup-By-Lookup) 계산수행

RBL(Rollup-By-Lookup) 프레임워크로전환하고 Tableau CRM의탁월한처리능력을사용하여 RBL 규칙을신속하게계산

합니다. RBL 프레임워크를사용하면기존 RBL 규칙을데이터처리엔진정의로전환할수있습니다. 고성능데이터

처리엔진정의는금융정보를집계하는처리시간을현저하게절감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에서 RBL 규칙을정의

하거나수정할때유연성이향상됩니다. 예를들어다중데이터소스를추가하고조인및추가를정의하거나규칙

에수식을추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RBL 프레임워크를활성화하려면설정의 Financial Services의일반설정페이지에서데이터처리엔진사용 RBL을

활성화하고, 기존 RBL 규칙을데이터처리엔진정의로변환하려면 RBL 규칙을데이터처리엔진정의로변환을활

성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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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Financial Services Cloud 관리자가이드: 데이터처리엔진으로신속하게 RBL(Rollup-By-Lookup) 계산수행(릴리스미리

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레코드 롤업 최적화(GA)

레코드롤업최적화조직기본설정을사용하여레코드롤업성과를향상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의 Financial Services 일반설정아래에서레코드롤업최적화를활성화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Financial Services Cloud 관리자가이드: 레코드롤업성과최적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Financial Services Cloud 관리자가이드: 개체에대한롤업설정정의(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최적화된레코드롤업트리거사용

최적화된코드를사용하여더많은개체에대한삽입전및업데이트전레코드롤업트리거성능을향상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의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서표준트리거사용에대해레코드관리를클릭합니다. 개체를선택

한다음, 활성을선택하여해당개체에최적화된코드를활성화합니다.

기타 Financial Services Cloud 변경사항

기타 Financial Services Cloud 고급기능으로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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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라이프이벤트인사이트로고객참여촉진

고객참여를촉진하기위해이제 Wealth Management용 Analytics 앱에그룹으로집계할수있는개인라이프이벤

트데이터가포함됩니다. 라이프이벤트에는생일이나퇴직등의이벤트가포함됩니다. 예를들어곧정년이되

는고객에대한마케팅캠페인을생성하거나최근에결혼한고객에게연하장을보낼수있습니다.

더많은모바일용 Financial Services Cloud Lightning 구성요소로생산성유지

Salesforce 모바일앱에더많은 Financial Services Cloud Lightning 구성요소를추가하여원격사용자생산성을강화합

니다.

선택적고객속성필드의유연성사용

보험증권자산개체의고객속성필드가이제선택항목입니다. 기존사용자는기본적으로이필드에액세스하

지않아도됩니다. 권한집합이나프로필을사용하여필드수준보안을업데이트하여사용자에게액세스를제

공합니다.

라이프이벤트인사이트로고객참여촉진

고객참여를촉진하기위해이제 Wealth Management용 Analytics 앱에그룹으로집계할수있는개인라이프이벤트데

이터가포함됩니다. 라이프이벤트에는생일이나퇴직등의이벤트가포함됩니다. 예를들어곧정년이되는고객

에대한마케팅캠페인을생성하거나최근에결혼한고객에게연하장을보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상: Wealth Management용 Analytics 앱은 Salesforce Financial Services Cloud 사용자에게만적용됩니다. Wealth Management

용 Analytics 템플릿에서앱을만들려면 FSC Analytics Plus 추가기능라이센스도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앱을선택합니다. Wealth Management용 Analytics를찾아서

선택한다음, 마법사에명시된지침에따라앱을만드십시오.

기존앱이있는경우업그레이드를통해새기능을확인할수있습니다. 앱을업그레이드하려면 Tableau CRM 홈페이

지에서새버전사용가능을클릭한다음, 마법사의지침을따르십시오. 앱을업그레이드하면사용자정의가제거

됩니다.

더많은모바일용 Financial Services Cloud Lightning 구성요소로생산성유지

Salesforce 모바일앱에더많은 Financial Services Cloud Lightning 구성요소를추가하여원격사용자생산성을강화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Salesforce 모바일사용자에게사무실외부에서도생산성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기능에대한액세스권한을

부여합니다.

방법: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 Financial Services Cloud Lightning 구성요소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모바일장치에페이지가표시되게 Lightning 앱빌더에서전화양식요소용페이지를활성화합니다. Lightning 앱빌더

를사용하여신규또는기존페이지레이아웃에구성요소를추가하십시오.

다음테이블은모바일에서지원되는추가 Financial Services Cloud 구성요소를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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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4: 모바일지원구성요소

설명구성 요소

금융계정페이지에경고메시지를표시합니다.금융계정경고

계정페이지에금융계정관련목록을표시합니다.금융계정목록

계정페이지에금융계정역할의관련목록을표시합니다.금융계정역할목록

그룹이지원되는계정페이지에그룹구성원관련목록및롤업총합을표시합니다.그룹구성원

그룹이지원되는계정페이지에그룹구성원관련목록및롤업총합을표시합니다. 지

정된필드설정을기반으로해당구성원에대한필드를표시하도록구성할수있습니

다.

그룹구성원(구성가능)

계정, 연락처또는개인이속한관계그룹을나열합니다.관계그룹목록

선택적고객속성필드의유연성사용

보험증권자산개체의고객속성필드가이제선택항목입니다. 기존사용자는기본적으로이필드에액세스하지

않아도됩니다. 권한집합이나프로필을사용하여필드수준보안을업데이트하여사용자에게액세스를제공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Financial Service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신규및변경된 Financial Services Cloud 개체필드

신규및업데이트된 Financial Services Cloud 개체로더많은작업을수행하십시오.

지점관리

지점정보수집및지점계층정의

새 BranchUnit 개체를사용합니다.

각지점과협력할수있는사용자또는연락처기록

새 BranchUnitBusinessMember 개체를사용합니다.

지점에서은행원역할을담당하는사용자판별

새 Banker 개체를사용합니다.

각지점과연결된고객기록

새 BranchUnitCustomer 개체를사용합니다.

상호작용요약

두명이상의사람(참석자) 간상호작용(전화통화, 개별회의또는동영상회의) 수집. 일반적으로담당자 1명및고

객또는파트너 1명포함

새 Interac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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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참석자저장

새 InteractionAttendee 개체를사용합니다.

기밀정보를포함한상호작용요약저장

새 InteractionSummary 개체를사용합니다.

상호작용요약을공유하는사용자보기

새 InteractionSummaryParticipant 개체를사용합니다.

보험

청구와보험증권보장범위연결및지급액, 비축액등청구와관련된금융활동에대한정보저장

새 ClaimCoverage 개체를사용합니다.

청구건을처리하기위해청구인또는청구참가자에게지급된금액보기

새 ClaimPaymentSummary 개체를사용합니다.

지역내보험증권및관련자산, 보장범위, 참가자에대해계산된요금저장

새 InsurancePolicySurcharge 개체를사용합니다.

보증, 갱신또는취소등보험증권의보험금에영향을미치는변경사항과관련된트랜잭션저장

새 InsurancePolicyTransac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보험증권에대한프로듀서수수료저장

새 ProducerCommission 개체를사용합니다.

청구항목의새필드

관련개인또는재산을기반으로청구항목범주화

새 Category 필드를사용합니다.

청구항목이위치한정확한주소지정

새 CurrentAddress 필드를사용합니다.

청구참가자와청구항목연결

새 ClaimParticipantId 필드를사용합니다.

보험증권자산과청구항목연결

새 InsurancePolicyAssetId 필드를사용합니다.

청구참가자의새필드

청구건과관련된보험증권가입자지정

새 InsurancePolicyParticipantId 필드를사용합니다.

보험증권의새필드

최초보험증권 ID 보기

새 OriginalPolicyId 필드를사용합니다.

최초증권의효력이발생한날짜보기

새 OriginalEffectiveDate 필드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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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증권의만료일자보기

새 OriginalExpirationDate 필드를사용합니다.

결제기간의보험금계산방법지정

새 PremiumCalculationMethod 필드를사용합니다.

선불또는후불등보험금결제유형지정

새 PremiumPaymentType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의보장범위가적용되는기간지정

새 PolicyTerm 필드를사용합니다.

보험총액보기

새 TotalSumInsured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기간날짜보기

새 PaidToDate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Standard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Standard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Standard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Term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Term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 수수료, 세금합계보기

새 TotalStandard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Term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보험증권자산의새필드

보험가입된고객재산보기

새 AssetName 필드를사용합니다.

기본증권가입자보기

새 PrimaryPolicyParticipantId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Standard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Standard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Standard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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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Term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Term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 수수료, 세금합계보기

새 TotalStandard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Term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 세금, 수수료합계보기

새 TotalTer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InsurancePolicyMemberAsset의새필드

자산과관련된보험증권보기

새 InsurancePolicyId 필드를사용합니다.

InsurancePolicyCoverage의새필드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Standard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Standard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Standard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Term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Term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 수수료, 세금합계보기

새 TotalStandard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Term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InsurancePolicyParticipant의새필드

고객이증권을보유했는지또는단순한증권가입자인지여부지정

새 IsPolicyholder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Standard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Standard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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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Standard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수수료보기

새 TermFee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보기

새 TermPremiu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 수수료, 세금합계보기

새 TotalStandard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세금보기

새 TermTax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증권유효일자를기준으로계산된증권기간동안의예상증권보험금, 세금, 수수료합계보기

새 TotalTermAmount 필드를사용합니다.

인텔리전트양식판독기

OcrDocumentScanResult 개체

OCR 문서스캔결과에콘텐츠의문서 ID 추가

• ContentDocumentId 필드를사용하여 OcrDocumentScanResult 개체에대한콘텐츠문서 ID를추가합

니다.

개체에대해업데이트된속성

• ContentVersionId 필드의 nillable 및 updateable 속성이 false로변경되었습니다.

• PageNumber 필드의 createable 속성이 false로변경되었습니다.

• OcrService 필드의 nillable 및 defaultedOnCreate 속성이 false로변경되었습니다.

개체에서사용되지않는필드

• OwnerId

• DocumentRequestId

OcrService 필드에서사용되지않는값

• AMAZON_TEXTRACT

OcrDocumentScanResult 개체

OcrDocumentScanResult 개체에서 OCR 스캔서비스선택

• OcrService 선택목록에서 AMAZON_TEXTRACT 값을선택하여 Amazon Textract 서비스를통해문서를스캔

합니다.

OcrDocumentScanResult 개체에문서요청 ID 추가

• DocumentRequestId 필드를사용하여문서요청 ID 추가

OcrSampleDocument 개체

개체에서사용되지않는필드

• NamespacePre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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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TargetObject 개체

TargetObject 선택목록에서사용되지않는값

• LicensingError

• ChannelProgramLevelOwnerSharingRule

OcrTargetObjFieldMapping 개체

TargetField 선택목록에서사용되지않는값

• DeceasedDate

• Division

• Gender

• IdeaThemeId

• SequenceInMultipleBirth

TargetField 선택목록에서지원되는새로운값

• DeclarationExtIdentifier

• EmploymentExtIdentifier

• Email FinancialExtIdentifier

• AddressExtIdentifier

• UrlName

• TitleHolderExtIdentifier

• SourceSystemIdentifier

• UniversalPolicyNumber

• LiabilityExtIdentifier

• AssetExtIdentifier

• ApplicationExtIdentifier

• ReportNumber

• PropertyExtIdentifier

• IncomeExtIdentifier

• ApplicantExtIdentifier

OcrTemplate 개체

개체에서사용되지않는필드

• NamespacePrefix

개체에업데이트된속성

• TemplateName 필드의 nillable 속성이 true로변경되었습니다.

• DocumentTypeId 필드의 nillable 속성이 true로변경되었습니다.

• IsActive 필드의 createable 속성이 false로변경되었습니다.

OcrTemplateSampleDocument 개체

개체에업데이트된속성

• OcrSampleDocumentId 필드의 nillable 속성이 false로변경되었습니다.

290

Financial Services Cloud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Consumer Goods Cloud
담당자가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을사용하여매장방문동안적절한활동을수행할수있습니다. 담당자에대

한차량사용자할당을생성하여매장배달을간소화하고활동순서를사전정의하여담당자가가장효율적인순서

대로방문과업을수행할수있도록돕습니다. 세일즈관리자가리테일매장고급기능을통해빠르게리테일매장

레코드를생성하도록돕고, 방문실행및다이렉트매장배달고급기능을사용하여매장방문동안담당자의작업

효율을높일수도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Consumer Goods용 Einstein 고급기능

인텔리전트과업권장사항으로매장을효율적이고생산적으로방문합니다.

제어된차량사용자할당으로효율적인매장배달계획수립

담당자에대한차량사용자할당을생성하여매장배달을간소화하고차량사용자할당이활성화되면해당차

량이나사용자와관련된다른할당은활성화할수없습니다. 할당관련혼란을없애고매장에원활하고신속하

게배달할수있으며, 세일즈관리자는차량에대한제품재고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담당자가재고를정확하

게파악한경우매장의특별요청을효과적으로충족할수있습니다.

리테일매장페이지에서방문및주문세부사항에액세스

세일즈관리자에게매장의모든방문및주문세부사항에간편하게액세스할수있는권한을부여합니다. 리테

일매장페이지레이아웃에방문및주문관련목록을추가하는경우세일즈관리자는매장페이지에서바로매

장의모든방문및주문을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매장페이지에서직접매장에대한방문을생성하고주문을

할수있습니다.

방문실행강화

이제현장담당자는빠르게방문에과업을추가하여매장에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활동순서를

사전정의하여담당자가가장효율적인순서대로방문과업을수행할수있도록돕습니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

매장의가격규정준수를모니터링하고소매실행을향상합니다. Einstein Discovery 스토리를사용하여매장의성

과에대한지능적인인사이트를가져오고매장세일즈를개선하십시오.

Consumer Goods Cloud의다른변경사항

Consumer Goods Cloud에적용된작지만중요한혁신을자세히살펴보십시오.

Consumer Goods Cloud의새로운개체

새로운 Consumer Goods Cloud 및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개체로더많은작업을수행하십시오.

Connect REST API

Consumer Goods Cloud REST API에는새로운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Consumer Goods용 Einstein 고급기능

인텔리전트과업권장사항으로매장을효율적이고생산적으로방문합니다.

291

Consumer Goods Cloud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이섹션에서는: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으로방문에적절한과업계획

이제세일즈관리자는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고브랜드가치를전달하는적절한

방문과업집합을식별할수있습니다. 과업권장사항은비즈니스의고유한요구사항을기준으로하며이를다

루기위해맞춤화됩니다.

예측을사용한방문권장사항가져오기

세일즈관리자가모든필드담당자방문을계산할수있도록돕습니다. 수집할방문메트릭을식별하고그에대

한인사이트를구축하십시오. 방문권장사항전략에해당인사이트를매핑하면최상의권장사항을가져올수

있습니다.

Lightning Retail Execution 시작프로그램라이센스로 Consumer Goods용 Einstein 사용

이제 Lightning Retail Execution 시작프로그램라이센스로 Consumer Goods용 Einstein을사용할수있습니다.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으로방문에적절한과업계획

이제세일즈관리자는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고브랜드가치를전달하는적절한방문

과업집합을식별할수있습니다. 과업권장사항은비즈니스의고유한요구사항을기준으로하며이를다루기위

해맞춤화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제공된샘플플로를사용하여과업권장사항이생성되는방법을자세히살펴봅니다. 그런다음, 비즈니스요

구사항을기반으로플로를생성합니다. 세일즈관리자는플로를사용하여기존방문또는방문권장사항에대한

과업권장사항요청을생성할수있습니다.

세일즈관리자는방문권장사항요청을생성할때과업권장사항요청도생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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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사용한방문권장사항가져오기

세일즈관리자가모든필드담당자방문을계산할수있도록돕습니다. 수집할방문메트릭을식별하고그에대한

인사이트를구축하십시오. 방문권장사항전략에해당인사이트를매핑하면최상의권장사항을가져올수있습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리테일익스큐션 Lightning Plus 권한집합이있어야만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먼저 Einstein 예측빌더를사용하여예측을생성합니다.

그런다음, Einstein Next Best Action을사용하여생성한전략에예측을매핑합니다.

이제방문권장사항요청을실행하고예측을기반으로제안사항을확인합니다. 권장사항의전략및예측이유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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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 Retail Execution 시작프로그램라이센스로 Consumer Goods용 Einstein 사용

이제 Lightning Retail Execution 시작프로그램라이센스로 Consumer Goods용 Einstein을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제어된차량사용자할당으로효율적인매장배달계획수립

담당자에대한차량사용자할당을생성하여매장배달을간소화하고차량사용자할당이활성화되면해당차량이

나사용자와관련된다른할당은활성화할수없습니다. 할당관련혼란을없애고매장에원활하고신속하게배달

할수있으며, 세일즈관리자는차량에대한제품재고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담당자가재고를정확하게파악한

경우매장의특별요청을효과적으로충족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Developer, Performance,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차량사용자할당을생성하려면차량사용자할당을선택한다음, 새로만들기를클릭합니다.

담당자는차량재고탭에서차량에서사용가능한재고를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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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매장페이지에서방문및주문세부사항에액세스

세일즈관리자에게매장의모든방문및주문세부사항에간편하게액세스할수있는권한을부여합니다. 리테일

매장페이지레이아웃에방문및주문관련목록을추가하는경우세일즈관리자는매장페이지에서바로매장의

모든방문및주문을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매장페이지에서직접매장에대한방문을생성하고주문을할수있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리테일매장페이지레이아웃에방문및주문관련목록을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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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실행강화

이제현장담당자는빠르게방문에과업을추가하여매장에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활동순서를사

전정의하여담당자가가장효율적인순서대로방문과업을수행할수있도록돕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상황에맞는과업생성을통한매장지원강화

이제현장담당자가방문동안과업을추가하여매장에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회를최대한활용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제품재고가없는경우현장담당자가주문과업을생성하고즉시제품을주문할수있습

니다.

과업및 KPI 순서로과업실행간소화

담당자가가장효과적인순서대로방문과업을수행하고방문동안매장에서보내는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

있도록돕니다. 사전정의된방문활동의논리적순서를사용하면담당자가혼란을겪고추측에의존하는대신

다음번에수행할과업을이해할수있습니다.

할당된과업을통한체계적유지

담당자에게프로모션자료전달또는매장관리자와회의등사소한활동을할당하고, 담당자의과업목록에해

당활동을추가하여매장방문동안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합니다.

상황에맞는과업생성을통한매장지원강화

이제현장담당자가방문동안과업을추가하여매장에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회를최대한활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제품재고가없는경우현장담당자가주문과업을생성하고즉시제품을주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방문홈페이지의오른쪽상단메뉴에서과업추가를클릭합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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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및 KPI 순서로과업실행간소화

담당자가가장효과적인순서대로방문과업을수행하고방문동안매장에서보내는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

록돕니다. 사전정의된방문활동의논리적순서를사용하면담당자가혼란을겪고추측에의존하는대신다음번

에수행할과업을이해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과업또는평가과업정의를생성할때표시순서를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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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과업을통한체계적유지

담당자에게프로모션자료전달또는매장관리자와회의등사소한활동을할당하고, 담당자의과업목록에해당

활동을추가하여매장방문동안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작업계획템플릿을생성할경우새로만들기및과업을차례로클릭합니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
매장의가격규정준수를모니터링하고소매실행을향상합니다. Einstein Discovery 스토리를사용하여매장의성과

에대한지능적인인사이트를가져오고매장세일즈를개선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Consumer Goods용 Analytics로매장가격규정준수모니터링

Consumer Goods용 Analytics 앱은매장의가격규정준수에대한인사이트를제공하고소매실행을향상하는데도

움이됩니다.

Einstein Discovery로매장성과분석및세일즈향상

고급매장주문의단위세일즈극대화스토리를사용하여매장그룹또는전체매장의평균성과를비교할때매

장의성과정도를살펴봅니다. 이제 KPI 값과매장그룹또는전체그룹의평균을비교하여입력변수가계산됩니

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로매장가격규정준수모니터링

Consumer Goods용 Analytics 앱은매장의가격규정준수에대한인사이트를제공하고소매실행을향상하는데도움

이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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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Consumer Goods용 Analytics는 Consumer Goods Cloud 사용자에게만적용됩니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에서앱

을만들려면 Consumer Goods Cloud용 Analytics 추가기능라이센스도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 템플릿을선

택하고마법사의지침을따라앱을만듭니다.

Einstein Discovery로매장성과분석및세일즈향상

고급매장주문의단위세일즈극대화스토리를사용하여매장그룹또는전체매장의평균성과를비교할때매장

의성과정도를살펴봅니다. 이제 KPI 값과매장그룹또는전체그룹의평균을비교하여입력변수가계산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대상: Consumer Goods용 Analytics는 Consumer Goods Cloud 사용자에게만적용됩니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에서앱

을만들려면 Consumer Goods Cloud용 Analytics 추가기능라이센스도있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 앱을선택합니다. Consumer Goods용 Analytics 템플릿을선

택하고마법사의지침을따라앱을만듭니다.

Consumer Goods Cloud의다른변경사항

Consumer Goods Cloud에적용된작지만중요한혁신을자세히살펴보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sumer Goods Cloud가활성화된 Developer, Performance,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이제 Consumer Goods 개체로더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신속한리테일매장설정

리테일매장개체의새주소필드는더이상매장레코드를작성할때마다위치를생성하지않아도되므로세일

즈관리자가빠르게리테일매장레코드를작성하는데도움이됩니다.

손쉬운리테일매장레코드공유

이제리테일매장개체가계정개체에서공유규칙을상속합니다. 따라서담당자에게계정레코드에대한액세

스권한을부여하는경우리테일매장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도자동으로부여됩니다.

방문권장사항플로이해

방문권장사항 - 샘플플로를사용하여방문권장사항이생성되는방식을이해합니다.

Consumer Goods 개체레코드로더많은작업수행

이제 Consumer Goods 개체레코드에서파일을첨부하고메모를추가하거나 Chatter 게시물을작성하고필드내역

추적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업데이트된권한집합을사용하여 Consumer Goods 개체에대한액세스관리향상

Winter ’21부터 Lightning Retail Execution Merchandiser, Lightning Retail Execution Starter, Lightning Retail Execution Plus, Lightning

Retail Execution Contractor 권한집합의 Consumer Goods 개체에대한기본액세스수준이업데이트됩니다. 요구사항

에따라액세스수준을변경할수있습니다.

Consumer Goods Cloud의새로운개체

새로운 Consumer Goods Cloud 및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개체로더많은작업을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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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차량연결

새 VehicleUserAssignment 개체를사용합니다.

RetailVisitKpi 개체의새필드

RetailVisitKPI와연결된참조개체식별

RetailVisitKpi 개체의새 ContextId 필드를사용합니다.

리테일매장개체의새필드

리테일매장주소추가

RetailStore 개체의새 Address 필드를사용합니다.

Einstein 방문과업권장사항의새개체

방문과업권장사항을생성하기위한요청만들기

새 AiVisitTaskRcmdRequest 개체를사용합니다.

모든방문과업권장사항보기

새 AiVisitTaskRcmd 개체를사용합니다.

Einstein 방문권장사항의새개체

방문권장사항피드에대한게시물추적

새 AiVisitRecommendationFeed 개체를사용합니다.

방문권장사항에대한변경내역보기

새 AiVisitRecommendationHistory 개체를사용합니다.

방문권장사항요청피드에대한게시물추적

새 AiVisitRecommendRequestFeed 개체를사용합니다.

방문권장사항요청에대한변경내역보기

새 AiVisitRecommendRequestHistory 개체를사용합니다.

이미지피드에대한게시물추적

새 ImageFeed 개체를사용합니다.

이미지에대한변경내역보기

새 ImageHistory 개체를사용합니다.

Connect REST API
Consumer Goods Cloud REST API에는새로운통화가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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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방문권장사항

방문또는과업권장사항결정저장

새권장사항결정입력요청본문을사용하여새로운

/connect/visit/recommendations/recommendation-decisions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

다.

공공부문솔루션

Salesforce 캘린더에방문을추가하고규정준수담당자가방문예약과정에서신속하고간단하게검사자가용성을

확인할수있도록돕습니다. 검사관리모바일앱의새기능은전반적인검사환경을향상하며, 공공부문포털고급

기능은신청승인프로세스전반에걸쳐프로세스를효율적으로개선하고전체적인투명성을보장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라이센스또는허가요청시규제요금보기

이제사용자가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신청요금세부사항페이지에서요금정보를검토할수있습니다. 사용

자가응용프로그램을사용하여온라인으로요금을지불할수있도록결제게이트웨이를통합하도록선택할수

있습니다. 요금지불내역페이지에는응용프로그램에대한라이센스및허가, 검사, 집행작업과관련된규제

트랜잭션요금이표시됩니다. 규정준수담당자는계정레코드페이지에서동일한규제트랜잭션요금을확인

하고필요한경우요금을변경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캘린더에예약된방문보기

사용자가만들고현장검사자에게할당한방문이현장검사자의 Salesforce 캘린더에이벤트로표시됩니다. 규정

준수담당자는신속하게현장검사자의가용성을확인하고방문을할당하는과정에서중복예약을피할수있

습니다.

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으로검사환경향상

현장검사자가현장을방문하고 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을사용하여사용자계정에대한최신정보를확

보하는동시에생산성을강화할수있습니다.

공공부문사이트고급기능으로컴플레인을더욱잘추적하고관리

공공부문구성원은쉽게검색할수도록이제자신의컴플레인에제목을추가할수있습니다. 검사자는컴플레

인이거절된이유를설명하는코멘트를추가하여구성원에게명확성을제공할수있습니다. 포털에액세스하는

구성원은이제목록또는칸반보기에서자신의컴플레인을볼수도있습니다.

공공부문솔루션의새로운개체

Salesforce 공공부문솔루션은정보를저장하고정보에액세스하는데도움이되는새로운개체가포함되어있습

니다.

라이센스또는허가요청시규제요금보기

이제사용자가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신청요금세부사항페이지에서요금정보를검토할수있습니다. 사용자

가응용프로그램을사용하여온라인으로요금을지불할수있도록결제게이트웨이를통합하도록선택할수있습

니다. 요금지불내역페이지에는응용프로그램에대한라이센스및허가, 검사, 집행작업과관련된규제트랜잭션

요금이표시됩니다. 규정준수담당자는계정레코드페이지에서동일한규제트랜잭션요금을확인하고필요한경

우요금을변경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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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사업자등록증신청페이지에서사업자등록증신청서에첨부된모든요금이관련탭의규제트랜잭션요금

에표시됩니다. 개별라이센스신청에대한요금도표시됩니다.

사용자는신청요금세부사항페이지에서신청요금정보를검토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캘린더에 예약된방문보기

사용자가만들고현장검사자에게할당한방문이현장검사자의 Salesforce 캘린더에이벤트로표시됩니다. 규정준

수담당자는신속하게현장검사자의가용성을확인하고방문을할당하는과정에서중복예약을피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캘린더에서방문을보려면설정에서방문캘린더설정으로이동하여 Salesforce 캘린더에방문추가를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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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으로검사환경향상

현장검사자가현장을방문하고 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을사용하여사용자계정에대한최신정보를확보

하는동시에생산성을강화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섹션에서는:

감사과업을효율적으로수행

사이트방문에대한과업순서를정의하여현장검사자의생산성을높일수있습니다. 현장검사자는미리정의

된순서에따라지정된순서대로과업을완료할수있습니다.

사이트방문시정보받기

사용자는 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을사용해사이트방문시현장검사자가기록한위반을검토할수있

습니다. 세부사항탭에는구성원계정의전체내역이표시됩니다.

감사과업을효율적으로수행

사이트방문에대한과업순서를정의하여현장검사자의생산성을높일수있습니다. 현장검사자는미리정의된

순서에따라지정된순서대로과업을완료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앱시작관리자에서작업계획템플릿으로이동하여과업순서를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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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방문시정보받기

사용자는 Inspection Management 모바일앱을사용해사이트방문시현장검사자가기록한위반을검토할수있습니

다. 세부사항탭에는구성원계정의전체내역이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위반은과업탭에서, 계정정보는세부사항탭에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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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사이트고급기능으로컴플레인을더욱잘추적하고관리

공공부문구성원은쉽게검색할수도록이제자신의컴플레인에제목을추가할수있습니다. 검사자는컴플레인이

거절된이유를설명하는코멘트를추가하여구성원에게명확성을제공할수있습니다. 포털에액세스하는구성원

은이제목록또는칸반보기에서자신의컴플레인을볼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방법: 구성원은개인계정을사용해포털에로그인하여컴플레인을제기하거나볼수있습니다. 익명을유지하기

위해구성원아님옵션을사용해로그인할수있습니다.

공공부문솔루션의새로운개체

Salesforce 공공부문솔루션은정보를저장하고정보에액세스하는데도움이되는새로운개체가포함되어있습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공공부문솔루션이활성화된 Developer,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신청, 검사또는위반에규제트랜잭션요금을연결합니다.

새 RegulatoryTrxnFee 개체를사용합니다.

규제트랜잭션요금과연결된특정수수료항목을저장합니다.

새 RegulatoryTrxnFeeItem 개체를사용합니다.

PublicComplaint 개체의새필드

PublicComplaint 주제보기

PublicComplaint 개체의새 Subject 필드를사용합니다.

PublicComplaint 설명보기

PublicComplaint 개체의새 comments 필드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등록증및허가증관리용공공부문솔루션개발자가이드및 Inspection Management: RegulatoryTrxnFee(릴리스미리

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등록증및허가증관리용공공부문솔루션개발자가이드및 Inspection Management: RegulatoryTrxnFee(릴리스미리

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긴급대응관리

플로가업데이트되어긴급대응관리환경이더원활해졌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접촉자수집플로의캡처날짜및시간

이제업데이트된접촉자수집및커뮤니티접촉자수집플로에서엔카운터의날짜및시간을모두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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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수집플로의캡처날짜및시간

이제업데이트된접촉자수집및커뮤니티접촉자수집플로에서엔카운터의날짜및시간을모두수집합니다.

방법: 다음두플로에서플로를복제한경우복제된플로를더이상사용하지않고접촉자수집또는커뮤니티접촉

자수집플로를다시복제해야합니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에대한추가정보

Experience Cloud 사용자와공유할수있는개체를자세하게설명하는새도움말페이지가구축되었습니다. 이새로

운리소스를사용하여보유라이센스를기반으로 Experience Cloud 사이트구현을계획하십시오.

이유: Experience Cloud 사이트(기존의커뮤니티)를사용하여조직외부사용자가일부기능을사용할수있도록지원

합니다. 예를들어카이로프락틱사무실을운영하고있고환자가이사할경우계속해서연락할수있도록주소업

데이트를활성화하려는경우환자(즉 Experience Cloud 사용자)에게연락처개체에대한쓰기액세스권한을부여하

면자체연락처정보를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그러나카이로프락틱사무실주소를변경하지못하도록하려면계

정개체에대한읽기액세스권한만부여하십시오.

방법: 커뮤니티라이센스에따라 Experience Cloud 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는기능의기준집합이결정됩니다. 프로

필및경우에따라하나이상의권한집합을통해사용자에게데이터액세스에대한권한을할당하십시오. 각커뮤

니티라이센스를통해 Experience Cloud 사용자에게특정데이터개체에대한생성, 읽기, 쓰기, 삭제권한을부여할수

있습니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리소스를사용하여보유라이센스하에서각개체에할당할수있

는권한을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분석

향상된 Lightning Experience 보고서빌더로중요비즈니스결정을빠르게내리고,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로대시보

드구축및관리시간을절약하고, 재설계된 Einstein Discovery 인터페이스로인사이트를즉시찾습니다.

이섹션에서는:

보고서와대시보드

Lightning Experience 보고서빌더에서빠르게보고서를만들고사용자정의 URL에서대시보드필터설정을저장한

다음, .xlsx 형식으로보고서를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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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RM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은단순히자주사용하는분석플랫폼의이름만바뀐것이아닙니다. 향상된

데이터준비기능을통해비즈니스와 Tableau CRM 간데이터를보다원활하게통합할수있습니다. 재사용가능

한구성요소를사용하여대시보드를보다효율적으로만들고관리합니다(정식출시). 그리고 Salesforce 외부에

구축된모델을사용하여 Einstein Discovery 예측프로세스를개선합니다.

보고서와대시보드

Lightning Experience 보고서빌더에서빠르게보고서를만들고사용자정의 URL에서대시보드필터설정을저장한다

음, .xlsx 형식으로보고서를내보냅니다.

이섹션에서는:

다중필드선택항목으로보고서생성간소화

보고서생성시간을줄이고결과를다음단계로번역하는데더많은시간을할애합니다. 다중선택을통해단일

작업만으로보고서에다중필드를끌어올수있습니다. 이제필드및열을추가하거나제거하고지연없이결과

를미리볼수도있습니다.

필터 URL 매개변수로대시보드결과저장

Lightning Experience에서대시보드를볼때마다같은필터를설정하지않아도됩니다. 필터매개변수를포함하는

사용자정의 URL를만드십시오. 그런다음, URL에액세스하면이미설정된필터가적용된상태로대시보드가열

립니다. 예를들어각계정에대해다른 URL을사용하여기회단계대시보드를사용자정의하거나계정소유자

또는리드소스에대한사용자정의 URL을만들수있습니다.

이메일로 .xlsx 형식의보고서세부사항받기

원하는형식으로보고서를내보냅니다. 보고서내보낼때 .xlsx, .xls, .csv를형식으로선택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

.xls 및 .csv만지원되었습니다.

고급폴더공유활성화(업데이트, 연기됨)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Spring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고급

폴더공유에는새로운사용자권한이있으며기존보고서및대시보드에대한각사용자의액세스가변경됩니

다.

다중필드선택항목으로보고서생성간소화

보고서생성시간을줄이고결과를다음단계로번역하는데더많은시간을할애합니다. 다중선택을통해단일작

업만으로보고서에다중필드를끌어올수있습니다. 이제필드및열을추가하거나제거하고지연없이결과를미

리볼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Lightning 보고서빌더(1)의필드패널에서하나이상의필드를선택하고윤곽선패널(2)의열목록에끌어오거

나보고서미리보기로직접끌어옵니다. 다중필드를선택하려면클릭할때 Ctrl(Windows), Cmd(Mac) 또는 Shift를누르

십시오.

주: 이기능은결합된보고서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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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생성시최상의성능을누릴수있도록자동미리보기업데이트(1)를비활성화하는것이좋습니다. 그러나

자동미리보기를벗어나는경우에도필드추가, 필드제거, 열위치변경시더나은성능을경험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IdeaExchange: Lightning 보고서빌더가매우느리고버그가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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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URL 매개변수로대시보드결과저장

Lightning Experience에서대시보드를볼때마다같은필터를설정하지않아도됩니다. 필터매개변수를포함하는사

용자정의 URL를만드십시오. 그런다음, URL에액세스하면이미설정된필터가적용된상태로대시보드가열립니

다. 예를들어각계정에대해다른 URL을사용하여기회단계대시보드를사용자정의하거나계정소유자또는리드

소스에대한사용자정의 URL을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대시보드빌더서사용할대시보드필터를설정하고(1) 대시보드페이지의 URL을찾습니다(2).

이제 URL 마지막에필터매개변수를추가합니다. 예를들어다음 URL은단계(첫번째필터또는 fv0)를 "수주마감"으

로그리고계정이름(두번째필터또는 fv1) "Acme"으로설정합니다.

https://company.salesforce.com/lightning/r/Dashboard/01ZRM0000005jrv2AA/view?queryScope=userFolders&fv0=Closed%20Won&fv1=Acme

URL에필터를추가하려면다음구조를사용합니다.

• & - URL에새매개변수를표시합니다. URL에기타매개변수가나타나지않으면 & 위치에 ?를삽입합니다.

• fv0 - fv는필터값을의미하며, 매개변수이름입니다. 뒤에있는숫자는필터가대시보드에나타나는순서입니다.

첫번째필터는 0, 두번째필터는 1, 세번째필터는 2입니다.

• =Closed%20Won - 필터값을지정합니다. 매개변수값은 URI 인코딩되어야하며, 따라서공백등특정문자는 URL이

이해할수있는형태로작성되어야합니다. URI 인코딩시예제에서마감및수주간공백(' ')은 %20이됩니다.

선택한필터가적용된상태로대시보드를열려면만든 URL로이동하십시오. URL은팀과공유하거나수정및재사용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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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IdeaExchange: URL로대시보드필터를전달하는기능

Lightning Experience의 URL 매개변수를통한대시보드필터링

이메일로 .xlsx 형식의보고서세부사항받기

원하는형식으로보고서를내보냅니다. 보고서내보낼때 .xlsx, .xls, .csv를형식으로선택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 .xls

및 .csv만지원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보고서페이지에서보고서에대한내보내기행수준작업을선택합니다. 세부사항만을클릭한다음, .xlsx를

형식옵션으로선택합니다.

보안이우려되는경우보고서및대시보드설정에서 Lightning Experience에서 XLS 형식으로보고서내보내기옵션

숨기기를선택하여 .xls 옵션을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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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폴더공유활성화(업데이트, 연기됨)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Spring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고급폴

더공유에는새로운사용자권한이있으며기존보고서및대시보드에대한각사용자의액세스가변경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및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시기: 사용중지시기는 Spring '22로예정되어있으며변경될수있습니다. 정확한날짜는 https://status.salesforce.com/

으로이동하여인스턴스에대한정보를확인하십시오.

이유: 고급폴더공유를활성화하고나면숨김폴더를제외하고이전에편집기가액세스하던보고서및대시보드

폴더라하더라도 Salesforce 사용자가액세스하여볼수있습니다. 숨겨진폴더는누구와도공유되지않지만공용폴

더의보고서보기권한이있는사용자, 공용폴더의보고서관리권한이있는사용자및대시보드에동등한권한이

있는사용자는숨겨진폴더를보고관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에게편집기에대한액세스를복원하려면새사용자

권한을할당한다음, 폴더수준액세스를부여해야합니다.

고급폴더공유기능을사용하면유사한폴더기반공유모델을통해보고서및대시보드를더욱더맞춤화할수있

습니다. 혜택은다음과같습니다.

• 사용자, 역할및그룹전반에걸친일관적인공유개념

• 개인사용자와보고서또는대시보드공유

• 각폴더에대한세가지액세스수준(보기, 편집, 관리)

• 보고서및대시보드에대한사용자권한의대칭집합

예를들어, 레거시폴더를공유하는경우 Sally와 Tim이읽기및쓰기액세스권한이있는공용폴더에저장되는대시

보드를만든다고가정해봅시다. Sally에게는대시보드를관리하고모든데이터를볼수있는사용자권한이있지만

Tim에게는모든데이터보기에대한권한만있습니다. 고급폴더공유를설정하고나면 Sally에게는공용폴더에서

대시보드관리및대시보드폴더만들기사용자권한이자동으로주어지지만, Tim에게는공용폴더에서대시보드

보기사용자권한만주어집니다. Tim이폴더에대한편집액세스권한을받으려면관리자가 Tim에게대시보드만들

기및사용자정의사용자권한을할당해야합니다. 그러고나면 Sally가 Tim에게대시보드폴더에대한편집액세스

권한을부여할수있고대시보드에서공동으로작업할수있습니다.

방법: 새로운사용자권한및폴더액세스수준에익숙해지려면먼저 Sandbox 또는개발자 Edition 조직에고급폴더

공유를적용하는것이좋습니다. 고급폴더공유를적용하면레거시폴더공유로되돌릴수없습니다.

Tableau CRM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은단순히자주사용하는분석플랫폼의이름만바뀐것이아닙니다. 향상된데

이터준비기능을통해비즈니스와 Tableau CRM 간데이터를보다원활하게통합할수있습니다. 재사용가능한구성

요소를사용하여대시보드를보다효율적으로만들고관리합니다(정식출시). 그리고 Salesforce 외부에구축된모델

을사용하여 Einstein Discovery 예측프로세스를개선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이제 Einstein Analytics가 Tableau CRM으로변경

Einstein Analytics에새이름이생겼습니다. Tableau CRM을소개합니다. 새이름으로불리게되었지만작동방식을

동일합니다. Salesforce 제품군에 Tableau가합류하면서심도깊고강력한분석성능을하나로결합할수있었습니

다. Tableau CRM은 Salesforce CRM 제품안에서네이티브분석을위한최상의환경을제공합니다. Tableau CRM은계

속해서 AI 및 BI를결합하며 Einstein Discovery는계속해서플랫폼과긴밀한통합관계를유지합니다. 현재업데이

트중이므로일부장소에서는기존이름으로사용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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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RM 데이터통합및준비

시계열예측(파일럿)을사용하여내일의예측을기반으로오늘의결정을내리고 Snowflake 동기화처리(정식출

시) 및 .csv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Tableau CRM 데이터를비즈니스운영에푸시합니다.

Analytics 사전빌드템플릿및앱

본인의업종에맞는 Tableau CRM 템플릿을사용하여앱, 대시보드, 스토리구축을간소화합니다. Revenue Operations

대시보드에서팀의활동에대한더많은인사이트를얻고, Einstein Discovery 모델링을사용하여상위동인을탐색

하고, 지점관리대시보드를사용하여지점소매은행성과를향상하고, 새 Analytics for Loyalty 및 Rebate Analytics 앱

을사용하여고객유지를유도합니다.

Analytics 앱구축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를사용하여대시보드구축을간소화하고(정식출시), 구성가능한작업및대량작업을

통해데이터가보다잘실행되도록만들고, 대시보드를복잡하게만들지않고숫자위젯에사용자정의세부사

항을추가합니다.

Einstein Discovery

Einstein Discovery의새스토리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원활하게인사이트를탐색하고, 데이터준비레시피를사

용하여데이터집합에서예측을얻고, Salesforce에업로드및배포하는외부구축모델을사용하여결과를예측합

니다.

범용 Tableau CRM

더많은방법을사용하여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을사용자정의하면사용자가관련분석환경을보

다쉽게설정하고액세스할수있습니다. Analytics 탭사용자가 Analytics Studio에액세스하는방법을제어하고, 앱

내자산표시여부를관리하고(베타), 내장형대시보드에서알림및구독을제공하고, 원하는방식으로구독업

데이트를주문합니다.

이제 Einstein Analytics가 Tableau CRM으로변경

Einstein Analytics에새이름이생겼습니다. Tableau CRM을소개합니다. 새이름으로불리게되었지만작동방식을동일

합니다. Salesforce 제품군에 Tableau가합류하면서심도깊고강력한분석성능을하나로결합할수있었습니다. Tableau

CRM은 Salesforce CRM 제품안에서네이티브분석을위한최상의환경을제공합니다. Tableau CRM은계속해서 AI 및 BI

를결합하며 Einstein Discovery는계속해서플랫폼과긴밀한통합관계를유지합니다. 현재업데이트중이므로일부

장소에서는기존이름으로사용될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Salesforce 모바일앱의 Tableau CRM에적용됩니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부담

해야합니다.

Tableau CRM 데이터통합및준비

시계열예측(파일럿)을사용하여내일의예측을기반으로오늘의결정을내리고 Snowflake 동기화처리(정식출시)

및 .csv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Tableau CRM 데이터를비즈니스운영에푸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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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동기화처리를사용하여 Snowflake의 Salesforce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정식출시)

Snowflake 동기화처리를사용하면타사 ETL 도구없이도 Snowflake의 Salesforce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할수있

습니다. 새로운 Salesforce 데이터는처리, 분석, 비즈니스자동화또는보관을위해중앙 Snowflake 데이터레이크

를유지하려는경우에매우중요합니다. 예를들어, Salesforce 레코드시스템의계정데이터를데이터레이크의

ERP 배송데이터와병합하여배송물류팀에게최신데이터를제공합니다. Snowflake 동기화처리는 Snowflake용

Tableau CRM 커넥터및예약된데이터동기화를사용하여 Tableau CRM을통해원시로컬 Salesforce 데이터를 Snowflake

로내보냅니다. 이기능은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csv로데이터내보내기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Tableau CRM에서준비된데이터를데이터및스키마파일로저장합니다. 그

후공용 API를 .csv 파일로사용하여로컬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이데이터푸시를사용하면 Tableau CRM에서

증강, 정리, 개선된데이터를분석, 저장하거나비즈니스프로세스에알리기위해외부시스템으로전송할수있

습니다. 예를들어 Tableau CRM에서데이터집합을내보낸후 Microsoft Excel에서탐색할수있도록로컬로다운로

드합니다.

Salesforce 출력커넥터(베타)를사용하여준비된 Tableau CRM Data를 Salesforce에병합

Tableau CRM Salesforce 출력커넥터및데이터준비를사용하여준비된데이터집합계정, 기회및사용자정의개

체데이터를 Tableau CRM의 Salesforce 조직으로푸시합니다. 준비된데이터를 Salesforce로되돌리면외부데이터를

통합하고, Salesforce 자동화도구제품군을적용하여데이터에대한작업을하고, 비 Tableau CRM 사용자가보고서

및대시보드를통해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Tableau CRM 데이터를 Tableau Online으로내보내추가분석(베타)

Tableau 하이퍼출력커넥터및데이터준비레시피를사용하여준비된데이터를 Tableau CRM에서 Tableau Online으

로푸시합니다. 변환, 병합, 정리된데이터는추가분석을위해 Tableau Online에 .hyper 파일로푸시됩니다. 예를들

어 Tableau CRM에서부진제품에대한기존기회데이터를준비한후 Tableau Online의도구를사용하여거래를최

적화하는데유용한추세를식별합니다.

연결된데이터소스에대한보안암호화요구사항강화

Tableau CRM은데이터를안전하게유지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이제모든연결에대해 TLS 프로토콜버

전 1.2가강제적용됩니다. 이 TLS 프로토콜버전은이미지원되고있었으며이제는강제적용됩니다. TLS v1.1 이하

를사용하는소스시스템은다시구성할때까지연결할수없습니다.

향상된공유상속범위평가를통해단순화된행수준공유를위한더많은후보자식별

향상된공유상속범위평가를통해어떤개체와사용자가공유상속에적합한후보자인지쉽게확인할수있습

니다. 공유상속을사용하면 Tableau CRM이 Salesforce에서개체에사용하는것과동일한공유설정을데이터집합

에적용할수있습니다. 이제공유상속범위도구에서 Salesforce 조직의공유설명자제한및공유설명자수및제

한을초과하는상위레코드또는사용자를표시합니다.

창함수를사용하여행에대한계산수행

데이터소스의각행에대해관련행의선택또는창에서계산을수행합니다. 행을그룹화하는집계와달리창함

수는각행에대한결과를반환합니다. 예를들어각기회단계에서기회금액의변경사항을계산하여세일즈목

표를달성할수있는지확인합니다. 데이터준비레시피의사용자정의수식변환에서창함수를사용할수있습

니다.

비즈니스를성공으로이끄는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

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하여데이터준비레시피의모든파일럿기능을사용해보십시오. 프로그램

에포함된사항: 시계열예측변환, 클러스터변환, 집계노드의피벗기능파일럿기능은기존기능이정식출시

되거나사용중지되고새파일럿기능이프로그램에추가되면각릴리스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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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예측을사용하여미래예측(파일럿)

시계열예측을사용하여내일에대한예측을기반으로오늘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데이터준비레시피의시

계열예측변환을사용하여내역데이터를기반으로예측을실행합니다. 예를들어분기별세일즈를추정합니

다.

클러스터링을사용하여데이터를분할하는새로운방법찾기(파일럿)

데이터준비레시피의클러스터변환을사용하여공통특성을기반으로데이터의행을별개의클러스터로분할

합니다. 예를들어계정산업, 등급, 직원수, 연매출액을기반으로계정을클러스터링할수있습니다. 클러스터

를사용하면동일한클러스터의다른계정을기반으로각계정에상향판매할제품및서비스를식별할수있습

니다.

피벗을사용하여집계된데이터를다각도로분석(파일럿)

피벗을사용하여중요한메트릭을열의치수별로그룹화합니다. 예를들어계정유형별로각국가의매출총액

을그룹화하여각국가및계정유형조합에대한매출을분석할수있습니다. 치수를열로피벗하려면데이터준

비레시피의집계노드를사용합니다.

열값형식을표준화하여데이터정리

데이터를데이터준비레시피와통합할경우열값이일관되지않거나원하지않는형식일수있습니다. 이제다

음변환에서측정값열의전체자릿수및소수자릿수, 치수열의문자길이, 날짜열의날짜형식을설정할수있

습니다. 특성, 치수-측정값, 측정값-치수, 수식을편집합니다.

분리데이터소스에서행추가

이제레시피에있는열과다른열이있는데이터를추가할수있습니다. 추가노드를사용하여다른소스의행을

스택할때한소스의열이다른소스에존재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제데이터준비레시피의추가노드에

서왼쪽에존재하지않는오른쪽데이터소스의열을지원합니다.

레시피에데이터집합소스가포함되어실행속도가향상됨

이전에는레시피를실행할때데이터를변환하기전에 Tableau CRM에서각소스를준비했습니다. 소스가여러레

시피에참조된경우 Tableau CRM에서해당소스를여러번준비했습니다. 이제데이터집합생성시 Tableau CRM에

서해당데이터집합을준비하고결과를캐시에저장합니다. 데이터집합을소스로사용하는레시피를실행하

면 Tableau CRM이캐시에서준비된데이터집합을가져옵니다. 수행할단계가하나줄어들어레시피실행이더욱

빨라졌습니다.

데이터준비에대한기타개선사항

데이터조인시 API 이름충돌을방지하고입력노드에대한미리보기변경사항을확인합니다.

우선순위예약으로더스마트하게레시피및데이터플로실행

작은레시피나데이트플로실행을위해더긴실행이완료될때까지기다리는일이자주있으십니까? 레시피와

데이터플로우선순위예약은실행대기열을자동으로관리하여, 작고빠른실행을우선순위로지정하는동시

에크고긴실행이적시에완료되도록보장합니다. 우선순위는내역런타임, 데이터집합입력크기, CSV 파일크

기와같은요소를기반으로자동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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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처리를사용하여 Snowflake의 Salesforce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정식출시)

Snowflake 동기화처리를사용하면타사 ETL 도구없이도 Snowflake의 Salesforce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할수있습

니다. 새로운 Salesforce 데이터는처리, 분석, 비즈니스자동화또는보관을위해중앙 Snowflake 데이터레이크를유지

하려는경우에매우중요합니다. 예를들어, Salesforce 레코드시스템의계정데이터를데이터레이크의 ERP 배송데

이터와병합하여배송물류팀에게최신데이터를제공합니다. Snowflake 동기화처리는 Snowflake용 Tableau CRM 커넥

터및예약된데이터동기화를사용하여 Tableau CRM을통해원시로컬 Salesforce 데이터를 Snowflake로내보냅니다.

이기능은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유: 데이터준비레시피출력노드를사용하여 Snowflake로데이터를푸시할수있지만이확장은처리계층을추

가합니다. Snowflake 동기화처리를사용하면증강을위한추가처리시간없이도 Tableau CRM이 Salesforce에서데이터

를수신한것과동일한조건으로데이터를푸시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의 Analytics 설정에서 Snowflake 동기화처리를활성화합니다. 데이터관리자의연결탭에서데이터에연결

을클릭합니다. 출력연결탭에서연결을추가하고 Snowflake 계정정보를사용하여구성합니다.

연결탭으로돌아가서 Snowflake로내보낼데이터와로컬 Salesforce 연결을찾습니다. 예를들어, SFDC_LOCAL_DAILY 연

결에는계정개체가포함되어있습니다. 연결옆의메뉴( )를선택하고동기화처리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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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는각로컬개체에대해데이터동기화처리가완료될때실행됩니다. 예를들어, 데이터동기화가계정개체

에서 Tableau CRM로데이터를끌어온다음, 동기화처리가동일한계정데이터를 Snowflake로푸시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nowflake 동기화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csv로데이터내보내기

데이터준비출력노드를사용하여 Tableau CRM에서준비된데이터를데이터및스키마파일로저장합니다. 그후공

용 API를 .csv 파일로사용하여로컬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이데이터푸시를사용하면 Tableau CRM에서증강, 정

리, 개선된데이터를분석, 저장하거나비즈니스프로세스에알리기위해외부시스템으로전송할수있습니다. 예

를들어 Tableau CRM에서데이터집합을내보낸후 Microsoft Excel에서탐색할수있도록로컬로다운로드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데이터준비를사용하여레시피를빌드합니다. 출력노드에서 CSV(1)에쓰기를선택합니다. 파일을다운로드

하는사용자의이름(2)을입력합니다. 필요에따라 CSV 파일의(3)의파티션당최대파일크기및최대행수를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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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저장합니다. 레시피가실행되면 Tableau CRM이 Salesforce 데이터베이스에출력을씁니다. Salesforce에서데

이터를검색하려면워크벤치등의도구를사용하여데이터집합 ID를찾고 Salesforce CLI를사용하여파일을다운로

드합니다. 해당도구를사용하는것에대해 Salesforce 개발자에게문의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블로거: Einstein Analytics 데이터집합내보내기

Salesforce 출력커넥터(베타)를사용하여준비된 Tableau CRM Data를 Salesforce에병합

Tableau CRM Salesforce 출력커넥터및데이터준비를사용하여준비된데이터집합계정, 기회및사용자정의개체데

이터를 Tableau CRM의 Salesforce 조직으로푸시합니다. 준비된데이터를 Salesforce로되돌리면외부데이터를통합하

고, Salesforce 자동화도구제품군을적용하여데이터에대한작업을하고, 비 Tableau CRM 사용자가보고서및대시보

드를통해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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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 Salesforce 출력커넥터는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따

른 "서비스"의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

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

일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

목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

해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

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

의 Tableau CRM 파일럿및베타커넥터그룹에서 Salesforce 출력커넥터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

할수있습니다.

이유: Tableau CRM을사용하면원격데이터를 Salesforce 레코드와병합하고누락값예측, 분위기분석및클러스터링

과같은변환을할수있습니다. 이제데이터준비출력노드와 Salesforce 출력커넥터를함께사용하여연결된 Salesforce

조직에증강데이터를삽입, 업데이트, 업설트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외부주문이있는계정데이터를조회및업데이트한후데이터를다시 Salesforce로푸시합니다. 데이터동

기화를사용하여 Salesforce에서 Tableau CRM으로계정레코드데이터를가져오고 Tableau CRM Snowflake 커넥터를사

용하여 Snowflake에서주문데이터를가져옵니다. 그후데이터준비조인노드를사용하여주문데이터를계정레코

드및출력노드에연결하고변환된데이터를 Salesforce로푸시합니다. Salesforce에서프로세스빌더를사용하여주문

추세가감소할경우계정소유자에게알려줍니다.

방법: 데이터관리자의연결탭에서데이터에연결을클릭합니다. 출력연결탭에서연결을추가하고 Salesforce 조직

정보를사용하여구성합니다. 사용하는조직자격증명에따라커넥터의액세스수준이결정됩니다.

데이터준비를사용하여레시피를빌드합니다. 이예에서는외부주문데이터를사용하여 Salesforce 계정데이터를

조회및업데이트합니다. 출력노드에서출력연결에쓰기를선택합니다(1). Salesforce 출력연결을선택하여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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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로푸시하고쓸개체를 (3)으로푸시합니다. 푸시를 UPDATE, INSERT 또는 UPSERT 데이터(4)로보낼것인지선택합

니다. 레시피열을상응하는외부개체열(5)로매핑합니다.

레시피를저장합니다. 레시피가실행되면 Tableau CRM이 Salesforce 조직에출력을씁니다.

Tableau CRM 데이터를 Tableau Online으로내보내추가분석(베타)

Tableau 하이퍼출력커넥터및데이터준비레시피를사용하여준비된데이터를 Tableau CRM에서 Tableau Online으로

푸시합니다. 변환, 병합, 정리된데이터는추가분석을위해 Tableau Online에 .hyper 파일로푸시됩니다. 예를들어

Tableau CRM에서부진제품에대한기존기회데이터를준비한후 Tableau Online의도구를사용하여거래를최적화하

는데유용한추세를식별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319

Tableau CR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주: 베타기능인 Tableau 하이퍼출력커넥터는미리보기에해당하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따른

"서비스"의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

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

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

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

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

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

의 Tableau CRM 파일럿및베타커넥터그룹에서 Tableau 하이퍼출력커넥터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

제공할수있습니다.

방법: 데이터관리자의연결탭에서데이터에연결을클릭합니다. 출력연결탭에서연결을추가하고 Tableau Online

계정정보를사용하여구성합니다.

데이터준비를사용하여레시피를빌드합니다. 출력노드에서출력연결에쓰기를선택합니다(1). Tableau 하이퍼연

결을선택하여데이터를 (2)로푸시합니다. 쓸 Tableau Online 프로젝트를개체이름(3)으로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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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저장합니다. 레시피를실행할때마다 Tableau CRM은지정된 Tableau Online 프로젝트내에서출력을 Extract.hyper

파일로씁니다. 여기에서추가분석을수행하거나 Tableau CRM 데이터를 Tableau Online 대시보드로확장할수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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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데이터소스에대한보안암호화요구사항강화

Tableau CRM은데이터를안전하게유지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이제모든연결에대해 TLS 프로토콜버전 1.2

가강제적용됩니다. 이 TLS 프로토콜버전은이미지원되고있었으며이제는강제적용됩니다. TLS v1.1 이하를사용

하는소스시스템은다시구성할때까지연결할수없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연결된시스템의암호화문서및구성을참조하여 TLS v1.2를충족하거나초과하도록소스시스템의암호화를

확인또는다시구성합니다. 아직이표준을충족하지않은경우기존연결을다시구성하여해당표준을충족합니

다.

향상된공유상속범위평가를통해단순화된행수준공유를위한더많은후보자식별

향상된공유상속범위평가를통해어떤개체와사용자가공유상속에적합한후보자인지쉽게확인할수있습니

다. 공유상속을사용하면 Tableau CRM이 Salesforce에서개체에사용하는것과동일한공유설정을데이터집합에적

용할수있습니다. 이제공유상속범위도구에서 Salesforce 조직의공유설명자제한및공유설명자수및제한을초

과하는상위레코드또는사용자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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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Analytics를입력한다음, Sharing Inheritance Coverage Assessment(공유상속범

위평가)를선택합니다. Salesforce 개체탭(1)에서공유상속에대해평가할개체를선택하고평가보기(2)를클릭합니

다. 조직의최대공유설명자(3)보다많은최상위레코드가표시됩니다.

공유설명자는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또는그룹의 ID입니다. 개체레코드및사용자가조직의

최대설명자보다적을경우공유상속을계속적용합니다. 레코드가제한을초과할경우조직의공유전략유연성

에따라레코드당설명자수를줄이거나 Salesforce 지원부서에문의하여더높은제한값을선택할수있는지확인합

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공유규칙을승계하여행수준보안추가

창함수를사용하여행에대한계산수행

데이터소스의각행에대해관련행의선택또는창에서계산을수행합니다. 행을그룹화하는집계와달리창함수

는각행에대한결과를반환합니다. 예를들어각기회단계에서기회금액의변경사항을계산하여세일즈목표를

달성할수있는지확인합니다. 데이터준비레시피의사용자정의수식변환에서창함수를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사용자정의수식에서창함수를사용하여행에대한계산을수행합니다. 예를들어창함수를사용하여기회

레코드가업데이트될때마다수익의백분율변화를계산할수있습니다. 기회내역개체는시간경과에따른기회

의변경사항을추적합니다. 레코드가날짜별로오름차순으로정렬된경우각기회의변경내역을확인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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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함수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수식을만들려면사용자정의수식변환을데이터준비레시피의변환노드에추

가합니다. Multiple row formula(여러행수식)를활성화하여수식에서창함수를사용합니다. 예를들어다음사용자

정의수식을입력하여수익의백분율변화를계산합니다.

(((current(Profit)-lag(Profit)))/current(Profit))*100

그후창속성을정의합니다. 예를들어파티션기준을기회이름으로, 정렬기준을마지막수정날짜로, 정렬방향을

오름차순으로설정합니다. 해당설정에기반하여변환은동일한기회이름을기준으로모든레코드를파티션(예:

버킷)으로결합합니다. 그후마지막수정날짜를기준으로각파티션의레코드를오름차순으로정렬합니다. 이전

기회레코드업데이트이후수익변경을확인하려면레코드를정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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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행에대한지연함수가정의되지않았으며기본값이지정되지않았기때문에레시피실행시각파티션의

첫번째계산은 null입니다. 파티션의모든후속값은수익률변경을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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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에서다음창함수를사용할수있습니다.

설명창 함수

파티션의현재레코드에서값을반환합니다.current

순서에따라파티션에있는각레코드의순위를반환합니다. 순위는연속적이

며값이일치할경우반복되지않습니다.

dense_rank

파티션의첫번째레코드에서값을반환합니다.first_value

파티션의이전레코드에서값을반환합니다.lag

파티션의마지막레코드에서값을반환합니다.last_value

파티션의다음레코드에서값을반환합니다.lead

순서에따라파티션에있는각레코드의순위를반환합니다. 값이동일할경우

등급을반복하고일치하지않는다음항목이올때까지건너뜁니다.

rank

파티션의행번호를반환합니다. 파티션의행마다 1씩증가합니다.row_number

비즈니스를성공으로이끄는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

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하여데이터준비레시피의모든파일럿기능을사용해보십시오. 프로그램에

포함된사항: 시계열예측변환, 클러스터변환, 집계노드의피벗기능파일럿기능은기존기능이정식출시되거나

사용중지되고새파일럿기능이프로그램에추가되면각릴리스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특정사용약관에동의하는선별된고객에게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이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

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각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

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

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사용자의

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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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기능을사용하려면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활성화사용자권한이할당되어야

하며조직이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시계열예측을사용하여미래예측(파일럿)

클러스터링을사용하여데이터를분할하는새로운방법찾기(파일럿)

피벗을사용하여집계된데이터를다각도로분석(파일럿)

시계열예측을사용하여미래예측(파일럿)

시계열예측을사용하여내일에대한예측을기반으로오늘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데이터준비레시피의시계

열예측변환을사용하여내역데이터를기반으로예측을실행합니다. 예를들어분기별세일즈를추정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특정사용약관에동의하는선별된고객에게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이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

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각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

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

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사용자의

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대상: 시계열예측변환을사용하려면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활성화사용자권한이할당되어야하며조직이스

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

방법: 시계열예측변환을만들기전에집계노드를추가하여예측기간에대한측정값을결합합니다. 예를들어다

음 6개월간의총액및기회수를예측하려면두측정값을집계(1)로추가하고집계노드의마감날짜(2) 열에서연도

및월별로행을그룹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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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예측변환을변환노드에추가하려면변환도구모음의시계열예측버튼( )을클릭합니다. 그룹화날짜기

준필드(1)에서주또는월과같은시계열데이터의시간간격을선택합니다. 그후관련기간을식별하는치수열을

선택합니다. 예를들어날짜를연도-월별로그룹화하려면연도및월열(2)을선택합니다. 해당열은이전에만든집

계노드에서생성되었습니다. 계절성필드(3)는무시하셔도됩니다. 이기능은아직사용할수없습니다.

예측길이필드(4)에서예측할기간의수를지정합니다. 예를들어연도-월별로날짜를그룹화하고예측길이를 12

로설정하면다음 12개월동안예측을확인할수있습니다. 예측할열(5)에서예측할측정값열을선택합니다. 최대

5개의열을예측할수있습니다.

그후모델필드(6)에사용할예측모델을선택합니다.

• 가산에는 Holt-Winters 가산방법을사용합니다. 계절변동이계열전반에걸쳐대략적으로일정한경우이방법을

사용합니다.

• 곱셈에는 Holt-Winters 곱셈방법을사용합니다. 계절변동이평균(계열수준)에비례하여변경하는경우이방법

을사용합니다.

마지막기간의데이터가불완전할경우(즉, 기간이아직끝나지않음) Ignore Last Time Period(마지막기간무시)(7)를

선택합니다. 불완전한데이터를사용할경우예측이잘못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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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실행하여예측을확인합니다. 각예측열에는모든기간에대한결과가표시됩니다. 이예에서는행예측

및금액예측합계열에예측이표시됩니다. 필요한경우 Coalesce 함수를사용하여여기에표시된것처럼단일열에

서미래기간에대한예측을실제측정값을결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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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레시피를실행할때각기간에대한예측을생성하기위해변환은백그라운드에서누락된기간행을채우

고, 예측된열에는 0을입력하고다른열에는 null을입력합니다.

클러스터링을사용하여데이터를분할하는새로운방법찾기(파일럿)

데이터준비레시피의클러스터변환을사용하여공통특성을기반으로데이터의행을별개의클러스터로분할합

니다. 예를들어계정산업, 등급, 직원수, 연매출액을기반으로계정을클러스터링할수있습니다. 클러스터를사용

하면동일한클러스터의다른계정을기반으로각계정에상향판매할제품및서비스를식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특정사용약관에동의하는선별된고객에게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이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

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각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

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

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사용자의

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대상: 클러스터변환을사용하려면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활성화사용자권한이할당되어야하며조직이스마트

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

방법: 클러스터변환을데이터준비레시피의변환노드에추가하려면클러스터버튼( )을클릭합니다. 변환을설

정하려면클러스터결정에사용되는클러스터수와열(측정값또는치수)을입력합니다.

예를들어계정을분할하려면계정산업, 등급, 직원수, 연매출액을기반으로 3개의클러스터를만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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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실행하면각계정에클러스터가할당됩니다.

클러스터링알고리즘이선택된열의공통값집합을기반으로클러스터를결정합니다. 예를들어직원수와연매출

액이알고리즘에의해결정된동일한범위에속하지않는경우산업및등급이동일한계정을다른클러스터에배

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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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대시보드를구축하여각클러스터의계정에대한인사이트를얻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클러스터 3의연매

출액이가장높지만(약 400억달러) 해당클러스터에는 3개의계정만있습니다. 클러스터에기반한인사이트가표시

되지않을경우다른클러스터집합을만들어구매한제품및기회유형등다른주요특성을확인할수있습니다.

피벗을사용하여집계된데이터를다각도로분석(파일럿)

피벗을사용하여중요한메트릭을열의치수별로그룹화합니다. 예를들어계정유형별로각국가의매출총액을

그룹화하여각국가및계정유형조합에대한매출을분석할수있습니다. 치수를열로피벗하려면데이터준비레

시피의집계노드를사용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특정사용약관에동의하는선별된고객에게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이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

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각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

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

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사용자의

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대상: 집계노드의피벗기능을사용하려면데이터준비파일럿기능활성화사용자권한이할당되어야하며조직

이스마트전환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

방법: 피벗을사용하여집계된행을더많은치수로분할합니다. 예를들어국가별평균기회금액을집계한후계정

유형을추가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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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액을계정유형별로분할하려면집계노드의열그룹화(파일럿) 필드에계정유형을추가합니다. 치수의각

값이별도의열로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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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준비에서집계및그룹열값(이예에서는 Customer_Average Amount and Partner_Average Amount)을기반으로피

벗된열의이름을지정합니다. 피벗테이블을사용하면각국가별로고객및파트너메트릭을빠르게비교할수있

습니다. 또한측정값별로정렬하여고객및파트너에대해가장높은평균금액을생성하는국가를확인할수있습

니다.

집계노드에서피벗기능사용시다음규칙을고려하십시오.

• 그룹화를추가하기전에하나이상의집계를추가해야합니다.

• 최대 2개의열을열그룹화(파일럿) 필드에추가할수있습니다.

• 피벗을사용하면열수가증가하므로집계노드에서최대 5,000개의열을만들수있습니다. 노드가최대값을초

과할경우집계또는행및열그룹화를변경하여열수를줄일수있습니다.

열값형식을표준화하여데이터정리

데이터를데이터준비레시피와통합할경우열값이일관되지않거나원하지않는형식일수있습니다. 이제다음

변환에서측정값열의전체자릿수및소수자릿수, 치수열의문자길이, 날짜열의날짜형식을설정할수있습니다.

특성, 치수-측정값, 측정값-치수, 수식을편집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예를들어데이터준비레시피를만들어직원데이터를정리할수있습니다. 급여열유형을치수에서측정값

으로변환하려면치수-측정값변환을추가합니다.

소수점이하자릿수를설정하려면열특성상자를클릭하고소수자릿수를 0으로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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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데이터소스에서행추가

이제레시피에있는열과다른열이있는데이터를추가할수있습니다. 추가노드를사용하여다른소스의행을스

택할때한소스의열이다른소스에존재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제데이터준비레시피의추가노드에서왼

쪽에존재하지않는오른쪽데이터소스의열을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추가노드를설정하려면오른쪽소스의열을왼쪽으로매핑합니다. 왼쪽에존재하지않는오른쪽열을포함

하려면매핑된열아래에서 +를클릭하여열매핑을추가한후오른쪽열을추가합니다. 왼쪽열은빈상태로둡니

다.

이예에서는합계열이있는레거시세일즈데이터를합계열이없는현재세일즈데이터에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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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되지않은열의경우추가노드는왼쪽소스에서오는모든행에대해 null 측정값처리가활성화되었는지여부

에따라 null 또는 0을삽입합니다. 이미리보기에서는왼쪽행에 0이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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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에데이터집합소스가포함되어실행속도가향상됨

이전에는레시피를실행할때데이터를변환하기전에 Tableau CRM에서각소스를준비했습니다. 소스가여러레시

피에참조된경우 Tableau CRM에서해당소스를여러번준비했습니다. 이제데이터집합생성시 Tableau CRM에서해

당데이터집합을준비하고결과를캐시에저장합니다. 데이터집합을소스로사용하는레시피를실행하면 Tableau

CRM이캐시에서준비된데이터집합을가져옵니다. 수행할단계가하나줄어들어레시피실행이더욱빨라졌습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이렇게향상된성능은데이터집합이소스로있으며해당기준중하나를충족하는레시피에서작동합니다.

• 데이터집합은예약된레시피에대한입력입니다.

• 지난 7일이내에생성, 수정또는실행된데이터플로또는레시피에의해데이터집합이생성되었습니다.

• CSV 업로드또는외부데이터 API에의해데이터집합이생성되었습니다.

주: 레시피가캐시를찾지못할경우 Tableau CRM에서데이터집합을다시준비합니다.

데이터준비에대한기타개선사항

데이터조인시 API 이름충돌을방지하고입력노드에대한미리보기변경사항을확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유: 해당기능의업데이트를확인합니다.

• 조인노드의왼쪽및오른쪽데이터소스에있는열사이의 API 이름충돌을방지하려면접두사를입력합니다. 조

인노드는오른쪽데이터소스의열에접두사를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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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준비레시피에입력노드를추가하면기본적으로첫 100개이후의모든열이미리보기에서숨겨집니다.

필요한경우숨기기취소하여미리볼수있습니다.

우선순위예약으로더스마트하게레시피및데이터플로실행

작은레시피나데이트플로실행을위해더긴실행이완료될때까지기다리는일이자주있으십니까? 레시피와데

이터플로우선순위예약은실행대기열을자동으로관리하여, 작고빠른실행을우선순위로지정하는동시에크

고긴실행이적시에완료되도록보장합니다. 우선순위는내역런타임, 데이터집합입력크기, CSV 파일크기와같

은요소를기반으로자동계산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유: 우선순위예약은때때로발생하는대기열시간급증을완화하는데가장유용합니다. 긴대기열시간이전혀

또는자주발생하지않는다면우선순위예약이그리유용하지않습니다. 대기열을관리하려면대기열에이미과부

하문제가발생한동안이아니라사전에이기능을활성화하십시오. 이기능은최대동시실행수를늘리지않습니

다.

예를들어동시에세개의레시피를실행하도록예약합니다. 하나는행이더많고 30분동안실행됩니다. 나머지두

개는행이더적은작은레시피이고 3분동안실행됩니다. 더큰레시피의실행요청이짧은요청보다 1밀리초전에

도착합니다. 우선순위예약을사용하지않으면요청된실행이선입선출대기열에추가되므로더작은실행은더

큰실행이완료될때까지 30분을기다립니다. 우선순위예약을사용하면실행시간이짧은더작은레시피가먼저

실행되고더큰레시피가실행됩니다. 우선순위가높은실행이더긴실행대기열앞에계속해서추가되면예약된

요청한시간후에일시적으로선입선출대기열로전환됩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Analytics를입력한다음, 설정, 데이터플로우선순위예약을차례로선택합니

다. 언제든지이기능을비활성화하고선입선출대기열로돌아갈수있습니다.

Analytics 사전빌드템플릿및앱

본인의업종에맞는 Tableau CRM 템플릿을사용하여앱, 대시보드, 스토리구축을간소화합니다. Revenue Operations 대

시보드에서팀의활동에대한더많은인사이트를얻고, Einstein Discovery 모델링을사용하여상위동인을탐색하고,

지점관리대시보드를사용하여지점소매은행성과를향상하고, 새 Analytics for Loyalty 및 Rebate Analytics 앱을사용

하여고객유지를유도합니다.

이섹션에서는:

향상된수주율을지원할수있도록팀활동검토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의새활동인텔리전스대시보드에는팀의활동, 파이프라인, 마감된거래가표시됩

니다. 대시보드에는뒤쳐지고코칭이필요한팀구성원이표시됩니다. 파이프라인의개별성과및기회상태에

대한세부사항을크기별로정렬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그후팀구성원이가능한한최고의수주율을달성하

고확보할수있는활동을목표로지정할수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 모델링을사용하여더많은고객확보

이제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에서 Einstein Discovery 모델을생성하여세일즈팀의수주율극대화방법을추천

할수있습니다. 이모델에는예측에가장긍정적영향및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인매출동인에대한인사이

트가포함되어있습니다. 수주율을지원하는활동을더잘파악하도록모델을수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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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매출액예측동인을파악하여세일즈활동에집중

Revenue Operations Analytic 앱의새차트에서세일즈예측에영향을미치는상위긍정적동인및부정적동인을확

인하여세일즈활동에매진할수있습니다. 예측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면매출을발생시키는활동을

더잘예측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긍정적예측이 Enterprise 계정과밀접한관련이있고부정적예측이새계정

과밀접한관련이있는경우 Enterprise 계정에집중해야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Healthcare용 Analytics 앱의계정유형에서선택

Retail Banking용 Analytics 앱에서지점운영향상

리드내역을포함하거나포함하지않고앱만들기

가구분석및교차판매기회파악

신속한예측설정

라이프이벤트인사이트로고객참여촉진

충성도용 Einstein Discovery로구성원참여향상

고객충성도분석및비즈니스성장

Consumer Goods용 Analytics로매장가격규정준수모니터링

Rebate Analytics로환급프로그램분석및비즈니스강화

참여채널성과모니터링및고객경험향상

향상된수주율을지원할수있도록팀활동검토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의새활동인텔리전스대시보드에는팀의활동, 파이프라인, 마감된거래가표시됩니

다. 대시보드에는뒤쳐지고코칭이필요한팀구성원이표시됩니다. 파이프라인의개별성과및기회상태에대한

세부사항을크기별로정렬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그후팀구성원이가능한한최고의수주율을달성하고확보

할수있는활동을목표로지정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앱을선택합니다. Revenue Operations Analytics를찾아서선

택하고마법사의지침에따라앱을만듭니다.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을만든후새활동인텔리전스대시보드

를열어세일즈팀의계정활동에대한차트와데이터를수주율과관련하여볼수있습니다. 활동에는통화, 이메일,

이벤트(예: 예정된회의), 과업(예: 미리알림)이포함되어있습니다.

기존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이있을경우업그레이드하여새기능을표시할수있습니다. 앱을업그레이드하

려면 Tableau CRM 홈페이지에서새버전사용가능을클릭한다음, 마법사의지침을따르십시오. 앱을업그레이드하

면사용자정의가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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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Discovery 모델링을사용하여더많은고객확보

이제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에서 Einstein Discovery 모델을생성하여세일즈팀의수주율극대화방법을추천할

수있습니다. 이모델에는예측에가장긍정적영향및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인매출동인에대한인사이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주율을지원하는활동을더잘파악하도록모델을수정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앱을선택합니다. Revenue Operations Analytics를찾아서선

택하고마법사의지침에따라앱을만듭니다. 앱만들기에는수주율을극대화하는방법을모델링하기위한 Einstein

Discovery 수주가능성스토리생성이포함되어있습니다. 기존앱이있을경우새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앱을만

드는것이좋습니다.

상위매출액예측동인을파악하여세일즈활동에집중

Revenue Operations Analytic 앱의새차트에서세일즈예측에영향을미치는상위긍정적동인및부정적동인을확인

하여세일즈활동에매진할수있습니다. 예측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면매출을발생시키는활동을더잘

예측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긍정적예측이 Enterprise 계정과밀접한관련이있고부정적예측이새계정과밀접한

관련이있는경우 Enterprise 계정에집중해야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새 Einstein Discovery 수주가능성모델을기반으로하는 Revenue Operations 대시보드에는세일즈팀구성원에

대한예측인사이트가표시됩니다. 새 Top Drivers(상위동인) 위젯을보려면 View Forecast(예측보기)를클릭하여개

별메트릭을확인합니다. 위젯에는팀구성원의긍정적예측및부정적예측에영향을미치는상위 3개의동인이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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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앱구축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를사용하여대시보드구축을간소화하고(정식출시), 구성가능한작업및대량작업을통

해데이터가보다잘실행되도록만들고, 대시보드를복잡하게만들지않고숫자위젯에사용자정의세부사항을

추가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를사용하여원하는대로대시보드구축(정식출시)

대시보드구성요소는다른위젯및페이지를포함할수있는위젯유형입니다. 여러대시보드에서차트, 테이블,

필터, 텍스트등의그룹을쉽게재사용하고관리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숫자위젯툴팁에사용자정의텍스트및시각화추가

대시보드를깔끔하게유지하면서 KPI에대한추가정보를확인하고싶으십니까? 이제숫자위젯툴팁에동적텍

스트와시각화가포함되므로대시보드의중요비즈니스메트릭위로마우스를이동하면추가세부사항을확인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매출총액을표시하는숫자위셋에산업별매출을구분하는툴팁및동적텍스트에차

트를추가하여성과가가장우수한산업을강조표시합니다.

장소에구애받지않고한번에최대 100개의레코드에있는모든데이터에대한조치수행

대화형데이터테이블을만들때다양한열에서사용자가레코드를열거나통화를기록하는것처럼빠르게작

업을수행한다고생각해보십시오. 이전에는테이블의데이터소스또는쿼리소유자를식별하여사용자정의

작업을구성하도록요청했지만이제는데이터에대한보기액세스권한만있는경우에도직접작업을구성할

수있습니다. 장소에관계없이작업을구성하면원클릭작업기능과결합되어데이터를즉시실행할수있습니

다. 또한사용자가최대 100개의레코드에대한대량작업을한번에수행하도록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세일

즈관리자는팀기회목록을조회하여마감날짜가지난모든레코드에대한경고를클릭하여받을수있습니다.

SQL을 Tableau CRM Direct Data를함께사용(베타)

이제실시간데이터집합에서 SQL 쿼리를실행하여 Snowflake 데이터에대한분석을확장하면더많은인사이트

를확인할수있습니다. 비용대매출비율등일반적인비즈니스사례를계산하고, 데이터에고급정렬을적용하

고, 윈도우함수수식을사용하여작업하는 SQL 쿼리를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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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기에서최대 6개의필드로데이터그룹화

대규모데이터집합분석시더많은데이터그룹이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이제탐색기차트및테이블에서데

이터를최대 6개의측정기준또는날짜필드로그룹화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데이터그룹화를 5개이상포함

하도록 SAQL 쿼리또는 JSON 파일을편집했습니다.

SAQL의새로운기능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에익숙한경우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의고유한 Tableau CRM용 SQL 버전

을사용하여편하게작업할수있습니다. SAQL에서새 like 연산자를사용하여문자열의모든위치에서발견된

단일문자및패턴을일치시키고 sample 키워드를사용하여데이터집합의임의하위집합을선택할수있습

니다.

재사용가능한구성요소를사용하여원하는대로대시보드구축(정식출시)

대시보드구성요소는다른위젯및페이지를포함할수있는위젯유형입니다. 여러대시보드에서차트, 테이블, 필

터, 텍스트등의그룹을쉽게재사용하고관리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재사용가능한대시보드구성요소로대시보드생성및관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

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숫자위젯툴팁에사용자정의텍스트및시각화추가

대시보드를깔끔하게유지하면서 KPI에대한추가정보를확인하고싶으십니까? 이제숫자위젯툴팁에동적텍스

트와시각화가포함되므로대시보드의중요비즈니스메트릭위로마우스를이동하면추가세부사항을확인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매출총액을표시하는숫자위셋에산업별매출을구분하는툴팁및동적텍스트에차트를추

가하여성과가가장우수한산업을강조표시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이예에서대시보드에서선택한매출총액숫자위젯을사용하여위젯속성패널의툴팁에서사용자정의를

선택합니다(1). 차트를포함하려면시각화만들기를클릭합니다(2). 계정데이터집합을선택한후산업별매출합계

를내림차순으로표시하는가로막대차트를만듭니다(3). 툴팁에서매출이가장많은산업을표시하려면쿼리데이

터추가를클릭합니다(4). 산업쿼리를데이터소스로선택한후산업을툴팁의사용자정의텍스트에서참조할필

드로설정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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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를클릭하여툴팁이제대로표시되는지확인한후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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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구애받지않고한번에최대 100개의레코드에있는모든데이터에대한조치수행

대화형데이터테이블을만들때다양한열에서사용자가레코드를열거나통화를기록하는것처럼빠르게작업을

수행한다고생각해보십시오. 이전에는테이블의데이터소스또는쿼리소유자를식별하여사용자정의작업을구

성하도록요청했지만이제는데이터에대한보기액세스권한만있는경우에도직접작업을구성할수있습니다.

장소에관계없이작업을구성하면원클릭작업기능과결합되어데이터를즉시실행할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가

최대 100개의레코드에대한대량작업을한번에수행하도록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세일즈관리자는팀기회

목록을조회하여마감날짜가지난모든레코드에대한경고를클릭하여받을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탐색기의치수열에사용자정의작업메뉴를추가하려면치수에대한열작업메뉴를클릭하고작업구성을

선택합니다.

치수에대한작업을구성하고, ID 표시필드및작업을선택합니다. 완료를클릭하고렌즈를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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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음, 대시보드사용자가대량빠른작업을추가하여구성된열에있는최대 100개의레코드에대해빠른작업

을수행할수있습니다. 실행가능한데이터가있는값테이블(1), 패싯된차트또는필터(2), 링크위젯(3)을대시보드

에추가합니다. 링크위젯의위젯속성패널에빠른작업(4)과일치하는텍스트를사용하여링크의이름을지정합니

다. 링크대상목록(5)의대량작업을선택합니다. 단계목록(6)의테이블쿼리이름을선택합니다. 열이름을선택하

여대량빠른작업을작업열목록(7)에적용합니다. 그후 Salesforce 작업목록(8)에서수행할대량빠른작업을선택

합니다.

이예에서대량빠른작업은계정을업데이트하는것입니다. 사용자가패싯된차트에서계정유형을선택한후계

정업데이트링크를클릭하면테이블쿼리의계정 ID를사용하여해당유형의모든계정(최대 100개의레코드)을업

데이트할수있습니다.

SQL을 Tableau CRM Direct Data를함께사용(베타)

이제실시간데이터집합에서 SQL 쿼리를실행하여 Snowflake 데이터에대한분석을확장하면더많은인사이트를

확인할수있습니다. 비용대매출비율등일반적인비즈니스사례를계산하고, 데이터에고급정렬을적용하고, 윈

도우함수수식을사용하여작업하는 SQL 쿼리를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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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주: 베타기능인 Tableau CRM Direct Data용 SQL은미리보기이며,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따른 "서비스"의

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

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용성을

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니다. 기

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손상에

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

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이기능

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방법: Tableau CRM Direct Data용 SQL을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Analytics를입력한후설정을선

택합니다. 실시간데이터집합에 SQL 사용(베타)을선택한후저장을클릭합니다.

실시간데이터집합에대한 SQL 쿼리를만들려면 Tableau CRM Analytics Studio에서데이터집합을열고쿼리모드를클

릭합니다(1). SQL 쿼리를편집하고쿼리실행을클릭하여유효성을검사합니다(2). 대시보드에쿼리를추가하려면

쿼리렌즈를대시보드에잘라냅니다(3).

다음사항도참조:

Tableau CRM용 SQL 개발자가이드: Tableau CRM용 SQL 소개(베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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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기에서최대 6개의필드로데이터그룹화

대규모데이터집합분석시더많은데이터그룹이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이제탐색기차트및테이블에서데이

터를최대 6개의측정기준또는날짜필드로그룹화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데이터그룹화를 5개이상포함하도

록 SAQL 쿼리또는 JSON 파일을편집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IdeaExchange: 비교테이블에네개이상의그룹화허용

SAQL의새로운기능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에익숙한경우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의고유한 Tableau CRM용 SQL 버전을

사용하여편하게작업할수있습니다. SAQL에서새 like 연산자를사용하여문자열의모든위치에서발견된단일

문자및패턴을일치시키고 sample 키워드를사용하여데이터집합의임의하위집합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Tableau CRM용 SQL(베타)을사용하여쿼리를빠르게추적

Tableau CRM에맞게조정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사용하여데이터집합에대한쿼리를실행합니다. SQL

은일반적으로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데이터로작업하는데사용됩니다. 아마 MySQL 및 PostGreSQL과같

은변형이친숙할것입니다. 당사버전은 Tableau CRM 데이터집합에서실행되며공유상속및사용자정의회계

캘린더와같은 Salesforce 기능을기본적으로지원합니다.

SAQL의무작위샘플링을사용하여쉽게교육데이터만들기

전체데이터집합에대한쿼리를실행하고싶지않은경우가있습니다. 대신전체분포를대표할수있는데이터

집합의임의하위집합을선택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alytics 쿼리언어(SAQL)의새무작위샘플링기능(sample

키워드)을사용하여데이터집합의대표샘플에대한쿼리를프로젝션할수있습니다. 무작위샘플링의사용사

례중하나는기계학습모델의교육샘플을만드는것입니다. 예를들어작은데이터샘플은첫 100개행보다더

욱정확한전체데이터집합미리보기를제공할수있습니다.

SAQL의 like 연산자를사용하여패턴일치미세조정

Salesforce Analytics 쿼리언어(SAQL)의 like 비교연산자를사용하면문자열의모든위치에서발견되는단일문자

및패턴을일치시킬수있습니다.

Tableau CRM용 SQL(베타)을사용하여쿼리를빠르게추적

Tableau CRM에맞게조정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사용하여데이터집합에대한쿼리를실행합니다. SQL은

일반적으로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데이터로작업하는데사용됩니다. 아마 MySQL 및 PostGreSQL과같은변

형이친숙할것입니다. 당사버전은 Tableau CRM 데이터집합에서실행되며공유상속및사용자정의회계캘린더와

같은 Salesforce 기능을기본적으로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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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타기능인 Tableau CRM용 SQL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따른 "서비스"의일부가

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

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용성을보장하

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니다. 기능은있

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손상에대해서

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

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이기능에대한

사용자의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이유: SQL은데이터조작을위한가장일반적인산업표준입니다. 구문에익숙한경우 Tableau CRM용 SQL이어렵지않

게느껴질것입니다. 대부분의기능이동일하지만지원되지않는기능이쿼리에필요한경우당사의독자적인쿼리

언어인 SAQL을사용하십시오.

방법: Tableau CRM용 SQL을활성화하려면지원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Analytics Studio에서 Tableau CRM용 SQL을사

용하려면데이터집합의렌즈를열고쿼리모드버튼을클릭합니다.

SAQL은기본쿼리언어입니다. SQL로전환하려면 Switch to SQL(SQL로전환)을클릭합니다.

SQL로전환하면현재쿼리가지워진다는경고가표시됩니다. SAQL 쿼리를삭제하지않으려면복사해두십시오. 그

후 Switch to SQL(SQL로전환)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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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의기본쿼리는데이터집합의행수입니다. 각도시별로범주가발생한횟수를계산하도록쿼리를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10개행으로제한하기때문에결과에는가구범주의첫 10개도시가표시됩니다.

SELECT Category, City, count(*) as "Count"
FROM "Superstore"
GROUP BY Category, City
LIMIT 10;

count구/군/시범주

2Akron가구

3Alexandria

1Allen

1Allentown

4Amarillo

8Anaheim

1Andover

1Apopka

2Apple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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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구/군/시범주

13Arlington

다음사항도참조:

Tableau CRM용 SQL 개발자가이드: Tableau CRM용 SQL 소개(베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SAQL의무작위샘플링을사용하여쉽게교육데이터만들기

전체데이터집합에대한쿼리를실행하고싶지않은경우가있습니다. 대신전체분포를대표할수있는데이터집

합의임의하위집합을선택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alytics 쿼리언어(SAQL)의새무작위샘플링기능(sample 키

워드)을사용하여데이터집합의대표샘플에대한쿼리를프로젝션할수있습니다. 무작위샘플링의사용사례중

하나는기계학습모델의교육샘플을만드는것입니다. 예를들어작은데이터샘플은첫 100개행보다더욱정확한

전체데이터집합미리보기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이구문뒤에 sample을둡니다.

sample(percentage-size-of-dataset) repeatable(seed)

쿼리의 load 문뒤에 sample 키워드를포함합니다. load 문이후쿼리에서수행된작업은데이터의무작위샘플

에만영향을미칩니다. 시드를지정하려면 sample 뒤에 repeatable 키워드를옵션으로둡니다. 시드값을

repeatable에전달하면 repeatable에동일한시드값을전달할때마다동일한데이터하위집합이반환됩니

다. 시드값은양의정수일수있습니다.

예제를살펴보십시오.

q = load "Opportunity" sample(10) repeatable(1);
q = group q by all;
q = foreach q generate count() as 'Count';
q = limit q 2000;

행 수

453

쿼리가샘플의행수를반환하며 453은데이터집합의행 4,600개의약 10%입니다.

sample은 Bernoulli 알고리즘을사용하며각행은선택될확률이동일합니다. 각행은개별적으로고려되므로해당

샘플에서반환되는행수는쿼리를실행할때마다약간씩다를수있습니다. repeatable 키워드를사용하면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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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상동일한결과를반환합니다. 데이터집합을수정하고더많은데이터를추가할경우 repeatable이동일한

결과를반환하지않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Tableau CRM SAQL 참조: sample (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QL의 like 연산자를사용하여패턴일치미세조정

Salesforce Analytics 쿼리언어(SAQL)의 like 비교연산자를사용하면문자열의모든위치에서발견되는단일문자및

패턴을일치시킬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문자열의단일문자를일치시키려면밑줄(_)을포함합니다. 예를들어 _b_는문자 "b" 또는다른단일문자가

뒤에오는모든문자를일치시킵니다. _lb는 "lb"가뒤에오는모든단일문자를일치시킵니다. 0개이상의문자순

서를일치시키려면백분율기호(%)를포함합니다. 문자열의어느위치에서나순서를일치시키려면패턴이백분율

기호로시작하고끝나야합니다.

패턴에서리터럴밑줄또는백분율기호를일치시키려면백슬래시(\)를사용하여패턴문자열을이스케이프합니

다.

몇가지예제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예제에서는고객이름에패턴 "ni"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합니다. 문자열에패턴이포함된경우 like가 True

로평가되고쿼리가이름을반환합니다.

q = load "Superstore";
q = filter q by Customer_Name like "%ni%";
q = group q by Customer_Name;
q = foreach q generate Customer_Name as 'name';
q = limit q 5;

name

Annie Thurman

Annie Zypern

Benjamin Venier

Berenike Kampe

Chad Cunningham

이쿼리는단일문자가 "lb" 패턴앞에오고그뒤에 0개이상의문자가포함된도시이름을반환합니다.

q = load "Superstore";
q = filter q by City like "_lb%";
q = group q by City;
q = foreach q generate City a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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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Albuquerque

밑줄을한개사용하면쿼리가 Albuquerque를반환합니다. 패턴앞의밑줄이두개인경우쿼리는패턴 "lb" 앞에문자

가두개인결과를반환합니다.

q = load "Superstore";
q = filter q by City like "__lb%";
q = group q by City;
q = foreach q generate City as 'city';

city

Gilbert

Melbourne

다음사항도참조:

Tableau CRM SAQL 참조: 비교연산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instein Discovery
Einstein Discovery의새스토리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원활하게인사이트를탐색하고, 데이터준비레시피를사용하

여데이터집합에서예측을얻고, Salesforce에업로드및배포하는외부구축모델을사용하여결과를예측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새로설계된직관적인인터페이스로더많은인사이트확인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의새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인사이트및모델메트릭을탐색하는

것이더욱쉬워졌습니다. 알고있으며사용중인기능을모두그대로사용할수있으며찾아서사용하기가더욱

쉬워졌습니다. 스토리인사이트를열면 AI로구동되는인사이트를접하게됩니다. 간소화된스토리인터페이스

에는스토리버전한눈에비교하기, 간과될가능성이있는인사이트표시등이기능이있어인사이트를훨씬더

쉽게찾을수있습니다.

데이터준비도중데이터집합에예측포함(정식출시)

데이터준비레시피의검색예측변환을사용하여예측및권장제안인텔리전스로데이터집합을채웁니다. 검

색예측노드로레시피를실행할경우 Einstein이행별로결과를계산하고예측한결과를저장합니다. 심지어상

위예측자와개선사항에대한설명을저장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데이터준비레시피는예측된수주율, 상위

요소, 대시보드로바로이동시각화를위한데이터집합의수주율을향상하는방법을저장할수있습니다. 검색

예측노드를사용하여대규모데이터집합전체에서빠르게예측을평가하고, 프로덕션에배포하기전에여러

모델을평가하며대시보드에서이정보를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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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조직에서외부모델구현(파일럿)

예측기능과외부에서구축된모델을결합해프로덕션환경에서빠르게사용을시작할수있습니다. 이제 Einstein

Discovery가스토리에서구축하는강력한모델외에도 Salesforce 외부에서생성된 TensorFlow 또는 Python 모델을업

로드및배포할수있습니다. 데이터과학자가즐겨찾는모델링도구를사용하여세심하게만든모델을설계, 구

축, 테스트, 조정할수있습니다. 이후해당모델을 Salesforce 조직에업로드해배포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신속

하게시작하고모델의예측을사용하여더나은결과를달성할수있습니다.

향상된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를사용하여보고서데이터에대한보다나은인사이트확보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가개선되어더욱강력해진보고서데이터에대한 AI와포괄적인통계분석기능을활용

하는것이훨씬쉬워졌습니다. 이제 Einstein에서분석전에유의미한분석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열과

행을포함하도록보고서의유효성을사전에검사합니다. 완전히새롭고간소화된인터페이스에서는탐색에집

중할수있도록목표와의상관도가높은보고서열을제공합니다. 열또는필터를선택하여조사할 Einstein Discovery

기반인사이트를빠르게탐색합니다. 보고서데이터를새로고치면필요에따라분석을업데이트할수있습니

다.

예측패키징, 승격, 배포

Einstein Discovery의패키징지원으로모델의이식성및공유기능이크게향상되었습니다. 이제 Sandbox 환경에서

모델을구축하고테스트할수있으며프로덕션이준비된경우변경집합을사용하여프로덕션환경으로승격합

니다. 또한자체데이터를사용하여모델을구축및교육한후관리또는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여회사내외부

의다른사용자에게배포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하면고객이모델을직접학습시킬데이터가없이도모델예측

및개선의이점을누릴수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는 1세대패키징(1GP) 및 2세대패키징(2GP)을모두지원합니

다.

랜덤포레스트알고리즘을사용하여정확한모델구축(정식출시)

Einstein Discovery가랜덤포레스트라고알려진모델링알고리즘을기반으로하는 4번째유형의모델을추가합니

다. Einstein Discovery는이자율학습알고리즘을사용하여여러결정트리, 임의추출및기타최적화기법을통해

고도로정확한모델을만들수있습니다. 랜덤포레스트모델로스토리를만든후해당메트릭을다른유형의모

델을비교하여이알고리즘이스토리의정확성을높이는지판단할수있습니다.

성능알림을사용하여모델정확성유지

가장잘설계된모델의경우에도시간경과에따라성능이저하될수있습니다. 모델은실제데이터의특성이모

델을구축하는데사용된교육데이터와크게다를경우에표류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측정확도가떨어지면해

당예측에의존하는비즈니스결정에악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예측알림은현재상황을반영하는최신데이

터로모델을재교육해야할때가되면사용자에게알려줍니다. 그후수정조치를취하여표류중인모델을교육

과정으로되돌릴수있습니다.

모델카드를사용하여예측투명성향상(파일럿)

예측에대한중요사용정보를문서화하고다른사용자에게전달할수있는모델카드가 Einstein Discovery에도입

되었습니다. 모델카드에는모델훈련에사용된데이터와연결된통계가표시됩니다. 또한예측의용도, 설계가

정, 목표대상, 기능및제한, 기타관련정보에대해제공하는옵션설명을표시할수도있습니다. 해당세부사항

을공개하면사용자가예측을이해하고여러예측을구별할수있습니다. 그후예측이사용사례에적합한지에

대해정보에입각한윤리적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누락된값을대치하여모델성능향상(파일럿)

알려지지않았거나문제가있는데이터에누락된값이너무많은경우모델의품질이저하될수있습니다. 이제

Einstein Discovery를사용하여데이터집합에누락된숫자값을대치할수있습니다. 숫자변수에대한통계대치를

활성화한후 Einstein Discovery에서누락된값을데이터의다른하위집합에서도출된값으로자동으로대체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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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퍼지일치를사용하여예측향상(파일럿)

Einstein Discovery에서맞춤법변형을바로잡아더욱스마트하게분류하고예측을향상할수있는퍼지일치기능

을선보입니다. 범주형데이터의맞춤법변형은관측치가실제로동일한범주에속할경우별도의범주로분할

할수있습니다. 대소문자, 복수형, 약어, 변형(예: behavior 및 behaviour)의차이로인해데이터그룹화방법이모호

해집니다. 필드의퍼지일치를활성화할경우 Einstein에서대소문자및변형(예: flavor, Flavor, flavour)을무시하며해

당예시는모두동일한범주에속하게됩니다. 또한 Einstein Discovery에서는예측시간에데이터가변환되므로데

이터준비시문자열정리를건너뛸수있습니다.

템플릿이적용된앱을사용하여모델배포및데이터집합점수매기기자동화

최신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적용앱을사용하면클릭몇번으로일반적인사용사례를준비, 로드, 분석할수있

습니다. 그대신최신업데이트에서제공하는종단간워크플로를사용하면스토리사용자정의에집중할수있

습니다. 템플릿을개선하여복잡한수동모델배포프로세스를바꿉니다. 또한템플릿을사용하면데이터집합

예측필드계산및생성을자동화하여결과목표를충족하는행을식별할수있습니다.

라이센스활성화시자동활성화로설정시간절약

자동기능활성화및통합사용대시보드를사용하면 Einstein Discovery를설정하고관리하는것이훨씬더쉽습니

다.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는 Tableau CRM의일부이므로 Tableau CRM이활성화되면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자동활성화를사용하면권한집합을만들면활성화가필요한기능을찾는데걸리는시간을절

약할수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를동일한화면에서함께사용하면더욱정확한라

이센스의사용제한및메트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사용자정의테이블계산을사용하여 Tableau에서 Einstein 예측확인

Tableau 사용자여러분, 좋은소식을알려드립니다. Tableau 버전 21.1부터 Salesforce에서배포되는 Einstein Discovery

모델을사용하여 Tableau 데이터에대한예측을확인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진행중인주문이포함된 Tableau

워크시트가있고개별주문이제시간에배송될확률을예측하는 Salesforce의모델을사용하려한다고가정하겠

습니다. 해당모델을연결하려면 Salesforce에연결하여모델관리자에서모델에대한사용자정의스크립트를생

성하고, Tableau에서계산된필드를만든후해당필드의계산편집기에스크립트를붙여넣습니다. 그런다음, 스

크립트가실행되면필요한주문데이터와함께예측요청을 Salesforce에보냅니다. Einstein Discovery 모델에서예

측을계산하고 Tableau에반환하며이는워크시트에즉시표시됩니다. 정말쉬우면서도강력한기능입니다.

버전내역을사용하여모델버전관리

비즈니스변경사항, 새롭고개선된데이터, 향상된스토리또는모델설정으로인한모델업데이트를추적합니

다. 이제모델관리자에모델의버전내역이표시되어누가언제업데이트를했으며예정된새로고침작업이예

정되었는지여부를정확히알수있습니다. 모델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더잘작동하는이전버전으로되

돌릴수있습니다. 기반이되는스토리버전을손쉽게검색및검토하여특정모델버전과연결된기본설정을조

사할수있습니다.

새로고침중스토리버전세부사항캡처

자동버전설명을가장먼저고려하여스토리세부사항을추가합니다. 이전릴리스에서는텍스트를추가하기

위해버전위치로이동해야하는유용한버전설명이도입되었습니다. 이제새스토리버전이저장되면버전설

명필드가자동으로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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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Discovery 스토리에서성능향상

Einstein Discovery에서스토리만들기가개선되었습니다. 대용량데이터집합을사용하는경우에도새스토리시

작시응답이더욱빨라졌습니다. 이제분석할모든데이터집합을수동으로조정하는대신스토리결과에집중

할수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에서쿼리최적화엔진의피드백을기반으로백그라운드에서데이터집합을자

동으로조정합니다. 예를들어높은카디널리티필드를필터링하고제외하여최적의설명변수집합을얻을수

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Einstein

새로설계된직관적인인터페이스로더많은인사이트확인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의새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인사이트및모델메트릭을탐색하는것이

더욱쉬워졌습니다. 알고있으며사용중인기능을모두그대로사용할수있으며찾아서사용하기가더욱쉬워졌

습니다. 스토리인사이트를열면 AI로구동되는인사이트를접하게됩니다. 간소화된스토리인터페이스에는스토

리버전한눈에비교하기, 간과될가능성이있는인사이트표시등이기능이있어인사이트를훨씬더쉽게찾을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통합스토리헤더(1)를사용하면가장관련성이높은세부사항을찾을수있습니다. 변수는상관관계(2)에따

라편리하게정렬되며스토리의주된요인을시각적으로표시합니다. 방패아이콘(3)을클릭하면스토리의편향을

편리하게볼수있습니다. 드롭다운메뉴(4)를사용하여변수또는값별로인사이트를표시하면이동경로내역(5)을

사용하여열수있는더많은인사이트가자동으로표시됩니다.

이제상황에맞는인사이트를더쉽게찾을수있습니다(6). 인사이트카드에있는대화형링크를클릭하면관심항

목을쉽게탐색할수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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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데이터준비도중데이터집합에예측포함(정식출시)

데이터준비레시피의검색예측변환을사용하여예측및권장제안인텔리전스로데이터집합을채웁니다. 검색

예측노드로레시피를실행할경우 Einstein이행별로결과를계산하고예측한결과를저장합니다. 심지어상위예측

자와개선사항에대한설명을저장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데이터준비레시피는예측된수주율, 상위요소, 대시

보드로바로이동시각화를위한데이터집합의수주율을향상하는방법을저장할수있습니다. 검색예측노드를

사용하여대규모데이터집합전체에서빠르게예측을평가하고, 프로덕션에배포하기전에여러모델을평가하며

대시보드에서이정보를집계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데이터준비에서최소한입력노드가하나이상인레시피를만들거나엽니다. 두노드사이에서또는레시피

끝에서노드추가버튼 +을클릭하고검색예측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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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배포된 Einstein Discovery 예측을선택하고모든예측필드를레시피에매핑합니다.

필요에따라노드의옵션탭에서상위예측자와개선사항을데이터집합에저장해대시보드에빠르고쉽게표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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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Salesforce 조직에서외부모델구현(파일럿)

예측기능과외부에서구축된모델을결합해프로덕션환경에서빠르게사용을시작할수있습니다. 이제 Einstein

Discovery가스토리에서구축하는강력한모델외에도 Salesforce 외부에서생성된 TensorFlow 또는 Python 모델을업로

드및배포할수있습니다. 데이터과학자가즐겨찾는모델링도구를사용하여세심하게만든모델을설계, 구축, 테

스트, 조정할수있습니다. 이후해당모델을 Salesforce 조직에업로드해배포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신속하게시

작하고모델의예측을사용하여더나은결과를달성할수있습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한고객에게외부모델가져오기기능

을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

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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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모델가져오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

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

의 IdeaExchange 그룹에서외부모델가져오기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파일럿프로그램참여에관심이있으시면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TensorFlow 또는 Python 모델과연결된모든파일을 .zip 파일로묶습니다.

모델관리자를열고업로드를클릭해모델업로드마법사를시작합니다.

해당모델에대한세부사항을지정한후다음을클릭하여모든모델변수를지정하고모델이예측하는결과를선

택합니다. 모델파일이포함된 .zip 파일을선택하고완료를클릭합니다. 이모델을즉시 Salesforce 환경에배포하거나

닫기를클릭하여업로드된파일탭에추가해나중에배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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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향상된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를사용하여보고서데이터에대한보다나은인사이트확보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가개선되어더욱강력해진보고서데이터에대한 AI와포괄적인통계분석기능을활용하

는것이훨씬쉬워졌습니다. 이제 Einstein에서분석전에유의미한분석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열과행을

포함하도록보고서의유효성을사전에검사합니다. 완전히새롭고간소화된인터페이스에서는탐색에집중할수

있도록목표와의상관도가높은보고서열을제공합니다. 열또는필터를선택하여조사할 Einstein Discovery 기반인

사이트를빠르게탐색합니다. 보고서데이터를새로고치면필요에따라분석을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보고서에적용됩니다.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는 Developer Edition

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방법: 2열, 50행이상의데이터가있는테이블형식또는요약보고서를연후분석(1)(기존의인사이트버튼)를클릭

합니다.

• 보고서에기존분석이없을경우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에서개수분석을실행하고통계적으로중요한필드값

발생을조회합니다.

• 하나이상의분석이존재할경우 Einstein에서새분석을만들거나(2) 기존분석을실행(3)하라는메시지를표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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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분석을제외한데이터를분석한후 Einstein에서각보고서열과목표의상관관계(4)를상관관계수준의내림차

순으로표시하고연결된인사이트목록(5)을표시합니다.

특정보고서열에중점을두려면상관관계요약의보고서열을클릭하여목표에미치는영향에따라정렬된열기

반인사이트를확인합니다. 목록을필터링하려면인사이트검색에서필터조건(6)을선택하여관련인사이트(7)에

중점을둡니다.

보고서데이터를새로고침할때마다분석을빠르게업데이트하려면도구모음의새로고침아이콘을클릭합니다.

새분석을만들려면홈아이콘을클릭합니다.

361

Tableau CR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예측패키징, 승격, 배포

Einstein Discovery의패키징지원으로모델의이식성및공유기능이크게향상되었습니다. 이제 Sandbox 환경에서모

델을구축하고테스트할수있으며프로덕션이준비된경우변경집합을사용하여프로덕션환경으로승격합니다.

또한자체데이터를사용하여모델을구축및교육한후관리또는비관리패키지를사용하여회사내외부의다른

사용자에게배포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하면고객이모델을직접학습시킬데이터가없이도모델예측및개선의

이점을누릴수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는 1세대패키징(1GP) 및 2세대패키징(2GP)을모두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Sandbox 환경에서프로덕션으로예측을승격할준비가된경우변경집합을사용합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

상자에 변경 집합을입력한다음, 아웃바운드변경집합을선택합니다. 아웃바운드변경집합을만들려면새로만

들기를클릭하고이름및설명을입력한후저장을클릭합니다.

추가를클릭하여변경집합에구성원을추가합니다.

배포할구성요소유형(검색예측(하나이상의모델을포함하는예측) 또는검색모델(개별모델))을선택합니다.

목록에서배포된예측또는모델을하나이상선택한후변경집합에추가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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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보기/추가를클릭하고사용가능한모델을선택한후변경집합에추가를클릭하여예측이종속된모델을

추가합니다.

이제예측및연결된모델이구성요소목록에표시됩니다.

주: 변경집합에모델은포함되지만모델생성에사용된스토리는포함되지않습니다. 모델의원래스토리버

전은변경집합과함께업로드되지않습니다.

변경목록을대상프로덕션환경에업로드합니다. 그후해당환경으로이동하여인바운드변경집합으로이동하고

업로드한변경집합을찾은다음, 다른변경집합과마찬가지로배포합니다. 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도움말의변경

집합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363

Tableau CR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changesets.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changesets.htm&language=ko


랜덤포레스트알고리즘을사용하여정확한모델구축(정식출시)

Einstein Discovery가랜덤포레스트라고알려진모델링알고리즘을기반으로하는 4번째유형의모델을추가합니다.

Einstein Discovery는이자율학습알고리즘을사용하여여러결정트리, 임의추출및기타최적화기법을통해고도로

정확한모델을만들수있습니다. 랜덤포레스트모델로스토리를만든후해당메트릭을다른유형의모델을비교

하여이알고리즘이스토리의정확성을높이는지판단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스토리설정에서알고리즘목록을클릭하고랜덤포레스트를선택합니다.

스토리를만든후모델메트릭으로이동해이모델의정확성과다른알고리즘을사용해서만든모델을비교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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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알림을사용하여모델정확성유지

가장잘설계된모델의경우에도시간경과에따라성능이저하될수있습니다. 모델은실제데이터의특성이모델

을구축하는데사용된교육데이터와크게다를경우에표류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측정확도가떨어지면해당예

측에의존하는비즈니스결정에악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예측알림은현재상황을반영하는최신데이터로모

델을재교육해야할때가되면사용자에게알려줍니다. 그후수정조치를취하여표류중인모델을교육과정으로

되돌릴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모델관리자에서자동예측필드를사용하는모델을본후 Notify me if this changes(변경시알림)을클릭합니

다.

알림을트리거할조건을선택합니다. 예측정확도감소와너무많이누락되었거나범위를벗어난값이포함됩니다.

임계값및기타알림설정을구성하고(1), 모델평가시예약하고(2), 알림에구독자를추가한후(3)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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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rediction accuracy decreases(예측정확도감소)를선택하려면정확도모니터링을활성화하도록모델의터

미널상태를구성해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모델성능모니터링구성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모델카드를사용하여예측투명성향상(파일럿)

예측에대한중요사용정보를문서화하고다른사용자에게전달할수있는모델카드가 Einstein Discovery에도입되

었습니다. 모델카드에는모델훈련에사용된데이터와연결된통계가표시됩니다. 또한예측의용도, 설계가정, 목

표대상, 기능및제한, 기타관련정보에대해제공하는옵션설명을표시할수도있습니다. 해당세부사항을공개

하면사용자가예측을이해하고여러예측을구별할수있습니다. 그후예측이사용사례에적합한지에대해정보

에입각한윤리적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한고객에게모델카드기능을제공합

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

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모델카드

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

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의 IdeaExchange

그룹에서모델카드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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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파일럿프로그램참여에관심이있으시면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델관리자에서예측을본후 + 모델카드를클릭합니다.

템플릿에서주요용도사례및기타용도정보등사용자에게표시할필드를작성한후작업을저장합니다. 예측에

여러모델이있을경우목록에서한모델을선택하여세부사항을표시합니다.

모델카드미리보기를활성화하여설정을미리봅니다. 작성한필드만표시되며빈필드는생략됩니다. 또한카드

에는모델품질등급, 교육데이터집합의결과값분포, 결과와의변수상관관계를포함하여모델교육에사용된데

이터와연결된모델통계도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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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일럿의경우모델관리자에서만모델카드가표시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누락된값을대치하여모델성능향상(파일럿)

알려지지않았거나문제가있는데이터에누락된값이너무많은경우모델의품질이저하될수있습니다. 이제

Einstein Discovery를사용하여데이터집합에누락된숫자값을대치할수있습니다. 숫자변수에대한통계대치를활

성화한후 Einstein Discovery에서누락된값을데이터의다른하위집합에서도출된값으로자동으로대체합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한고객에게데이터대치기능을제공

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

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데이터

대치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

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의 IdeaExchange

그룹에서데이터대치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유: 대치기능을사용하지않을경우 Einstein Discovery에서관측된빈값또는 NULL 값을정상적으로처리합니다. 누

락된값이결과변수인경우 Einstein Discovery에서분석중해당관측치를생략하고평균에포함하지않으며인사이

트에서제외합니다. 누락된값이모델에사용된설명변수인경우 Einstein Discovery에서예측이아닌경고가생성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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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가활성화된경우분석시누락된값이포함된관측치가안전하게계산됩니다. 예를들어리테일매장의수익

열에누락된값이많이있다고가정하겠습니다. 대치를사용하면누락된값을평방피트또는도시별매장당평균

수익등다른데이터에서도출된값으로바꿀수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많은관측치와예측을확인할수있습니

다.

방법: 파일럿프로그램참여에관심이있으시면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스토리설정에서값을대치할숫자변수를선택한후설정하위탭을클릭하고 Impute missing values(누락된값대

치)를선택합니다. 대치된값을도출할변수및값을계산하는데사용할평균, 중간값또는모드집계를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인쇄퍼지일치를사용하여예측향상(파일럿)

Einstein Discovery에서맞춤법변형을바로잡아더욱스마트하게분류하고예측을향상할수있는퍼지일치기능을

선보입니다. 범주형데이터의맞춤법변형은관측치가실제로동일한범주에속할경우별도의범주로분할할수

있습니다. 대소문자, 복수형, 약어, 변형(예: behavior 및 behaviour)의차이로인해데이터그룹화방법이모호해집니다.

필드의퍼지일치를활성화할경우 Einstein에서대소문자및변형(예: flavor, Flavor, flavour)을무시하며해당예시는모

두동일한범주에속하게됩니다. 또한 Einstein Discovery에서는예측시간에데이터가변환되므로데이터준비시문

자열정리를건너뛸수있습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한고객에게퍼지일치기능을제공합

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이보장되

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퍼지일치

변환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

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의 IdeaExchange

그룹에서퍼지일치변환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유: 지금까지의 Einstein Discovery에서는정확히일치만사용했습니다. 즉, 맞춤법이동일한문자열값이동일한범

주로그룹화됩니다. 대소문자를포함한약간의맞춤법이변형된경우(예: auto, Auto, autos)에도 Einstein에서는동일하

지않은문자열을별도의범주로처리합니다. 또한교육데이터에서변형을찾지못하면경계를벗어난경고를생

성합니다.

주:  Einstein에서는퍼지일치에 Levenshtein 알고리즘을사용합니다. 파일럿의경우편집거리가 1로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범주일치에단일문자편집이허용됩니다. 예를들어 flavors의경우 flavored 변형은편집거리가 2

이므로별도의범주에속합니다.

방법: 파일럿프로그램참여에관심이있으시면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델관리자에서예측을열고모델메뉴에서설정편집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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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일치열에서텍스트필드에대한퍼지일치를활성화한후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이적용된앱을사용하여모델배포및데이터집합점수매기기자동화

최신 Einstein Discovery 템플릿적용앱을사용하면클릭몇번으로일반적인사용사례를준비, 로드, 분석할수있습

니다. 그대신최신업데이트에서제공하는종단간워크플로를사용하면스토리사용자정의에집중할수있습니

다. 템플릿을개선하여복잡한수동모델배포프로세스를바꿉니다. 또한템플릿을사용하면데이터집합예측필

드계산및생성을자동화하여결과목표를충족하는행을식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Analytics Studio에서만들기를클릭하고스토리를선택합니다. 템플릿을선택한후계속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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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개요에는설명(1), 지원되는개체목록(2), 샘플인사이트(3)가포함됩니다. 계속을클릭하여 Einstein Discovery

에서인사이트를구축할수있도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라이센스활성화시자동활성화로설정시간절약

자동기능활성화및통합사용대시보드를사용하면 Einstein Discovery를설정하고관리하는것이훨씬더쉽습니다.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는 Tableau CRM의일부이므로 Tableau CRM이활성화되면자동으로활성화

됩니다. 자동활성화를사용하면권한집합을만들면활성화가필요한기능을찾는데걸리는시간을절약할수있

습니다.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를동일한화면에서함께사용하면더욱정확한라이센스의사

용제한및메트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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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더이상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를수동으로활성화할수는없지만사용자권한은계속기

본또는사용자정의권한집합을통해할당해야합니다.

Einstein Discovery 및 Einstein 데이터인사이트의통계는설정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Einstein Discovery를입력한다음, Usage(사용량)을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사용자정의테이블계산을사용하여 Tableau에서 Einstein 예측확인

Tableau 사용자여러분, 좋은소식을알려드립니다. Tableau 버전 21.1부터 Salesforce에서배포되는 Einstein Discovery 모

델을사용하여 Tableau 데이터에대한예측을확인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진행중인주문이포함된 Tableau 워크

시트가있고개별주문이제시간에배송될확률을예측하는 Salesforce의모델을사용하려한다고가정하겠습니다.

해당모델을연결하려면 Salesforce에연결하여모델관리자에서모델에대한사용자정의스크립트를생성하고,

Tableau에서계산된필드를만든후해당필드의계산편집기에스크립트를붙여넣습니다. 그런다음, 스크립트가실

행되면필요한주문데이터와함께예측요청을 Salesforce에보냅니다. Einstein Discovery 모델에서예측을계산하고

Tableau에반환하며이는워크시트에즉시표시됩니다. 정말쉬우면서도강력한기능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Tableau 데스크톱에서도움말 > 설정및성능 > Manage Analytics Extension Connection(Analytics 확장연결관리)

를선택하고 Einstein Discovery에대한새 Analytics 확장연결을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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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관리자에서예측을선택하고메뉴에서 Tableau 테이블계산만들기를선택합니다.

모델관리자는사용할모델또는예측의 ID, 모델에사용된열(변수), Tableau의해당소스열(편집가능)이포함된스

크립트를생성합니다. 클립보드에복사를클릭합니다.

Tableau 워크시트에서계산된필드를만든후모델관리자에서생성한스크립트를계산편집기에붙여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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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경우각 ATTR 또는 SUM 함수내의열이름을 Tableau 데이터의일치하는열의이름으로바꾼후확인을클릭합

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버전내역을사용하여모델버전관리

비즈니스변경사항, 새롭고개선된데이터, 향상된스토리또는모델설정으로인한모델업데이트를추적합니다.

이제모델관리자에모델의버전내역이표시되어누가언제업데이트를했으며예정된새로고침작업이예정되었

는지여부를정확히알수있습니다. 모델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더잘작동하는이전버전으로되돌릴수있

습니다. 기반이되는스토리버전을손쉽게검색및검토하여특정모델버전과연결된기본설정을조사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 모델관리자에서예측을본후모델을봅니다. 측면패널에서내역탭을클릭합니다.

374

Tableau CR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내역업데이트목록에서관리할모델버전옆에있는메뉴를클릭합니다. 모델을다른버전으로재설정하고이모

델버전과연결된스토리버전을볼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새로고침중스토리버전세부사항캡처

자동버전설명을가장먼저고려하여스토리세부사항을추가합니다. 이전릴리스에서는텍스트를추가하기위해

버전위치로이동해야하는유용한버전설명이도입되었습니다. 이제새스토리버전이저장되면버전설명필드

가자동으로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방법:버전설명을추가하려면스토리편집을클릭합니다. 기존스토리를변경한후스토리업데이트를클릭합니다.

버전설명(옵션) 창에버전메모를추가한후업데이트를클릭하여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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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Einstein Discovery 스토리에서성능향상

Einstein Discovery에서스토리만들기가개선되었습니다. 대용량데이터집합을사용하는경우에도새스토리시작

시응답이더욱빨라졌습니다. 이제분석할모든데이터집합을수동으로조정하는대신스토리결과에집중할수

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에서쿼리최적화엔진의피드백을기반으로백그라운드에서데이터집합을자동으로조

정합니다. 예를들어높은카디널리티필드를필터링하고제외하여최적의설명변수집합을얻을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Discovery

범용 Tableau CRM
더많은방법을사용하여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을사용자정의하면사용자가관련분석환경을보다

쉽게설정하고액세스할수있습니다. Analytics 탭사용자가 Analytics Studio에액세스하는방법을제어하고, 앱내자

산표시여부를관리하고(베타), 내장형대시보드에서알림및구독을제공하고, 원하는방식으로구독업데이트를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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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Analytics Studio에액세스하는 Analytics 탭사용자제어

프로필별로 Analytics 탭사용자에게 Analytics Studio가표시되지않도록설정하여앱을만들고데이터집합및대

시보드를편집및삭제할수있는사용자를지정합니다. 프로필에서 Analytics Studio가표시되지않도록설정한경

우프로필이있는 Analytics 탭사용자에게앱시작관리자에서 Analytics Studio가표시되지않습니다. 또한자산메

뉴및대시보드헤더에 Analytics Studio에서열기작업이없습니다.

자산표시기능을사용하여앱에서누구에게무엇을표시할것인지제어(베타)

이제앱관리자및편집자가자산표시기능을사용하여선택한자산을숨길수있습니다. 자산표시기능을사용

하면개발중인대시보드또는원시데이터집합등민감한자산을다른앱구성원에게표시할지여부를관리할

수있습니다.

내장형대시보드의알림및구독활성화

Einstein Analytics 대시보드구성요소의두가지새특성을사용하면내장형대시보드사용자에게분석환경을개

인화할수있는옵션을제공할수있습니다. 알림활성화특성을사용하면사용자가대시보드위젯업데이트에

대한알림을받는방법을맞춤설정할수있습니다. 구독알림특성을사용하면대시보드위젯에서정기이메일

업데이트를받을수있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대시보드의머리글이보이도록설정하면내장형대시보

드에서알림및구독관리패널을여는아이콘이포함됩니다.

원하는방식으로구독이메일정렬

구독이메일을사용자정의하여가장중요한업데이트를먼저확인합니다. 구독미리보기의새컨트롤을사용

하면이메일내에서구독순서를정렬할수있습니다.

학습센터의변경사항

백엔드변경으로인해 Tableau CRM 학습센터에서 Trailhead 배너를제거해야했습니다. 이배너에는학습센터의

Start Your Analytics Adventure 섹션에서학습여정을완료한데대한앱내배지를비롯하여획득한 Trailhead 배지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 배너는사라지지만 Start Your Analytics Adventure 섹션은유지되어계속해서앱내배지를획

득할수있습니다. 해당배지를비롯한모든배지를보려면 Trailhead로이동하십시오.

iOS용 Tableau CRM에서테이블의활용도향상

테이블은데이터를시각화하기에가장좋은방법입니다. 그러나작은모바일장치에서는맥락을잃고무한화

면스크롤에갇힐수도있습니다. 이제향상된스크롤과그룹화를통해이동중에도테이블형식데이터에쉽게

액세스할수있습니다.

iOS용 Tableau CRM 최신버전다운로드

최신고급기능과버그수정을적용하려면 iOS용 Tableau CRM 버전 12.0으로업그레이드하십시오.

Analytics Studio에액세스하는 Analytics 탭사용자제어

프로필별로 Analytics 탭사용자에게 Analytics Studio가표시되지않도록설정하여앱을만들고데이터집합및대시보

드를편집및삭제할수있는사용자를지정합니다. 프로필에서 Analytics Studio가표시되지않도록설정한경우프로

필이있는 Analytics 탭사용자에게앱시작관리자에서 Analytics Studio가표시되지않습니다. 또한자산메뉴및대시

보드헤더에 Analytics Studio에서열기작업이없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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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설정에서 빠른 찾기 상자에 앱 관리자를입력합니다. 앱관리자에서 Analytics Studio 메뉴를열고편집을선택

합니다.

프로필의 Analytics Studio에대한액세스권한을제한하려면프로필에할당섹션의표시열에서확인란을선택취소

합니다.

중요: 표시되지않도록설정하면 Analytics 앱에서 Analytics Studio에대한 UI 링크가제거되기는하지만자산의

Studio버전에대한 URL은항상 Studio에서열립니다. Studio 버전 URL은공유대화상자에서사용할수있으며알

림및구독이메일에서제공됩니다. 하지만내장형대시보드및 Analytics 탭에서만든새알림의경우사용자가

알림이메일의링크를통해 Analytics 탭으로이동합니다.

주: 이번변경사항은 Analytics 탭에만적용됩니다. 내장형대시보드를통한 Analytics Studio에대한액세스는변

경되지않으며구성요소의특성을통해계속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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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표시기능을사용하여앱에서누구에게무엇을표시할것인지제어(베타)

이제앱관리자및편집자가자산표시기능을사용하여선택한자산을숨길수있습니다. 자산표시기능을사용하

면개발중인대시보드또는원시데이터집합등민감한자산을다른앱구성원에게표시할지여부를관리할수있

습니다.

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자산표시는미리보기이며 Salesforce 마스터구독협약에서는 Tableau CRM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

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용성

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손상

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 Tableau CRM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

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자

산표시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상: 조직에서자산표시를활성화하려면 Salesforce 계정담당자에게문의하십시오.

방법: 앱관리자에서자산의행수준작업드롭다운메뉴를클릭한후숨기기를클릭하면자산의상태를전환하여

표시여부를제어할수있습니다.

자산변경사항은뷰어공유액세스권한이할당된앱구성원에게영향을미칩니다. 자산상태에관계없이관리자

또는편집자공유액세스권한이있는앱사용자에게는자산이계속표시됩니다. 관리자또는편집자공유액세스

권한이있는사용자는자산표시여부를제어할수있습니다.

내장형대시보드의알림및구독활성화

Einstein Analytics 대시보드구성요소의두가지새특성을사용하면내장형대시보드사용자에게분석환경을개인

화할수있는옵션을제공할수있습니다. 알림활성화특성을사용하면사용자가대시보드위젯업데이트에대한

알림을받는방법을맞춤설정할수있습니다. 구독알림특성을사용하면대시보드위젯에서정기이메일업데이

트를받을수있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대시보드의머리글이보이도록설정하면내장형대시보드에서알림

및구독관리패널을여는아이콘이포함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상: 사용자가다른수신자에게알림을이메일로보내려면알림이메일이필요합니다. 수신자사용자권한을추가

합니다. 구독에액세스하려면구독이메일사용사용자권한이필요합니다. 사용자가테이블을구독하고구독이메

일과함께 .csv 첨부파일로다운로드된테이블데이터를받을수있도록하려면 Analytics 데이터다운로드사용자권

한도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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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Lightning 앱빌더의 Einstein Analytics 대시보드구성요소구성패널에서알림활성화및구독활성화를선택합니

다.

Visualforce 대시보드구성요소에서 enableNotifications="true" 및 enableSubscriptions="true"를사

용하여해당특성을구성합니다.

해당속성이활성화되면내장형대시보드의위젯메뉴에알림설정및구독옵션이표시됩니다. 이러한작업을통

해사용자가알림및구독을설정하고저장할수있습니다.

380

Tableau CR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또한머리글표시특성을활성화하면대시보드머리글이표시되며관리패널을열기위한아이콘이포함됩니다. 사

용자는관리패널에서자신의알림및구독을편집하고삭제할수있습니다.

머리글표시가비활성화된경우사용자가 Analytics 탭또는 Analytics Studio에서알림및구독을편집및삭제할수있

습니다.

팁: 머리글표시를활성화할경우관리패널에맞게설정조정하려면대시보드의너비가 400픽셀이상인것이

좋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IdeaExchange: 내장형대시보드의알림및구독

원하는방식으로구독이메일정렬

구독이메일을사용자정의하여가장중요한업데이트를먼저확인합니다. 구독미리보기의새컨트롤을사용하면

이메일내에서구독순서를정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대상: 구독에액세스하려면구독이메일사용사용자권한이필요합니다. 사용자가테이블을구독하고구독이메일

과함께 .csv 첨부파일로다운로드된테이블데이터를받을수있도록하려면 Analytics 데이터다운로드사용자권한

도필요합니다.

방법: Tableau CRM 홈페이지의구독을클릭합니다. 구독미리보기에서새로구독한위젯및렌즈는기본적으로마지

막에추가됩니다. 구독을다시정렬하려면화살표버튼과메뉴작업을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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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문은구독패널에즉시표시되며다음번에받은편지함에도착할경우구독이메일에표시됩니다.

학습센터의변경사항

백엔드변경으로인해 Tableau CRM 학습센터에서 Trailhead 배너를제거해야했습니다. 이배너에는학습센터의 Start

Your Analytics Adventure 섹션에서학습여정을완료한데대한앱내배지를비롯하여획득한 Trailhead 배지가표시되

어있었습니다. 배너는사라지지만 Start Your Analytics Adventure 섹션은유지되어계속해서앱내배지를획득할수있

습니다. 해당배지를비롯한모든배지를보려면 Trailhead로이동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의 Tableau CRM(기존의 Einstein Analytics)에적용됩니

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iOS용 Tableau CRM에서테이블의활용도향상

테이블은데이터를시각화하기에가장좋은방법입니다. 그러나작은모바일장치에서는맥락을잃고무한화면스

크롤에갇힐수도있습니다. 이제향상된스크롤과그룹화를통해이동중에도테이블형식데이터에쉽게액세스

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iOS용 Tableau CRM에적용됩니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방법: 데이터를스크롤하는동안고정된그룹화를통해현재조회중인내용을항상구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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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테이블에서효과적인그룹화를통해가장관련성이높은항목을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일데이터그룹화(1)는행으로표시됩니다.

• 다중데이터그룹화(2)는전체너비섹션으로표시됩니다.

• 다중데이터그룹화의합계(3) 및소계(4)는그룹화섹션내에표시됩니다.

383

Tableau CR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iOS용 Tableau CRM 최신버전다운로드

최신고급기능과버그수정을적용하려면 iOS용 Tableau CRM 버전 12.0으로업그레이드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iOS용 Tableau CRM에적용됩니다. Tableau CRM은 Developer Edition으로제공되며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으로전환하려면추가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방법: 최신고급기능을적용하려면 App Store에서 Tableau CRM을다운로드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어떤 Analytics 모바일 Experience를사용합니까? (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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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Einstein

Einstein 권장사항빌더가정식출시되었으며구축시데이터를확인합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에는데이터를최

대한활용하고권장사항을개선하는데도움이되는성과표가있습니다. Einstein Discovery의스토리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보다쉽게인사이트를탐색합니다.

Salesforce Einstein으로더스마트하게작업할수있는모든방법을알아보십시오.

서비스

Service용 Einstein

오류처리기시스템대화상자와 Salesforce 레코드의데이터를표시하는기능을사용하여 Einstein Bots에대한신뢰를

구축합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성과표를사용하여예측모델의데이터를개선할수있는부분을식별합니다.

Einstein에서적은수의종료된채팅기록을기반으로채팅회신을추천할수있습니다. Bot 입력및기타 Service용

Einstein 기능에대한다중언어지원을통해글로벌도달범위를확장합니다.

세일즈
Sales Cloud Einstein

Einstein 기회점수매기기는기회데이터가충분하지않은경우전역모델을사용합니다. Einstein 리드점수매기기는

필드를더욱직관적으로저장합니다.

분석
Einstein Discovery

Einstein Discovery의새스토리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원활하게인사이트를탐색하고, 데이터준비레시피를사용하

여데이터집합에서예측을얻고, Salesforce에업로드및배포하는외부구축모델을사용하여결과를예측합니다.

사용자정의

Einstein 빌더

Einstein 권장사항빌더가정식출시되었으며필요에따라데이터를확인합니다. Einstein 예측빌더를사용하여관리

패키지에대한예측을구축합니다.

개발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데이터과학자또는기계학습전문가는아니지만앱에 AI를통합하려면,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API를사용하여이

미지인식및자연어처리를통해앱을쉽게 AI로활성화합니다. Einstein Vision API를사용하면사전교육된분류자를

활용하거나사용자정의분류자를교육하여다양한이미지인식사용사례를해결할수있습니다. Einstein Language

API로는자연어프로세싱능력을활용하여텍스트를분석하고텍스트이면에있는분위기나의도를추론할수도있

습니다. 앱을더욱스마트하고현명해보이도록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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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옴니채널재고서비스는 B2C Commerce와 Salesforce 주문관리의실시간재고가용성을해결합니다. B2B Commerce는

Commerce 데이터를사용하는작업과제품관리, 체크아웃및통합구성을간편하게수행할수있는고급기능을제

공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옴니채널재고

옴니채널재고는모든처리채널에대해위치수준에서실시간재고가용성을전달하는확장형재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변형및특성이있는제품에대해두가지이상의옵션을원활하게제공합니다. 인증되지않은사용자가매장에

액세스할수있도록하여판매를유도합니다. 구매자가관심있는제품의목록을만들고관리할수있도록합니

다. 샘플데이터를사용하여남들보다먼저새매장을설정하십시오. 동기식통합을사용하여적용가능한체크

아웃을만들고통합탭으로관리합니다.

체크아웃및통합

고객요구에맞게동적으로조정되는동기식체크아웃환경을구축합니다. 새통합탭으로통합을관리하고통

합리소스를찾습니다. 최신유효성검사트리거를사용하여배달방법구성요소를업데이트합니다.

옴니채널재고

옴니채널재고는모든처리채널에대해위치수준에서실시간재고가용성을전달하는확장형재고솔루션을제공

합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Lightning Experience에새롭게도입되었으며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옴니채널재고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옴니채널재고는헤드리스 API의성능과 Salesforce Platform의유연성을결합하여귀하및고객이항상현재재

고가용성정보에액세스할수있도록합니다.

옴니채널재고솔루션은다음리소스로구성됩니다.

• 옴니채널재고서비스 - 재고가용성을확보하고모든처리채널에서예약을관리할수있는헤드리스 API로구

성된다중테넌트시스템입니다.

• Connect REST API - B2C Commerce와 Salesforce 주문관리에서옴니채널재고 API를호출할수있는 Salesforce API입니

다.

• 옴니채널재고응용프로그램 - 여러위치에서재고가용성을확인하고위치및위치그룹을관리할수있는콘

솔응용프로그램입니다.

옴니채널재고를사용하면다음을확보할수있습니다.

• 세분화된위치가시성 - 새로운 API를사용하여위치수준재고가용성을관리합니다.

• 강력한그룹화 - 위치그룹을사용하여특정매장에대한재고를분류합니다.

• 유연성 - 활성재고매장계산에서위치를쉽게추가하고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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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중식재고가용성 - 모든처리채널에서재고가용성을학인합니다.

• 정확한규모 - 신뢰할수있는실시간정보에기대어할인판매기간과휴일기간동안비용이많이드는가격인

하판매및초과판매를방지합니다.

• 옴니채널경험 - 온라인구매후매장픽업, 매장배송등이가능합니다.

방법: 관리자가조직의옴니채널재고를활성화해야합니다.

이섹션에서는:

헤드리스 API를통해재고가용성확보및예약관리

옴니채널재고는헤드리스 API를사용하여실시간재고가용성, 간소화된예약처리, 위치기반주문처리를전달

합니다.

옴니채널재고콘솔로재고가용성확인및위치관리

옴니채널재고콘솔을사용하면재고가용성을조회하고위치, 위치그룹, 위치그룹할당을관리할수있습니다.

B2C Commerce 및 Salesforce 주문관리통합으로쇼핑과주문환경향상

B2C Commerce 및주문관리를사용하여간편하게옴니채널재고를통합할수있습니다. 통합된재고솔루션을사

용하면소매매장및유통센터네트워크를사용하여모든위치에서처리를최적화할수있습니다.

헤드리스 API를통해재고가용성확보및예약관리

옴니채널재고는헤드리스 API를사용하여실시간재고가용성, 간소화된예약처리, 위치기반주문처리를전달합

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Lightning Experience에새롭게도입되었으며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옴니채널재고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옴니채널재고헤드리스 API는외부시스템과통합을활성화하여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 재고가져오기

• 재고업로드

• 가져오기상태확인

• 가용성확인

• 예약전달

• 예약해제

• 예약처리

옴니채널재고 API를사용하면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 백오피스시스템에서재고업데이트를검색합니다(WMS, ERP, POS).

• 전자상거래매장에서구매자에게실시간재고가용성을제공합니다.

• 구매자가온라인쇼핑카트에물품을추가하고주문을제출하면재고를예약합니다.

• 주문처리를위해위치및위치그룹별로재고가용성을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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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재고콘솔로재고가용성확인및위치관리

옴니채널재고콘솔을사용하면재고가용성을조회하고위치, 위치그룹, 위치그룹할당을관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Lightning Experience에새롭게도입되었으며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옴니채널재고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옴니채널재고를열면옴니채널재고콘솔이가장먼저나타납니다.

• 재고조회탭에서 SKU 및위치그룹별로재고가용성을검색할수있습니다. (1)

• 위치관리탭에서옴니채널재고콘솔에적용된변경사항을옴니채널재고에유지된데이터와동기화할수있

습니다. (2)

• 탐색모음드롭다운에서위치및위치그룹에대한목록보기를열수있습니다. 목록보기페이지에서레코드를

열어위치및위치그룹에대한세부정보를확인하고, 위치및위치그룹을추가, 편집, 삭제하십시오. (3)

B2C Commerce 및 Salesforce 주문관리통합으로쇼핑과주문환경향상

B2C Commerce 및주문관리를사용하여간편하게옴니채널재고를통합할수있습니다. 통합된재고솔루션을사용

하면소매매장및유통센터네트워크를사용하여모든위치에서처리를최적화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Lightning Experience에새롭게도입되었으며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옴니채널재고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B2C Commerce 및주문관리를통해옴니채널재고를통합하여고객에게원활한종단간쇼핑환경을제공합니

다.

옴니채널재고는귀하및고객이모든채널과위치에서항상현재재고가용성정보에액세스할수있도록보장하

는재고허브역할을담당하고쇼핑과처리환경간간극을해소합니다.

B2C Commerce

B2C Commerce와옴니채널재고의네이티브통합을통해쉽게다음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 모든디지털채널에서실시간재고가용성을확보합니다.

• 위치그룹을사용하여특정매장에대한재고를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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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위치, 매장, 유통센터, 매장에서배송, 온라인구매후매장픽업을활성화합니다.

Salesforce 주문관리

주문관리통합은다음을수행할수있는 API 프록시를사용합니다.

• SKU, 위치, 위치그룹에대한가용성을확보합니다.

• 그룹에서위치로또는단일위치에서다른위치로예약을전달합니다.

• 취소과정에서예약을해제합니다.

• 주문처리가마감되면예약을처리합니다.

주문관리통합은배포된주문관리를지원하는도구를사용할수있도록만듭니다.

• 처리과정에서실시간재고가용성을사용하여모든위치에서처리를최적화할수있습니다.

• 사전구축된라우팅논리를사용하여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 분할배송횟수를최하로유지한생태로주문을처리할수있는위치에서의처리를우선순위로지정합니다.

– 고객의배송지에가장가까운처리위치의처리를우선순위로지정합니다.

• 수동주문라우팅을사용하면자동라우팅되지않는주문에대한수동처리주문을생성합니다.

• 재라우팅데이터모델을사용하면재라우팅논리를구현하고주문요약에서라우팅시도를추적하거나향후라

우팅시도일정을예약할수있습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변형및특성이있는제품에대해두가지이상의옵션을원활하게제공합니다. 인증되지않은사용자가매장에액

세스할수있도록하여판매를유도합니다. 구매자가관심있는제품의목록을만들고관리할수있도록합니다. 샘

플데이터를사용하여남들보다먼저새매장을설정하십시오. 동기식통합을사용하여적용가능한체크아웃을만

들고통합탭으로관리합니다.

이섹션에서는:

Commerce 앱

샘플데이터를추가하여새매장에대한 Commerce 데이터의매핑및예제를가져옵니다. 게스트가매장을탐색

할수있도록하여브랜드노출을유도합니다.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개발을안내합

니다. 제품및가격책정작업영역을설정하고페이지에서이동한후에도설정이그대로유지됨을확인합니다.

구매자가관심있는제품을목록에저장할수있습니다. 매장데이터를 Google Analytics와통합하여보다의미있

는보고서를작성합니다.

B2B Commerce 템플릿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를만들고, 구매자가제품목록을만들고관리할수있도록하

고, 변형세부사항및특성집합을추적합니다.

제품변형및특성

확인시고객에게더많은옵션을제공할수있도록제품변형을만듭니다. 제품전체에표준옵션을제공할수

있도록변형특성집합을할당합니다. 제품작업공간에서어느제품이변형인지확인합니다. 변형및특성집합

생성및구성시단계별지침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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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앱
샘플데이터를추가하여새매장에대한 Commerce 데이터의매핑및예제를가져옵니다. 게스트가매장을탐색할

수있도록하여브랜드노출을유도합니다.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개발을안내합니다.

제품및가격책정작업영역을설정하고페이지에서이동한후에도설정이그대로유지됨을확인합니다. 구매자가

관심있는제품을목록에저장할수있습니다. 매장데이터를 Google Analytics와통합하여보다의미있는보고서를작

성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매장에샘플데이터추가

매장에샘플데이터를추가하고제품, 범주, 카탈로그, 미디어파일, 구매자그룹, 구매자계정, 가격목록, 가격목

록항목, 권한을자동으로가져옵니다. 완벽하게작동하는매장을만들수있도록모든데이터가매핑됩니다. 매

장에맞게데이터를사용자정의하면모든준비가끝납니다.

매장통합데이터를사용하여유용한보고서작성

구매자가사용하는제품에대한인사이트를얻으려면 Salesforce에서제공하는검색및범주데이터를사용하여

Google Analytics로사용자정의보고서를만듭니다.

게스트브라우징을사용하여가시성향상

인증되지않은(또는게스트) 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하여매장카탈로그및제품에대한노출을확보

합니다. 구매자그룹을사용하여게스트사용자에게부여할제품및카탈로그권한을할당합니다.

사이트맵증분업데이트에서새제품선택

게스트사용자가웹검색시새제품을쉽게찾을수있도록합니다. 사이트맵에대한증분업데이트를수행하면

타사검색색인크롤러가새로추가된공개적으로사용가능한제품을찾을수있습니다. 새제품은사이트맵에

대한수동및예정된증분업데이트시선택됩니다.

작업영역목록설정유지

이제제품및가격책정작업영역하이브리드목록에영구설정이포함됩니다. 레이아웃및필터설정이그대로

유지되는것을확인하고 Commerce 앱에서로그아웃할수있습니다.

Product2 공유규칙을만들어게스트와 B2B Commerce 데이터공유

보안을강화하기위해게스트사용자에대한조직 Product2 조직전체기본값을비공개로변경했습니다. 현재게

스트사용자와 Product2 데이터를공유하는경우이를계속유지하려면공유규칙을만들어야합니다.

매장에샘플데이터추가

매장에샘플데이터를추가하고제품, 범주, 카탈로그, 미디어파일, 구매자그룹, 구매자계정, 가격목록, 가격목록

항목, 권한을자동으로가져옵니다. 완벽하게작동하는매장을만들수있도록모든데이터가매핑됩니다. 매장에

맞게데이터를사용자정의하면모든준비가끝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방법: 매장설정시샘플데이터추가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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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통합데이터를사용하여유용한보고서작성

구매자가사용하는제품에대한인사이트를얻으려면 Salesforce에서제공하는검색및범주데이터를사용하여 Google

Analytics로사용자정의보고서를만듭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서사용할수

있습니다.

방법: 데이터를사용하여매장의제품에대한구매자의상호작용을분석합니다. 다음과같은항목을확인합니다.

• 구매자가가장많이검색하는항목

• 구매자가검색하지만찾지못한항목

• 구매자가찾는제품유형

• 구매자가찾는특정제품

Google Analytics에대한자세한내용은 Google Analytics 문서를참조하십시오.

게스트브라우징을사용하여가시성향상

인증되지않은(또는게스트) 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하여매장카탈로그및제품에대한노출을확보합

니다. 구매자그룹을사용하여게스트사용자에게부여할제품및카탈로그권한을할당합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Personal, Enterprise,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고객이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매장의관리섹션에서구매자액세스를클릭합니다. 게스트브라우징섹션으로스크롤하고프로필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게스트브라우징을시작및실행하기위한모든단계가포함된실행가능한체크리스트가표시됩니다.

주: 이번릴리스에는게스트브라우징에중요한변경사항이있습니다. 파일럿프로그램중생성된게스트브

라우징설정이더이상작동하지않습니다.

사이트맵증분업데이트에서새제품선택

게스트사용자가웹검색시새제품을쉽게찾을수있도록합니다. 사이트맵에대한증분업데이트를수행하면타

사검색색인크롤러가새로추가된공개적으로사용가능한제품을찾을수있습니다. 새제품은사이트맵에대한

수동및예정된증분업데이트시선택됩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

다.

방법: 매장사이트맵을수동으로업데이트하려면익스피리언스빌더 > 설정 > 일반에서공개적으로사용할수있

도록설정하고사이트에공용액세스가능을선택합니다. 그후 SEO 탭을열고사이트맵생성을클릭합니다.

391

Lightning용 B2B Commerce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analytics.google.com/analytics/web/provision/#/provision


주: 증분사이트맵업데이트는매장에서지원하는모든언어및로캘로지원됩니다.

작업영역목록설정유지

이제제품및가격책정작업영역하이브리드목록에영구설정이포함됩니다. 레이아웃및필터설정이그대로유

지되는것을확인하고 Commerce 앱에서로그아웃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Product2 공유규칙을만들어게스트와 B2B Commerce 데이터공유

보안을강화하기위해게스트사용자에대한조직 Product2 조직전체기본값을비공개로변경했습니다. 현재게스

트사용자와 Product2 데이터를공유하는경우이를계속유지하려면공유규칙을만들어야합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Personal, Enterprise,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고객이사용할수있습니다.

B2B Commerce 템플릿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를만들고, 구매자가제품목록을만들고관리할수있도록하고,

변형세부사항및특성집합을추적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개발안내

b2b-commerce-on-lightning-quickstart GitHub 리포지토리의참조 Lightning 웹구성요소(LWC)를사용하면기본코드

를검토하고다시사용할수있습니다. 리포지토리는사용자정의구성요소를구축하기위한시작점으로사용

할수있는 Salesforce Developer Experience(SFDX) 프로젝트입니다. 예제구성요소구조및동작을사용하여 B2B 구성

요소개발을안내하고기존플랫폼기능및 API를적용합니다.

목록은일반적으로사용가능

이제 Lightning용 B2B Commerce 스토어에서목록기능을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구매자는최대 10개의

목록을생성, 관리, 정렬하여각목록에서최대 500개의관심제품을추적할수있습니다. 내목록구성요소의속

성편집기를통해최대 3개의필드를목록항목에추가할수있으므로구매자가각항목에대한추가세부사항

을확인할수있습니다.

목록에추가버튼숨기기

Lightning용 B2B Commerce에서목록을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게되어일부구성요소에목록기능을제어하는

새설정이추가되었습니다. 이제장바구니및제품세부사항카드구성요소에목록관련버튼을숨기기위한컨

트롤이포함됩니다. 목록기능을매장에제공하기를원치않는경우해당기능을쉽게제거할수있습니다.

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세부사항보기

새변형상위제품 Lightning 페이지구성요소를사용하여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에대한제품정보를

봅니다.

제품페이지에서변형특성보기

변형특성 Lightning 페이지구성요소를사용하여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에대한특성정보를봅니다.

392

Lightning용 B2B Commerce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github.com/forcedotcom/b2b-commerce-on-lightning-quickstart


참조구성요소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개발안내

b2b-commerce-on-lightning-quickstart GitHub 리포지토리의참조 Lightning 웹구성요소(LWC)를사용하면기본코드를검

토하고다시사용할수있습니다. 리포지토리는사용자정의구성요소를구축하기위한시작점으로사용할수있

는 Salesforce Developer Experience(SFDX) 프로젝트입니다. 예제구성요소구조및동작을사용하여 B2B 구성요소개발

을안내하고기존플랫폼기능및 API를적용합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

다.

방법: 리포지토리에는시작하는데도움이되는 Readme 파일이포함되어있습니다. GitHub에서해당구성요소를검

색하여매장에추가하는방법에대한전체지침을확인하려면 b2b-commerce-on-lightning-quickstart/examples/lwc/로이

동하십시오

목록은일반적으로사용가능

이제 Lightning용 B2B Commerce 스토어에서목록기능을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구매자는최대 10개의목록

을생성, 관리, 정렬하여각목록에서최대 500개의관심제품을추적할수있습니다. 내목록구성요소의속성편집

기를통해최대 3개의필드를목록항목에추가할수있으므로구매자가각항목에대한추가세부사항을확인할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서사용할수

있습니다.

목록에추가버튼숨기기

Lightning용 B2B Commerce에서목록을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게되어일부구성요소에목록기능을제어하는새

설정이추가되었습니다. 이제장바구니및제품세부사항카드구성요소에목록관련버튼을숨기기위한컨트롤

이포함됩니다. 목록기능을매장에제공하기를원치않는경우해당기능을쉽게제거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해당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서사용

할수있습니다.

방법: 목록버튼을숨기려면제품세부사항카드및장바구니구성요소에대한구성요소속성을편집합니다. 매장

탐색에서내목록을제거하려면매장의탐색구성요소에서내목록페이지에대한링크를제거합니다.

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세부사항보기

새변형상위제품 Lightning 페이지구성요소를사용하여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에대한제품정보를봅니

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를통해액세스된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제품페이지에서변형특성보기

변형특성 Lightning 페이지구성요소를사용하여제품페이지에서변형상위제품에대한특성정보를봅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를통해액세스된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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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변형및특성

확인시고객에게더많은옵션을제공할수있도록제품변형을만듭니다. 제품전체에표준옵션을제공할수있도

록변형특성집합을할당합니다. 제품작업공간에서어느제품이변형인지확인합니다. 변형및특성집합생성및

구성시단계별지침을확인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변형및특성을통해구매자에게더많은제품옵션제공

고객에게변형및특성을제공할수있는제품의범위를확장합니다. 예를들어스웨터에크기및색상옵션을첨

부하거나소파의패브릭선택권을표시합니다.

제품작업공간에서상위클래스보기

제품클래스및변형에대한개요를확인합니다. 제품작업공간에는단순, 변형상위, 변형제품을추적하는데

사용할수있는새제품클래스열이있습니다. 제품레코드에서변형탭을클릭하여변형상위와연결된모든변

형을보고필터링하고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변형및특성을설정및구성하기위한지침확인

변형에대한안내설정에서는특성집합을설정하고변형제품과연결할수있도록단계별지침이제공됩니다.

구성단계에서는특성집합을검색가능하도록만들고여러언어로만드는방법을안내합니다.

변형및특성을통해구매자에게더많은제품옵션제공

고객에게변형및특성을제공할수있는제품의범위를확장합니다. 예를들어스웨터에크기및색상옵션을첨부

하거나소파의패브릭선택권을표시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이유: 제품데이터가올바르게매핑되도록변형상위제품에서변형이생성됩니다. 하지만각변형에는구매를추

적하는고유 SKU가있습니다. 특성집합은크기(S, M, L) 및색상(레드, 블루, 옐로우)와같이제품에연결할수있는선

택목록값이포함된옵션그룹입니다. 변형특성집합은연결된매장에관계없이 Salesforce 조직의여러제품에할당

할수있습니다.

방법: Salesforce 관리자는 Commerce 앱에서변형상위제품및변형을만들수있습니다.

제품작업공간에서상위클래스보기

제품클래스및변형에대한개요를확인합니다. 제품작업공간에는단순, 변형상위, 변형제품을추적하는데사용

할수있는새제품클래스열이있습니다. 제품레코드에서변형탭을클릭하여변형상위와연결된모든변형을보

고필터링하고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변형및특성을설정및구성하기위한지침확인

변형에대한안내설정에서는특성집합을설정하고변형제품과연결할수있도록단계별지침이제공됩니다. 구

성단계에서는특성집합을검색가능하도록만들고여러언어로만드는방법을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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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전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있는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방법: 관리자는상거래설정 > 변형제품에서안내설정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체크아웃및통합

고객요구에맞게동적으로조정되는동기식체크아웃환경을구축합니다. 새통합탭으로통합을관리하고통합

리소스를찾습니다. 최신유효성검사트리거를사용하여배달방법구성요소를업데이트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동기식통합을사용하여적용가능한체크아웃만들기

Lightning Experience 체크아웃용 B2B Commerce에는비동기식및동기식체크아웃환경에대한사용사례가있을

수있습니다. 이제두처리방법간에전환되는적응형체크아웃을통해두가지장점을모두누릴수있습니다.

통합탭을사용하여통합관리

Lightning Experience 통합대시보드용 B2B Commerce를개선했습니다. 이제각통합에고유한탭이있으므로구체

적인리소스및도움말을제공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매장통합으로레이블이지정된단일탭에서모든통합

을찾았습니다.

배달방법구성요소업데이트

Lightning Experience 용 B2B Commerce의배달방법구성요소가업그레이드되고있습니다. 구매자가구매할경우

구매자사용자프로필의배달방법이업데이트되는방식이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배달방법체크아웃하위

플로를복제한경우최신버전으로바꿉니다. 배달방법을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지않을경우구매자가체

크아웃을완료하려고할때오류또는빈화면이표시됩니다.

동기식통합을사용하여적용가능한체크아웃만들기

Lightning Experience 체크아웃용 B2B Commerce에는비동기식및동기식체크아웃환경에대한사용사례가있을수있

습니다. 이제두처리방법간에전환되는적응형체크아웃을통해두가지장점을모두누릴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은 Personal, Enterprise,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체크아웃기능에액세스하려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필요합니다.

이유: 고객이소액주문을하고처리해야할사항이많지않은경우동기식실행이더빠르고좋습니다. 카트가작고

실행할통합이적으면동기식실행을사용하십시오. 이러한변경을적용하면고객의시간을절약하고가능한한효

율적으로체크아웃을실행할수있습니다. 주문할카트와주문활성화하위플로가비동기식으로실행되도록하려

면체크아웃플로에서비동기실행매개변수를변경하십시오.

통합탭을사용하여통합관리

Lightning Experience 통합대시보드용 B2B Commerce를개선했습니다. 이제각통합에고유한탭이있으므로구체적인

리소스및도움말을제공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매장통합으로레이블이지정된단일탭에서모든통합을찾았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은 Personal, Enterprise,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통합에액세스하려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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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매장관리페이지를방문하여기존통합구현에액세스합니다.

방법: 통합탭에액세스하려면매장랜딩페이지로이동합니다. 관리를선택한후통합유형을선택합니다.

배달방법구성요소업데이트

Lightning Experience 용 B2B Commerce의배달방법구성요소가업그레이드되고있습니다. 구매자가구매할경우구매

자사용자프로필의배달방법이업데이트되는방식이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배달방법체크아웃하위플로를복

제한경우최신버전으로바꿉니다. 배달방법을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지않을경우구매자가체크아웃을완료

하려고할때오류또는빈화면이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은 Personal, Enterprise, Performance,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통합에액세스하려면 B2B Commerce 라이센스가필요합니다.

이유: 구매자가변경하고시스템에서결정노드를사용하여해당변경사항을확인한후체크아웃배달방법이업

데이트됩니다. 배달방법하위플로를복제하지않았거나배달방법화면구성요소를사용하는경우에는계속진

행해도좋습니다. 변경할필요가없습니다. 배달방법하위플로를복제했거나 SFDX를사용하여 Salesforce 조직을만

든경우하위플로를업데이트해야합니다.

방법: 하위플로를업데이트하려면 Flow Builder에서체크아웃플로를찾고배달방법하위플로를엽니다. 하위플로

에전달하는값을기록하고동일한값을사용하여새배달방법하위플로를만듭니다. 원본하위플로를삭제합니

다. 플로를저장하고활성화합니다.

Experience Cloud

에디션

지원제품: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

Spring '21부터 Community Cloud가 Experience Cloud라는이름으로새롭게바뀝니다. 새

로운시작의일환으로사이트구축에사용하는도구를업데이트하고몇가지용어

및문서를변경했습니다. 이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정식으로사용할수있

으며 Salesforce CMS 콘텐츠가지원됩니다. 또한여러 Lightning 구성요소에대한개선

사항을추가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Experience Cloud 시작, Community Cloud 종료

이제포털, 웹사이트, 도움말센터, 포럼, 모바일앱을비롯하여생성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연결된디지털환

경을더잘반영할수있도록 Community Cloud를 Experience Cloud라고부릅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의 Lightning 구성요소

타일메뉴구성요소에서타일이미지의그림자를제어하고향상된관련목록(단일 Lightning 구성요소)을최대

한활용합니다.

개발자생산성

정식출시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여사이트를보다효율적으로개발하고 CMS 콘텐츠를사용자

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추가합니다. Lightning 메시지서비스를사용하여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간에통신합니다.

Experience Cloud의 Mobile

향상된사용자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레코드에여러파일을추가하고모바일브라우저및모바일앱에서사이

트를보다쉽게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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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사용자보안정책적용

Salesforce는게스트사용자의개체권한축소를포함하여다양한게스트사용자보안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보안및공유

표준외부프로필을사용하는사용자를위한강화된보안및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대한새쿠키설정에

대해알아보십시오.

기타변경사항

Experience Cloud의경험을개선하는사소한변경사항에대해알아봅니다.

Experience Cloud 시작, Community Cloud 종료

이제포털, 웹사이트, 도움말센터, 포럼, 모바일앱을비롯하여생성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연결된디지털환경을

더잘반영할수있도록 Community Cloud를 Experience Cloud라고부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mmunity Cloud를사용하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영향을미칩니다.

이유: 이이름변경의일부로사이트구축에사용하는도구와용어및문서업데이트가변경될수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용어입니다. 포럼, 포털또는기타유형의디지털환경을만들때가장기본적으로온라인사이트를구축합니

다. 따라서주로사람들이서로상호작용하는포럼을의미하는커뮤니티라고하는대신이제많은사용자인터페

이스와문서에서사이트라는용어를사용합니다.

다음은주요용어변경의간략한요약입니다.

의미변경 후변경 전

익스피리언스빌더또는 Visualforce를사용하여

Experience Cloud에서구축하는사이트

사이트또는 Experience Cloud 사

이트

커뮤니티

익스피리언스빌더를사용하여구축하는사이

트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Lightning 커뮤니티

Visualforce를사용하여구축하는사이트Salesforce Tabs + Visualforce 사이트Salesforce Tabs + Visualforce 커뮤니

티

고객서비스및 Build Your Own 템플릿과같이익

스피리언스빌더에서사이트를구축하는데사

용하는템플릿입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템플릿Lightning 커뮤니티템플릿

익스피리언스빌더의사이트스타일을지정하

는데사용하는테마입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테마Lightning 커뮤니티테마

익스피리언스빌더에서사이트를구성하는페

이지입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페이지Lightning 커뮤니티페이지

다음으로기본사용자인터페이스변경사항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이트에액세스하려면설정에서빠

른찾기상자에 디지털 환경을입력하고모든사이트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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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실수로빠른찾기상자에 커뮤니티를입력한경우에는자동으로이름이변경된디지털환경메뉴가대신

표시됩니다. 오랜습관은바꾸기어렵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디지털환경메뉴의다른항목도단순화되었지만이영역에포함된모든설정및항목은동일하게유지됩니다. 그

리고커뮤니티를익스피리언스작업영역, 익스피리언스빌더, 조직의기타영역에있는사이트또는 Experience Cloud

사이트로적절하게대체했습니다.

끝으로도움말항목, 개발자가이드, Trailhead 콘텐츠등을비롯한문서에서동일한업데이트및용어변경을확인할

수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의 Lightning 구성요소

타일메뉴구성요소에서타일이미지의그림자를제어하고향상된관련목록(단일 Lightning 구성요소)을최대한활

용합니다.

이섹션에서는:

타일메뉴구성요소에그림자추가또는제거

새그림자표시설정을사용하여타일메뉴구성요소의타일이미지에그림자를표시할것인지여부를선택합

니다. 이전에는그림자가기본적으로항상활성화되어있었습니다.

개정된구성요소가있는모바일사이트에관련목록 - 단일에대한액세스권한부여

관련목록 - 단일구성요소는특정개체를기반으로관련레코드의목록을표시합니다. 새로개정된구성요소

는이제모바일반응형입니다. 관련목록 - 단일구성요소의새버전은 Winter '21 릴리스와함께익스피리언스빌

더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구성요소속성에사용되지않음으로표시된기존버전구성요소를사용할경우구

성요소가계속작동합니다. 사용되지않는구성요소를삭제할경우새버전을사용해야합니다.

타일메뉴구성요소에그림자추가또는제거

새그림자표시설정을사용하여타일메뉴구성요소의타일이미지에그림자를표시할것인지여부를선택합니다.

이전에는그림자가기본적으로항상활성화되어있었습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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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구성요소가있는모바일사이트에관련목록 - 단일에대한액세스권한

부여

관련목록 - 단일구성요소는특정개체를기반으로관련레코드의목록을표시합니다. 새로개정된구성요소는이

제모바일반응형입니다. 관련목록 - 단일구성요소의새버전은 Winter '21 릴리스와함께익스피리언스빌더에서

사용할수있습니다. 구성요소속성에사용되지않음으로표시된기존버전구성요소를사용할경우구성요소가

계속작동합니다. 사용되지않는구성요소를삭제할경우새버전을사용해야합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개발자생산성

정식출시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여사이트를보다효율적으로개발하고 CMS 콘텐츠를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추가합니다. Lightning 메시지서비스를사용하여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간에통신합니다.

이섹션에서는:

Build Your Own(LWR) 템플릿(정식출시)을사용하여빠르고효율적인환경구축

이전에는파일럿프로그램으로사용할수있었던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이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프로그래밍모델을사용하여웹사이트, 마이크로사이트, 포털과같이매우빠른디지털환경을개

발하십시오. 새 LWR(Lightning Web Runtime) 플랫폼에의해구동되는본사용자정의가능템플릿은독보적인페이

지성능을제공하고개발자생산성을향상합니다.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 Salesforce CMS 콘텐츠추가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사용하여손쉽게 Salesforce CMS 콘텐츠를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추가

합니다. CMS 작업영역에콘텐츠를게시한후버튼클릭만으로콘텐츠리포지토리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

요소를향상할수있습니다.

이제 Experience Cloud에서 Lightning 메시지서비스지원(베타)

Lightning 메시지서비스를사용하여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페이지내에서문서개체모델(DOM)을통해통신

합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간에통신합니다.

이제 Aura 사이트의 lightning:navigation에서더많은 actionNames가포함된 generateUrl을지원합니다.

이제 lightning:navigation 구성요소에서새로만들기, 편집, 복제 actionNames가포함된 pageReference를사

용하여 generateURL을지원합니다. 이전에는보기 actionName만지원되었습니다. 이제편집및복제작업이있는

표준레코드페이지와새작업이있는표준개체페이지에서 pageReference에서지정한작업으로이동하는데사

용할수있는 URL을반환합니다. lightning:navigation을사용한탐색호출동작이변경되지않았습니다.

PageReference를사용하여 CMS 콘텐츠페이지로이동

Lightning 구성요소에서탐색서비스의새 standard__managedContentPage  pageReference 유형을사용하여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 CRM 콘텐츠페이지로이동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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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Your Own(LWR) 템플릿(정식출시)을사용하여빠르고효율적인환경구축

이전에는파일럿프로그램으로사용할수있었던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이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프로그래밍모델을사용하여웹사이트, 마이크로사이트, 포털과같이매우빠른디지털환경을개발

하십시오. 새 LWR(Lightning Web Runtime) 플랫폼에의해구동되는본사용자정의가능템플릿은독보적인페이지성

능을제공하고개발자생산성을향상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템플릿은 Developer Edition에서또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 Salesforce CMS를구매할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Experience Cloud에는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지원하는기존 Build Your Own 템플릿이포함되어있습니

다. 하지만우리의최신템플릿은 Lightning 웹구성요소프로그래밍모델만을기반으로합니다. 이템플릿은뛰어난

성능외에도다음기능을제공합니다.

• 인증되지않은사이트에대한사용자정의 URL 경로를제공합니다. 즉, /s로인해더이상사이트의 URL이복잡

해지지않습니다. 예: https://mycustomdomain.com/mypage

• 최신웹표준을따르는재사용가능한 Lightning 웹구성요소및테마개발을지원합니다.

• Apex 및사용자인터페이스 API 지원이포함되어있어 Salesforce 레코드, SOSL 등에액세스하여고객에게풍부한

데이터경험을제공할수있습니다.

팁:  Build Your Own(LWR)은많지않은구성요소와가장필수페이지만제공하는최소템플릿입니다. 이템플릿

은 Lightning 웹구성요소를개발하고 Salesforce DX, 사용자인터페이스 API, Apex를사용하는작업에익숙한개발

자에게가장적합합니다.

또한이전파일럿릴리스이후향상된기능을통해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 CMS 콘텐츠페이지를만들어 CMS 콘텐츠의개별부분을표시합니다.

• 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구성요소를통해 Salesforce CMS 이미지를페이지에추가합니다.

•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 Salesforce CMS 콘텐츠를사용합니다.

• 새브랜딩시스템(개발자미리보기)을사용하여기본및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일관된시각적

느낌을만듭니다.

• 페이지제목및설명과같은페이지수준 SEO 설정을포함합니다.

• Google Analytics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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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Build Your Own(LWR) 사이트에대해기본적으로활성화된 ExperienceBundle

이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여만든사이트의경우 ExperienceBundle 메타데이터 API 유형이자동으

로활성화됩니다. 이전에는모든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유형을활성화하기위해설정에서ExperienceBundle

메타데이터 API 활성화확인란을선택했습니다.

사용자정의가능한서비스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로연속성유지(파일럿)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면고객과연락하고사이트가다운되었을경우에도사례를만들수있습니

다. 익스피리언스빌더를사용하여브랜드에적합한페이지를구성합니다. 서비스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에

서 Email-to-Case를포함한사용자정의브랜딩및메시징을직접추가합니다.

콘텐츠배달네트워크에단일일증서도메인사용(파일럿)

공유인증서에서단일브랜드인증서로전환하여브랜드를보호합니다. 콘텐츠배달네트워크(CDN)에서인증서

를관리하므로설정후잊고있어도괜찮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개발자가이드: Experience Cloud용 LWR 사이트

Build Your Own(LWR) 사이트에대해기본적으로활성화된 ExperienceBundle

이제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여만든사이트의경우 ExperienceBundle 메타데이터 API 유형이자동으로활

성화됩니다. 이전에는모든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유형을활성화하기위해설정에서 ExperienceBundle 메타

데이터 API 활성화확인란을선택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을통해액세스하는 Build Your Own(LWR)을사용하는

사이트에적용됩니다. 템플릿은 Developer Edition에서또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 Salesforce CMS를

구매할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Aura 사이트의경우 SiteDotCom 대신 ExperienceBundle을사용하려면확인란을계속활성화해야합니다. Aura 및

LWR 사이트배포또는검색시잠재적인문제를방지하려면설정을반복적으로변경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예를

들어 Salesforce CLI 소스명령사용시스크래치조직에서소스를가져올경우프로젝트에서푸시할때와동일하게설

정이유지되는지확인합니다.

사용자정의가능한서비스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로연속성유지(파일럿)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면고객과연락하고사이트가다운되었을경우에도사례를만들수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를사용하여브랜드에적합한페이지를구성합니다. 서비스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에서

Email-to-Case를포함한사용자정의브랜딩및메시징을직접추가합니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을통해액세스하는 Build Your Own(LWR)을사용하는

사이트에적용됩니다. 템플릿은 Developer Edition에서또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 Salesforce CMS를

구매할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한고객에게사이트를사용할수없음

페이지기능을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

있으며, 승인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

리지않으면사용자정의가능한사이트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를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

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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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의 Experience Cloud 그룹에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

수있습니다.

대상: 표준콘텐츠배달네트워크(CDN) 시스템인 Akamai가활성화된경우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는사

이트에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사이트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에는필요한경우사용자정의할수있는 HTML 편집기구성요소가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구성요소를페이지에추가하여자체텍스트및이미지를추가할수있습

니다.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는지원되지않습니다. 또한 AppExchange에있는 Email to ISV 패키지를사용하

여사례이외의개체를만들수도있습니다.

주: 이파일럿기능은관리 > 페이지의정적서비스를사용할수없음페이지와호환되지않습니다.

콘텐츠배달네트워크에단일일증서도메인사용(파일럿)

공유인증서에서단일브랜드인증서로전환하여브랜드를보호합니다. 콘텐츠배달네트워크(CDN)에서인증서를

관리하므로설정후잊고있어도괜찮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템플릿은 Developer Edition에서또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 Salesforce CMS를구매할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한고객에게단일인증서도메인기능

을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인

이보장되지않습니다.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리지않으면

단일인증서도메인을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

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Trailblazer Community

의 Experience Cloud 그룹에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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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이트의도메인을구성할때단일인증서도메인옵션을선택합니다. 인증서를검사하는사용자는인증서에

서브랜드만볼수있습니다.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 Salesforce CMS 콘텐츠추가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사용하여손쉽게 Salesforce CMS 콘텐츠를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추가합

니다. CMS 작업영역에콘텐츠를게시한후버튼클릭만으로콘텐츠리포지토리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구성요소

를향상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 Salesforce CMS가있는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방법: .js-meta.xml 파일의구성요소속성유형을 type="ContentReference"로지정하여사용자정의 Lightning 웹

구성요소에대한 CMS 콘텐츠를구성합니다. 또한특정콘텐츠유형을필터링하도록구성요소를구성할수도있습

니다. 예를들어 CMS 작업영역에서게시된이미지만표시하려면다음과같이 filter="cms_image"를지정합니

다.

<property type="ContentReference" name="contentId" label="Content ID" filter="cms_image"/>

익스피리언스빌더에서페이지에구성요소를추가하고구성요소속성에서콘텐츠추가를클릭합니다. CMS 작업

영역에서이미지, 문서, 뉴스기사등을사이트에직접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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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 Salesforce CMS 콘텐츠사용

이제 Experience Cloud에서 Lightning 메시지서비스지원(베타)
Lightning 메시지서비스를사용하여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페이지내에서문서개체모델(DOM)을통해통신합

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간에통신합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주: 베타기능인 Experience Cloud의 Lightning 메시지서비스는미리보기에해당하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

협약에따른 "서비스"의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

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

에대한일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

닌평가목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

떠한유해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

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의 Experience Cloud 그룹에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이제 Aura 사이트의 lightning:navigation에서더많은 actionNames가포함

된 generateUrl을지원합니다.
이제 lightning:navigation 구성요소에서새로만들기, 편집, 복제 actionNames가포함된 pageReference를사용

하여 generateURL을지원합니다. 이전에는보기 actionName만지원되었습니다. 이제편집및복제작업이있는표준

레코드페이지와새작업이있는표준개체페이지에서 pageReference에서지정한작업으로이동하는데사용할수

있는 URL을반환합니다. lightning:navigation을사용한탐색호출동작이변경되지않았습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PageReference를사용하여 CMS 콘텐츠페이지로이동

Lightning 구성요소에서탐색서비스의새 standard__managedContentPage  pageReference 유형을사용하여익

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 CRM 콘텐츠페이지로이동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 웹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PageReference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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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loud의 Mobile
향상된사용자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레코드에여러파일을추가하고모바일브라우저및모바일앱에서사이트

를보다쉽게볼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SLDS 터치스타일을통해향상된모바일환경

이제모바일브라우저및모바일게시자앱에서사이트를보는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가터치스크린용

SLDS(Salesforce Lightning Design System) CSS 스타일을사용하여향상된사용자인터페이스를볼수있습니다. 일부

개선사항에는더큰글꼴및버튼응답성이포함되어있습니다.

모바일의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있는레코드에여러파일추가

이동중레코드에여러파일을빠르게추가할수있습니다. 이제모바일의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있는각레코

드의관련파일목록에파일추가버튼이포함됩니다.

SLDS 터치스타일을통해향상된모바일환경

이제모바일브라우저및모바일게시자앱에서사이트를보는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가터치스크린용

SLDS(Salesforce Lightning Design System) CSS 스타일을사용하여향상된사용자인터페이스를볼수있습니다. 일부개선

사항에는더큰글꼴및버튼응답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모바일브라우저및게시자앱을통

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모바일의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있는레코드에여러파일추가

이동중레코드에여러파일을빠르게추가할수있습니다. 이제모바일의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있는각레코드

의관련파일목록에파일추가버튼이포함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게시자앱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

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방법: 모바일환경에서레코드를엽니다. 그후관련 > 파일 > 파일추가를클릭합니다. 업로드할파일을선택학나

조직에서파일을추가합니다.

게스트사용자보안정책적용

Salesforce는게스트사용자의개체권한축소를포함하여다양한게스트사용자보안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게스트사용자에대해제거된개체권한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

Salesforce는신규및기존조직의게스트사용자에대한모든개체의개체권한을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

합니다. 해당권한은사용자정의개체및표준개체에대해제거됩니다. 게스트사용자는개체권한을읽고만드

는것만가능합니다.

게스트사용자프로필에서사용되지않는권한이제거됨

연결된앱논리가없는사용되지않는권한이게스트사용자프로필에서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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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사용자에대해제거된개체권한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

Salesforce는신규및기존조직의게스트사용자에대한모든개체의개체권한을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합

니다. 해당권한은사용자정의개체및표준개체에대해제거됩니다. 게스트사용자는개체권한을읽고만드는것

만가능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게스트사용자가있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적용됩니다.

방법: 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개체권한은영구적으로제거되며프로필또는권한집합의게스트사용자에

대해활성화할수없습니다.

모두보기, 모두수정, 편집, 삭제개체권한이권한집합또는권한그룹의일부이며게스트사용자에게할당된경우

게스트사용자는권한집합또는권한집합그룹에서제거됩니다. 또한게스트사용자는해당권한집합및권한집

합그룹에포함된다른권한에대한액세스권한도상실합니다.

게스트사용자에게모두수정, 모두보기, 편집또는삭제개체권한이있어권한집합또는권한집합그룹에서제거

되고다른기능이상실된경우허용된권한이있는권한집합을복제하고새권한집합을게스트사용자에게할당

합니다.

게스트사용자프로필에서사용되지않는권한이제거됨

연결된앱논리가없는사용되지않는권한이게스트사용자프로필에서제거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게스트사용자가있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적용됩니다.

방법: 다음권한은모든조직의모든게스트사용자프로필에서제거되었습니다.

• UI 계층아키텍처활성화

• 다이렉트메시지에서사람제거

• 주제보기

• 비상업적이메일을전송합니다.

• 내부 Knowledge 기사외부공유

• 목록을기준으로표시된내용숨기기

• RecordVisibility API 활성화

• 주제할당

• Chatter 질문에대한답변확인

• 대화스레드마감

• 주제편집

• 주제만들기

• 주제삭제

• 주제병합

• 개인정보데이터에대한사용자액세스허용

• 데이터분류를수정합니다.

• 모든 API 클라이언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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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게시물및댓글승인가능

보안및공유

표준외부프로필을사용하는사용자를위한강화된보안및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대한새쿠키설정에대

해알아보십시오.

이섹션에서는:

표준외부프로필이있는사용자는더이상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로그인할수없음

표준외부프로필이있는사용자는더이상커뮤니티및포털과같은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로그인할수없습

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허용된쿠키에대한기본설정

익스피리언스빌더의새설정을사용하면기본적으로사이트에서허용되는쿠키유형을결정할수있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에대해 SOAP API에서이름(성없이)과성(姓) 필드숨기기

이제사용자가닉네임이활성화된사이트에서 API 호출을할때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를위해 SOAP API의

성(姓)과이름(성없이) 필드를숨길수있습니다.

표준외부프로필이있는사용자는더이상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로그인할

수없음

표준외부프로필이있는사용자는더이상커뮤니티및포털과같은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로그인할수없습니

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모든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변경사항은다음의표준외부프로필을사용하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적용됩니다.

• Customer Community Plus

• Customer Community Plus Login

• Customer Portal Manager

• Customer Portal Manager Custom

• Customer Portal Manager Standard

• Ideas Only Portal

• Limited Customer Portal Manager Custom

• Limited Customer Portal Manager Standard

• Overage Customer Portal Manager Custom

• Overage Customer Portal Manager Standard

• Bronze Partner

• External Apps Plus Login

• External Apps Plus Member

• Gold Partner

• Partner

407

보안및공유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 Partner Community

• Partner Community Login

• Silver Partner

• Authenticated Website

• CSP Lite Portal

• Customer Community

• Customer Community Login

• External Apps Login

• External Apps Member

• High Volume Customer Portal

• High Volume Portal

• Overage Authenticated Website

• Overage High Volume Customer Portal

• Platform Portal

방법: 위의외부표준프로필에할당된조직의사용자는더이상커뮤니티및포털과같은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할수없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용자에게액세스권한을부여하려면사용자가할당된표준외부프로필을

복제하고개체권한을변경하여비즈니스요구를충족합니다. 그후복제한프로필을사이트에액세스하는사용자

에게할당합니다.

표준프로필을계속사용하여로그인할수있도록하려면설정 > 디지털환경 > 설정에서자가등록및사용자생성

에대해표준외부프로필사용허용을활성화합니다. 이권한을활성화하는것은 Salesforce 보안모범사례가아닙니

다.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허용된쿠키에대한기본설정

익스피리언스빌더의새설정을사용하면기본적으로사이트에서허용되는쿠키유형을결정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방법:익스피리언스빌더의보안및개인정보보호페이지에액세스합니다. 사이트에필수쿠키만사용하려면허용

되는쿠키섹션에서 Allow only required cookies for this site(이사이트에대한필수쿠키만허용) 설정을활성화합니

다. 설정을활성화하지않으면사이트에서필수및기능유형을포함한모든쿠키를허용합니다.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에대해 SOAP API에서이름(성없이)과성(姓) 필드

숨기기

이제사용자가닉네임이활성화된사이트에서 API 호출을할때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를위해 SOAP API의성

(姓)과이름(성없이) 필드를숨길수있습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모든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 > 디지털익스피리언스 > 설정에서닉네임이활성화된사이트에서 API 호출을할때사이트사용자를위

해 SOAP API의성(姓)과이름(성없이) 필드숨기기설정을활성화합니다. 이설정은 2021년 2월 18일이후생성된조

직에서기본적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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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설정은사이트별로설정되는닉네임을표시설정과함께작동합니다. 이름필드를숨기려는각사이트

에서닉네임을표시를활성화합니다. 각사이트의익스피리언스작업영역에액세스합니다(설정디지털익스

피리언스모든사이트[각사이트의]작업영역). 관리작업영역에서닉네임을표시를활성화하고저장합니다.

기타변경사항

Experience Cloud의경험을개선하는사소한변경사항에대해알아봅니다.

이섹션에서는:

Lightning Knowledge 검색결과에서필드숨기기

새사이트기본설정을사용하여 Lightning Knowledge 검색결과에그리드레이아웃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을활성화하면 Knowledge 검색레이아웃을편집하여선택한 Knowledge 프로필에대해그리드필드를

표시하거나숨길수있습니다.

제한사항을적용하여구성원을보다원활하게처리

권한집합또는프로필에서추가또는제거된구성원수는처리시간에영향을미칩니다. 프로필또는권한집합

당한번에처리할수있는구성원수는천만명으로제한됩니다.

고객-활성화된개인계정병합

더많은고객을만나고긴밀한고객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고객-활성화된계정의레코드를깔끔하게유지합

니다. 이제관리자가병합마법사를사용하여고객-활성화된커뮤니티의개인계정을병합할수있습니다.

질문응답시간에대한보고서작성

이제 P2P 포럼에서문의한각질문에대해답변하는보고서를작성할수있습니다. 질문이첫번째댓글이달리

기까지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질문이베스트답변이달리기까지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특정주제집합또

는 Chatter 그룹의시간경과에따른첫번째댓글작성평균시간및베스트답변작성시간을계산할수도있습니

다.

Lightning Knowledge 검색결과에서필드숨기기

새사이트기본설정을사용하여 Lightning Knowledge 검색결과에그리드레이아웃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리드레

이아웃을활성화하면 Knowledge 검색레이아웃을편집하여선택한 Knowledge 프로필에대해그리드필드를표시하

거나숨길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방법: 이기능을사용하려면먼저 Salesforce 조직의 Knowledge를활성화해야합니다. 그후사이트의관리작업영역

에서기본설정 > 일반으로이동하여 Use a profile-based layout for Lightning Knowledge search results(Lightning

Knowledge 검색결과에프로필기반레이아웃사용) 확인란을선택합니다. 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개체관리자로

이동하여 Knowledge 개체를클릭한후검색레이아웃을클릭합니다. 선택한레이아웃을편집하여여러필드를표시

하거나숨깁니다.

주: 표준그리드레이아웃을활성화하면결과에서검색용어강조표시를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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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을적용하여구성원을보다원활하게처리

권한집합또는프로필에서추가또는제거된구성원수는처리시간에영향을미칩니다. 프로필또는권한집합당

한번에처리할수있는구성원수는천만명으로제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환경만들기및설정권한이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이러한제한조건을초과하지않으려면여러권한집합또는프로필을사용하여구성원을소규모배치로추

가합니다. 해당제한을늘리려면 Salesforce에문의하십시오.

고객-활성화된개인계정병합

더많은고객을만나고긴밀한고객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고객-활성화된계정의레코드를깔끔하게유지합니

다. 이제관리자가병합마법사를사용하여고객-활성화된커뮤니티의개인계정을병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외부사용자관리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적용됩니다. 또한사용자는계정을삭제하고기회및연

락처등관련레코드를편집할권한이필요합니다.

질문응답시간에대한보고서작성

이제 P2P 포럼에서문의한각질문에대해답변하는보고서를작성할수있습니다. 질문이첫번째댓글이달리기까

지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질문이베스트답변이달리기까지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특정주제집합또는 Chatter

그룹의시간경과에따른첫번째댓글작성평균시간및베스트답변작성시간을계산할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를통해액세스된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대상: 보고서를만들수있는커뮤니티관리자입니다.

이유: 첫번째댓글작성시간및해결시간은서비스업계에서서비스수준을향상할시기를측정하는데사용되는

표준메트릭입니다.

방법: 해당보고서를작성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보고서 유형을입력합니다. 보고서유형을클릭한후

새고객보고서유형을클릭합니다. 보고서유형포커스섹션에서네트워크피드응답메트릭을기본개체로선택

하고다른보고서를만드는것처럼계속진행합니다.

주:

• 해당메트릭은질문에대해서만계산할수있으며다른유형의 Chatter 게시물에대해서는계산할수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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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메트릭은조직에서 Spring '21 릴리스를사용할수있게된이후에생성된질문에대해서만계산할수

있습니다.

Salesforce CMS

Salesforce CMS 콘텐츠를사용하면훨씬더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된콘텐츠를

배포하고,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용새 Build Your Own(LWR) 템플릿에추가하고다른조직및작업영역으로내보

냅니다.

이섹션에서는: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성유지

이제 Salesforce CMS 콘텐츠에콘텐츠키가제공됩니다. 이고유식별자는버전및 Salesforce 조직, 사이트, 구성요

소에관계없이콘텐츠에고정됩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 .zip 아카이브의 JSON 파일내보내기및가져오기를

통해 Sandbox-프로덕션과같이조직간에콘텐츠를배포할수있습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가져올미디어참조

JSON 콘텐츠세부사항에콘텐츠키를포함하여콘텐츠를가져올미디어파일에대한참조를만듭니다. 이제 ref

필드또는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노드(RTE)의참조를연결하면 RTE 노드에서이미지용관리사용자콘텐츠레

코드를만듭니다.

가져오기후콘텐츠대량게시

이전에는 JSON을사용하여로컬파일을가져오려면각콘텐츠에대한 status 필드가필요했습니다. status

필드는더이상 Salesforce CMS의콘텐츠에사용되지않습니다. 이제 Salesforce CMS 앱의한번에가져오기에서모

든콘텐츠를게시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미디어가져오기에이기능을사용하여다른콘텐츠에서참조하

는모든이미지를게시하여모든참조가그대로유지되도록합니다.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내보내기

이미지, 뉴스, 문서또는사용자정의콘텐츠유형등의콘텐츠를 Salesforce CMS의작업영역에서 JSON 파일및미

디어파일의 .zip 아카이브로내보냅니다. 내보낸 .zip 아카이브를가져와서다른 Salesforce 조직으로콘텐츠를전

송합니다.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 CMS 콘텐츠및구성요소배포

이제콘텐츠키를사용하여 Sandbox에서콘텐츠를내보내서프로덕션으로가져올수있습니다. 그후익스피리

언스번들을사용하여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단일항목구성요소를배포합니다. 이전에는 CMS 구성요소를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이동할경우콘텐츠를다시만들었습니다.

Google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운로드차단됨

Google은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운로드를차단하는방식으로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를보호합니

다. 혼합콘텐츠다운로드의예중하나는 HTTPS 페이지에서 HTTP 사이트에대한링크배치입니다. 이변경사항

은 Salesforce CMS 및 CMS Connect의비보안이미지및링크에영향을미칩니다. Google의단계별롤아웃계획은브

라우저경고로시작한다음, 혼합콘텐츠다운로드를차단하는방향으로진행됩니다.

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활용

새 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면 CMS 콘텐츠를제공할수있도록빠르게로드되고확

장되는사이트를개발할수있습니다. 탁월한성능을전달하는프로그래밍모델인 Lightning 웹구성요소(LWC)에

기반한이경량형템플릿은사용자정의솔루션을완전히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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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 Salesforce CMS 콘텐츠사용

이제 Salesforce CMS 작업영역의게시된콘텐츠를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추가하고익스피리언스빌

더사이트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Build Your Own(LWR) 템플릿에서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를사용하여 CMS 이미지추가

새 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면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구성요소를통해 CMS 이미

지를직접사이트에추가할수있습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성유지

이제 Salesforce CMS 콘텐츠에콘텐츠키가제공됩니다. 이고유식별자는버전및 Salesforce 조직, 사이트, 구성요소에

관계없이콘텐츠에고정됩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 .zip 아카이브의 JSON 파일내보내기및가져오기를통해

Sandbox-프로덕션과같이조직간에콘텐츠를배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콘텐츠를만들고편집하려면해당 CMS 작업영역에콘텐츠관리자역할이있거나 Salesforce 관리자여야합니

다.

방법: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새콘텐츠를추가하면업데이트및버전지정시해당콘텐츠에고정되는콘텐츠키

가자동으로할당됩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가져올미디어참조

JSON 콘텐츠세부사항에콘텐츠키를포함하여콘텐츠를가져올미디어파일에대한참조를만듭니다. 이제 ref

필드또는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노드(RTE)의참조를연결하면 RTE 노드에서이미지용관리사용자콘텐츠레코

드를만듭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콘텐츠를가져오려면해당 CMS 작업영역에콘텐츠관리자역할이있거나 Salesforce 관리자여야합니다.

방법: JSON 파일에콘텐츠세부사항지정시 ref 필드에미디어콘텐츠의콘텐츠키를입력하여가져올참조를만

듭니다. ref 필드대신뉴스항목의본문과같이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RTE) 노드에미디어콘텐츠의콘텐츠키

를입력할수도있습니다. 이방법을사용하면이미지용관리콘텐츠가생성되고콘텐츠세부사항페이지의사용

대상카드에정보가표시됩니다.

다음은이미지의콘텐츠키를사용하여이미지를참조하는뉴스항목을가져오기위한 JSON 구조의예입니다.

{
"content":[

{
"contentKey": "MC4NFMB52LHFFWPNFNKHQJHLFBQM",
"type":"news",
"urlName":"content1",
"body":{

"title":"My News Item",
"body":"<p>This is the body of my news item, which includes a reference to an image

in Salesforce CMS.</p>,
"bannerImage": {

"ref":"MCFQ2WJD3O6NGCXOI3DIOF4RJQ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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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This is a summary of my news item."
}

}]
}

다음은서식있는텍스트편집기의이미지를참조하는뉴스항목에대한 JSON 구조의예입니다.

{
"content":[

{
"contentKey": "MC4NFMB52LHFFWPNFNKHQKJLMNFR",
"type":"news",
"urlName":"content2",
"body":{

"title":"Another News Item",
"body":"<img src=’ ‘ data-contentKey=’ ‘MCFQ2WJD3O6NGCXOI3DIOF4RJQOI’>,
"excerpt":"This is a summary of my news item."
}

}]
}

가져오기후콘텐츠대량게시

이전에는 JSON을사용하여로컬파일을가져오려면각콘텐츠에대한 status 필드가필요했습니다. status 필드

는더이상 Salesforce CMS의콘텐츠에사용되지않습니다. 이제 Salesforce CMS 앱의한번에가져오기에서모든콘텐츠

를게시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미디어가져오기에이기능을사용하여다른콘텐츠에서참조하는모든이미지

를게시하여모든참조가그대로유지되도록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콘텐츠를가져오려면해당 CMS 작업영역에콘텐츠관리자역할이있거나 Salesforce 관리자여야합니다.

방법: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를가져오고 Publish content after import(가져온후콘텐츠게시)를선택하

여가져오기의모든콘텐츠상태를게시됨으로변경합니다. 콘텐츠가이미 CMS 작업영역에있는경우마지막으로

게시된버전을대체합니다. 게시된콘텐츠는모든채널에서즉시사용할수있으며라이브사이트및모든콘텐츠

참조에서업데이트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여가져온후다른콘텐츠에서참조한이미지를게시합니다. 이옵션을선택하지않을경우콘텐

츠에서초안상태로가져오며 Salesforce CMS를통해콘텐츠를개별적으로게시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내보내기

이미지, 뉴스, 문서또는사용자정의콘텐츠유형등의콘텐츠를 Salesforce CMS의작업영역에서 JSON 파일및미디어

파일의 .zip 아카이브로내보냅니다. 내보낸 .zip 아카이브를가져와서다른 Salesforce 조직으로콘텐츠를전송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콘텐츠를내보내려면해당 CMS 작업영역에콘텐츠관리자역할이있거나 Salesforce 관리자여야합니다.

방법: Salesforce CMS에서작업영역을열고내보낼콘텐츠및폴더를선택한후메뉴드롭다운을클릭하고콘텐츠내

보내기를선택합니다. 필요에따라내보내기의이미지가업데이트되었거나가져오는 CMS 작업영역의버전과다

른경우참조된이미지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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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는동안각콘텐츠항목의콘텐츠세부사항을 .zip 아카이브의개별 JSON 파일로내보냅니다. 모든미디어콘

텐츠는별도의 .zip 아카이브로내보내고다른콘텐츠는다른아카이브로내보냅니다. 예를들어뉴스콘텐츠가배

너이미지를참조할경우배너이미지와뉴스콘텐츠는 1-media-content-[jobId] .zip 및 2-content-[jobId].zip과같은별도

의 .zip 아카이브로내보냅니다. .zip 아카이브를 Salesforce CMS 작업영역으로가져올경우먼저미디어 .zip 아카이브

를가져온후해당콘텐츠내보내기 .zip 아카이브를가져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 CMS 콘텐츠및구성요소배포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 CMS 콘텐츠및구성요소배포

이제콘텐츠키를사용하여 Sandbox에서콘텐츠를내보내서프로덕션으로가져올수있습니다. 그후익스피리언스

번들을사용하여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단일항목구성요소를배포합니다. 이전에는 CMS 구성요소를 Sandbox

에서프로덕션으로이동할경우콘텐츠를다시만들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콘텐츠를가져오거나내보내려면해당 CMS 작업영역에콘텐츠관리자역할이있거나 Salesforce 관리자여야

합니다.

방법: 콘텐츠를이동하려면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를내보낸후 Salesforce CMS로해당콘텐츠를가져옵

니다.

주:  Salesforce CMS에서가져오거나내보낼경우 CMS 컬렉션구성요소가포함되지않습니다. CMS 대상조직에

서 CMS 컬렉션을다시만듭니다. 컬렉션에동일한이름을사용할경우다시만든후구성요소에다시추가할

필요가없습니다. 컬렉션에동일한이름을사용할경우 CMS 컬렉션구성요소가콘텐츠참조를유지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콘텐츠키를사용하여일관성유지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내보내기

Lightning 커뮤니티개발자가이드: Sandbox에서프로덕션으로커뮤니티배포

Lightning 커뮤니티개발자가이드: Lightning 커뮤니티용 ExperienceBundle

Google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운로드차단됨

Google은 Chrome에서혼합콘텐츠다운로드를차단하는방식으로비보안다운로드로부터사용자를보호합니다. 혼

합콘텐츠다운로드의예중하나는 HTTPS 페이지에서 HTTP 사이트에대한링크배치입니다. 이변경사항은 Salesforce

CMS 및 CMS Connect의비보안이미지및링크에영향을미칩니다. Google의단계별롤아웃계획은브라우저경고로

시작한다음, 혼합콘텐츠다운로드를차단하는방향으로진행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시기: Google은 2020년 9월에첫롤아웃을시작하고향후몇차례의 Chrome 릴리스를통해진행할예정입니다.

이유: 자세한내용은 Chrome에서차단하는 Salesforce CMS 및 CMS Connect의혼합콘텐츠 Knowledge 기사를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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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활용

새 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면 CMS 콘텐츠를제공할수있도록빠르게로드되고확장

되는사이트를개발할수있습니다. 탁월한성능을전달하는프로그래밍모델인 Lightning 웹구성요소(LWC)에기반

한이경량형템플릿은사용자정의솔루션을완전히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템플릿은 Developer Edition에서또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 Salesforce CMS를구매할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Build Your Own(LWR) 템플릿(정식출시)을사용하여빠르고효율적인환경구축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 Salesforce CMS 콘텐츠사용

이제 Salesforce CMS 작업영역의게시된콘텐츠를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추가하고익스피리언스빌더

사이트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을통해액세스된 Salesforce CMS가있는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방법: Salesforce CMS 앱의 Salesforce CMS 작업영역에서콘텐츠를만들고게시합니다. 작업영역이익스피리언스빌더

사이트에연결되어있어야합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의사용자정의구성요소에서 CMS 콘텐츠에액세스하려면사용자정의구성요소를구성하여

ContentReference 속성유형을포함합니다. 그후익스피리언스빌더에서페이지에구성요소를추가하고구성

요소속성에서콘텐츠추가를클릭합니다. 이제 CMS 작업영역에서이미지, 문서, 뉴스, 기사등으로사이트를채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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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Build Your Own(LWR) 템플릿(정식출시)을사용하여빠르고효율적인환경구축

사용자정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 Salesforce CMS 콘텐츠추가

Build Your Own(LWR) 템플릿에서 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를사용하여

CMS 이미지추가

새 Experience Cloud용 Build Your Own(LWR) 템플릿을사용하면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구성요소를통해 CMS 이미지

를직접사이트에추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을통해액세스하는 Build Your Own(LWR) 및 Salesforce

CMS를함께사용하는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에적용됩니다. 템플릿은 Developer Edition에서또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에서 Salesforce CMS를구매할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CMS 작업영역이 Build Your Own(LWR) 사이트에연결되어있는지확인하고사용할이미지를게시합니다.

익스피리언스빌더에서 Build Your Own(LWR)을엽니다. 구성요소메뉴로이동하여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구성요

소를선택합니다. 구성요소를끌어와사이트에추가합니다. 서식있는콘텐츠편집기구성요소창에서콘텐츠편

집을클릭합니다. 그후 을선택하여 CMS 콘텐츠에액세스하고이미지를추가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Build Your Own(LWR) 템플릿(정식출시)을사용하여빠르고효율적인환경구축

모바일

iOS용모바일홈및모바일에서자연어검색과같은새로운기능을사용하여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더많은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제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는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이며 iPad에서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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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모바일앱

새모바일홈페이지에서사용자정의가능한카드를보고모바일에서자연어검색을사용하여레코드를필터링

하거나 Salesforce 빠른탐색위젯을사용하여 iOS 장치의홈화면에가장중요한항목을가져옵니다.

Mobile Publisher

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는이제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가되었습니다. 태블릿에서작업하려는사용

자를위해 iPad도공식지원됩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

새모바일홈페이지에서사용자정의가능한카드를보고모바일에서자연어검색을사용하여레코드를필터링하

거나 Salesforce 빠른탐색위젯을사용하여 iOS 장치의홈화면에가장중요한항목을가져옵니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모바일앱의새로운기능

신규및향상된 Salesforce 모바일앱기능의최신버전에는 iOS용 Salesforce 홈화면, Android용활동시간표시막대

등이포함됩니다.

Salesforce 모바일 앱의새로운기능

신규및향상된 Salesforce 모바일앱기능의최신버전에는 iOS용 Salesforce 홈화면, Android용활동시간표시막대등

이포함됩니다.

적용조건: 새로운 Salesforce 모바일앱은추가라이센스없이 Database.com을제외한모든 Edition에서사용할수있습

니다. 조직의 Salesforce Edition 및라이센스를비롯해사용자의할당된프로필및권한집합에따라각사용자가사용

할수있는 Salesforce 데이터와기능이결정됩니다.

시기: Android의경우, 대부분의기능은 2021년 2월 15일이포함된주에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iOS의경우대부분의기능을 2021년 2월에사용할수있습니다.

전체 사이

트에서 설

정

iOS용
Salesforce

Android용
SalesforceSalesforce 앱 고급 기능 및 변경 사항

브라우저및운영체제

Salesforce 모바일앱요구사항변경페이지 418

데이터액세스및보기

모바일홈에익숙해지기(베타) 페이지 419

탐색및작업

빠른탐색위젯으로홈화면에서 Salesforce로이동페이지 422

새로운표준이된향상된스크롤페이지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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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이

트에서 설

정

iOS용
Salesforce

Android용
SalesforceSalesforce 앱 고급 기능 및 변경 사항

생산성기능

Android에서활동시간표시막대를통해활동추적페이지 422

모바일에서사용자정의개체와동적작업사용페이지 422

액세스및보안

Apple의개인정보보호정책변경사항에대한준비페이지 423

새롭게향상된모바일보안설정 UI(베타) 페이지 423

고급모바일보안업데이트로데이터보호페이지 424

설정

모바일에서 Lightning 페이지성능향상페이지 425

기타향상

새 Salesforce 모바일앱태블릿환경설정페이지 425

다음사항도참조:

이동중예측조정

Salesforce 모바일앱요구사항변경

Salesforce는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을사용하기위한요구사항을개정하고있습니다. Salesforce 환경을

지속적으로향상하는동안기능및성능테스트에사용하는모바일플랫폼요구사항및장치를자세히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alesforce 테스트에사용되는모바일장치

Salesforce는특정모바일장치에서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의자동및수동테스트를수행합니다. 다음은

Spring '21의장치목록입니다.

태블릿전화플랫폼

Android • Google Pixel 4 XL

• Google Pixel 3

• Samsung Galaxy S10/S10+/S10e

• Samsung Galaxy S9/S9+

• Samsung Galaxy S8/S8+

• Samsung Galaxy S7

• Samsung Galaxy No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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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전화플랫폼

• Samsung Galaxy Note 9

• Samsung Galaxy Note 8

iOS • iPad Pro 10.5”• iPhone 12 Pro/Pro Max/mini

• iPhone 12 • iPad Air 2

•• iPhone 11 Pro/Pro Max iPad Mini 4

• iPhone 11

• iPhone XR

• iPhone XS/XS Max

• iPhone X

• iPhone 8/8 Plus

• iPhone 7/7 Plus

• iPhone SE

• iPhone 6S

최신플랫폼요구사항을충족하지만테스트되지않은장치에서고객이 Salesforce를사용하는것은차단되지않습

니다. Salesforce에서제조업체별사용자정의로인해테스트를거치지않은장치에서 Salesforce를사용하는고객의일

부문제를복제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Salesforce가혁신하고급격하게변하는모바일시장추세에뒤처지지않도록 Salesforce가테스트를거친장치목록은

사전통보여부와상관없이 Salesforc 단독재량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모바일홈에익숙해지기(베타)

새로운홈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모바일홈을사용하는경우개인설정된정보가표시된일련의사용자정의가

능한동적카드가환영인사를건넵니다. 보고서, 향후이벤트, 최근레코드등을확인하십시오. 카드에앱사용방식

을기잔으로한정보가나타나며, 앱에서적절한카드를쉽게재정렬, 추가, 제거할수있습니다. 모바일홈을설정하

면모든 iOS 사용자에게랜딩페이지및첫번째탭으로나타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Database.com 제외)의 iOS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방법: 사용자를대상으로모바일홈을설정하려면연결앱특성을추가합니다. 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 연결 앱을

입력하고연결앱관리를선택한후수정할연결앱이름을클릭합니다. Mobile Publisher를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

iOS용 Salesforce 연결앱입니다. 이제연결앱페이지의사용자정의특성섹션에서새로만들기를클릭하고, 특성키

에 ENABLE_MOBILE_HOME을, 그리고특성값에 "true"를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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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모바일홈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

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

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

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

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

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모바일 Lightning Trailblazer

Community또는 iOS/Android용 Salesforce Trailblazer Community에서모바일홈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을제공할

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iOS용모바일홈활성화(베타)(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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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탐색위젯으로홈화면에서 Salesforce로이동

Salesforce 빠른탐색위젯을사용하여 iOS 장치의홈화면에직접가장중요한항목을가져옵니다. 위젯에는모바일

전용등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가장최근에액세스한 Lightning 앱의탐색모음에있는첫네가지탐색항목이표시

됩니다. Lightning 앱의탐색항목을개인설정할경우위젯은그에따라업데이트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Database.com 제외)의 iOS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변경사항은 iOS 14 이상을실행하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Salesforce 빠른탐색위젯을가져오려면홈화면에서아무곳이나길게누른다음, + 아이콘을클릭하고

Salesforce 탐색을검색합니다. Salesforce 빠른탐색위젯을선택하고홈화면에추가하십시오.

새로운표준이된향상된스크롤

업데이트없이 Salesforce 앱을살펴봅니다. 향상된스크롤을통해원활하게페이지를스크롤하고앱을새로고칠수

있게되었습니다. 앱에서직접복사하고붙여넣을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Database.com 제외)의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이유: 향상된스크롤은지원기술, 특히화면판독기를활성화한사용자에게더욱효과적입니다. 기존에 iOS 장치에

서 VoiceOver를실행하면활성화된화면스크롤버튼이사라졌습니다.

Android에서활동시간표시막대를통해활동추적

이제 iOS에서가장즐겨사용하는기능중한가지를 Android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리

드, 기회, 계정, 연락처에대한활동시간표시막대를사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해당레코드유형에서사용자는하

나의편리한피드에서레코드와연결된과업, 이벤트, 로그된통화, 이메일전체를볼수있습니다. 기존에는관리자

가모바일앱에서활동을추적하기위해활동내역보기로관련목록을생성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Androi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이유: 최종사용자는마지막작업내역을확인하고다음단계에집중할수있으므로활동시간표시막대를빈번하

게사용합니다. 레코드페이지하단, 탐색모음위에표시되므로활동내역관련목록보다쉽게접근할수있으며, 모

든활동이연대순으로나열되므로더욱간단하게따라잡을수도있습니다.

주: 모바일활동시간표시막대에서는필터및검색을사용할수없습니다.

방법: 모바일활동시간표시막대는지원되는레코드유형에기본적으로활성화되어있지만연결앱사용자정의

특성을추가하여모든사용자를대상으로비활성화할수도있습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연결 앱을입력

합니다. 연결앱관리를선택한다음, 수정할연결앱의이름을클릭합니다. 이제연결앱페이지의사용자정의특성

섹션에서새로만들기를클릭하고, 특성키에 DISABLE_ACVITITY_TIMELINE을, 그리고특성값에 "true"를입

력합니다.

모바일에서사용자정의개체와동적작업사용

이제사용자정의개체에대한동적작업이모바일장치에서정식출시되었습니다. 페이지레이아웃대신 Lightning

앱빌더에서작업을할당하고필터를적용하여사용자에게작업이표시될상황및장소를제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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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데스크톱및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동적작업에대한추가지원

Apple의개인정보보호정책변경사항에대한준비

가장최근버전의 iOS에서 Apple은타사응용프로그램에대한추가추적제한을적용했습니다. 새제한은 2021년 2월

15일에적용되는 Spring '21의 Salesforce 모바일앱에영향을미치며, 그로인해 iPhone 및 iPad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

서사용자정의웹콘텐츠가나타나지않을수있습니다. 사용자에게공개되기전에 Spring 2021 베타버전의 Salesforce

앱을테스트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Database.com 제외)의 iOS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대상: 다음구성이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 Visualforce 페이지

• 캔버스를통해렌더링된타사콘텐츠또는 <iframe>을사용하는사용자정의 Lightning 구성요소

• 쿠키, sessionStorage 또는 localStorage를사용하는타사응용프로그램

이유: Apple이 iOS 14에서타사콘텐츠를추가적으로제한한다고공지했습니다. 사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

Salesforce 모바일앱및기타모든 iOS 앱에서웹콘텐츠를렌더링하기위해사용되는 WKWebView에서기본적으로외

부응용프로그램이쿠키및기타저장소를사용할수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 WKWebView의인텔리전트추적방지

에대한WebKit 문서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모바일앱이 Spring 2021에최신 Apple 표준으로업데이트되고, WKWebView

에대한해당제한이적용됩니다.

방법: mobilebeta.salesforce.com에서 Salesforce 모바일베타프로그램에가입합니다.

타사통합을업데이트하여쿠키에의존하지않는메서드를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모범사례에대한자세한정보

는이블로그게시물을참조하십시오. 해당구성을변경하기까지얼마간의시간이소요된다는사실을잘알고있습

니다. 사용자가장치설정을업데이트하여 Salesforce 앱에타사콘텐츠를표시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고급도메인은 Apple ITP와함께작동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앱에대해서만타사콘텐츠를차단하려면 iOS 14 이상이실행중인 iOS 장치에서설정 > Salesforce로이동한

다음, 교차사이트추적허용을설정합니다. 이단계를수행해도다른앱의개인정보는침해되지않습니다.

새롭게향상된모바일보안설정 UI(베타)

스위치를전환하는것처럼간편하게모바일보안정책을활성화하고구성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Essentials 및 Database.com을제외한모든 Edition의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무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

주: 새모바일보안설정 UI는베타프로그램을통해고객에게제공됩니다. 이베타기능은이문서또는보도

자료나공식발표문에서참조되므로정식출시되지않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

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대상: 고급모바일앱보안적용사용자권한이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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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Spring '21 릴리스전에는활성화하려는각모바일보안정책에대해연결앱특성을구성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새모바일보안설정 UI를사용하면스위치를전환하는것처럼쉽게조직의모바일보안정책을활성화할수있습니

다.

방법: 설정에서 모바일 보안을검색하고모바일보안을선택합니다. 그런다음, iOS 또는 Android 탭을선택하여조직

에대한모바일보안정책을활성화하고구성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향상된모바일웹보안으로모바일응용프로그램관리(MAM)

고급모바일보안업데이트로데이터보호

Salesforce 모바일앱에보안을강화하는고급모바일보안이구축되었습니다. 이제사용자가앱을열때마다생체인

식로그인자격증명을확인하는등새정책을적용할수있습니다. 새로운정책은 Salesforce 앱데이터및사용자개

인데이터의보안을한층더강화합니다.

적용조건: Essentials 및 Database.com을제외한모든 Edition의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무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고급모바일앱보안적용사용자권한이있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향상된모바일보안업데이트를통해사용자는앱을열때마다생체인식 ID 로그인을인증해야합니다. 사용

자장치에서캘린더및연락처에대한액세스를차단할수도있습니다. 마지막으로사용자가통화하기위해사용할

전화통화앱을지정할수도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 모바일 보안을검색하고모바일보안을선택합니다. 그런다음, iOS 또는 Android 탭을선택하여조직

에대한모바일보안정책을활성화하고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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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향상된모바일웹보안으로모바일응용프로그램관리(MAM)

모바일에서 Lightning 페이지성능향상

Lightning 레코드페이지를디자인할때이제앱빌더지침에서휴대폰의 Lightning 페이지에특화된팁을제공합니다.

페이지분석고정프롬프트의새탭에서휴대폰에서페이지가작동하는방식에대한인사이트를확인할수있습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앱빌더의지침에있는전화사용 Lightning 페이지에대한팁얻기

휴대폰에서본 Lightning 페이지의성능분석

새 Salesforce 모바일앱태블릿환경설정

태블릿사용자가새또는이전태블릿환경을볼지여부를선택합니다. 이단일열레이아웃은사용자가데스크톱

및휴대폰에서보는환경과일치하며, Lightning 앱, Lightning 탐색, Lightning 레코드페이지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파일럿에참여하거나사례를기록하는경우에만액세스권한이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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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Database.com 제외)의태블릿에서 Android 및 iOS용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

용됩니다.

방법: 새 Salesforce 모바일앱태블릿환경을설정하려면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 Quickstart를입력한다음, 새

Salesforce 모바일앱 Quickstart를선택합니다. 태블릿용새 Salesforce 모바일앱섹션에서설정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iPad 사용자에대한 Salesforce 모바일앱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

용하지못할수있음)

Mobile Publisher
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는이제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가되었습니다. 태블릿에서작업하려는사용자

를위해 iPad도공식지원됩니다.

이섹션에서는:

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 =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

자체 Salesforce Lightning 커뮤니티의브랜딩을돕는강력한도구의이름이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로변

경되었습니다. 기존의모든강력한기능은계속해서사용할수있으며, 문서에서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 대

신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라는명칭으로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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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 iPad 지원(정식출시)

이제태블릿에서브랜딩된 Experience Cloud 앱을사용하려는사용자는 iPad 지원을통해앱을활용할수있습니다.

Android에서더이상지원되지않는관리공개배포

Mobile Publisher는더이상 Android에서사용자브랜딩된앱의관리공개배포를지원하지않습니다.

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 =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
자체 Salesforce Lightning 커뮤니티의브랜딩을돕는강력한도구의이름이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로변경되

었습니다. 기존의모든강력한기능은계속해서사용할수있으며, 문서에서커뮤니티용 Mobile Publisher 대신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라는명칭으로언급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를통해액세스된

Mobile Publisher 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적용됩니다.

이유: 포털, 웹사이트, 도움말센터, 포럼, 모바일앱을비롯해생성할수있는수많은유형의연결된디지털환경을

효과적으로반영하기위해커뮤니티이름이 Experience Cloud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xperience Cloud 시작, Community Cloud 종료

Experience Cloud용 Mobile Publisher iPad 지원(정식출시)
이제태블릿에서브랜딩된 Experience Cloud 앱을사용하려는사용자는 iPad 지원을통해앱을활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 Lightning Experience를통해액세스된

Mobile Publisher 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적용됩니다.

대상: Experience Cloud 사이트에액세스할수있으며모바일장치요구사항을충족하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습니

다.

이유: 사용자에게선호도에맞는다양한장치에서브랜딩된 Experience Cloud 앱을사용하는옵션을제공하기위한

목적에서진행되었습니다.

방법: Mobile Publisher의브랜딩된 Experience Cloud 앱에대한 iPad 지원을옵트인할수있습니다.

iPad 지원을옵트인한후 3가지방향모드로지원을선택할수있습니다.

• 세로전용

• 가로전용

• 가로및세로

427

Mobile Publisher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한방향모드에서작동하는구성요소는다른방항에서는작동하지않을수도있다는사실에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구성요소가세로모드에서작동하는경우가로모드에서는예상대로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Publisher

Playground 앱을사용하여기본설정된방향모드에서구성요소가작동하는지테스트및확인하십시오.

주:  iPad 지원을옵트인하는경우현재브랜딩된 Experience Cloud 앱의현재버전이나향후버전에대한 iPad 장

치지원을중단할수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Publisher Playground 앱으로모바일 Experience Cloud 사이트미리보기(베타)

Android에서더이상지원되지않는관리공개배포

Mobile Publisher는더이상 Android에서사용자브랜딩된앱의관리공개배포를지원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Mobile Publisher에적용됩니다.

대상: 새 Mobile Publisher 고객은브랜딩된앱에관리공개배포를선택하는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

주: 이미관리공개배포를통해브랜딩된앱을배포한기존 Mobile Publisher 고객은이번변경사항에영향을받

지않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배포

Salesforce Sustainability Cloud

데이터갭채우기로탄소이력레코드데이터관련문제를해결합니다. 개별잠금제어를사용해에너지사용레코

드를개별적으로잠그거나잠금해제하십시오.

최신정보는 Trailblazer Community: Sustainability Cloud 또는파트너커뮤니티: Sustainability Cloud의월간릴리스노트를참

조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데이터갭채우기로탄소이력레코드문제해결

상용건물및데이터센터의연간탄소이력계산시에너지사용데이터갭을채우기위해이제시스템추정치를

사용할수있습니다. 혹은데이터를수동으로입력할수있습니다.

개별잠금제어로에너지사용레코드관리

개별잠금제어를사용해관련탄소이력레코드가변경된후에너지사용레코드를재계산할지여부를결정할

수있습니다.

데이터갭채우기로탄소이력레코드문제해결

상용건물및데이터센터의연간탄소이력계산시에너지사용데이터갭을채우기위해이제시스템추정치를사

용할수있습니다. 혹은데이터를수동으로입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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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바일앱전체버전에적

용됩니다.

대상: 데이터갭채우기는 Sustainability Cloud 허용데이터갭채우기권한집합이있는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이유: 다양한이유로데이터갭이발생하거나탄소이력레코드의정보가불완전할수있습니다. 데이터갭의예는

다음과같습니다.

• 에너지사용레코드가조직자산및보고기간을탄소이력레코드와공유하지만탄소이력레코드와연결되어

있지않은경우

• 2개이상의별도에너지사용레코드레코드가같은보고기간에걸쳐있는경우

• 월별전력사용데이터가누락된경우

방법: 데이터갭채우기버튼은업그레이드후상용건물과데이터센터페이지레이아웃에추가하는 Lightning 작업

입니다. 버튼을가져오려면페이지레이아웃편집기에서모바일및 Lightning 작업을선택한다음, 데이터갭채우기

버튼을 Salesforce 모바일및 Lightning Experience 작업페이지섹션으로끌어옵니다.

개별잠금제어로에너지사용레코드관리

개별잠금제어를사용해관련탄소이력레코드가변경된후에너지사용레코드를재계산할지여부를결정할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모바일앱전체버전에적

용됩니다.

대상: 개별레코드잠금은 Sustainability Cloud 허용레코드잠금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이유: 관련탄소이력레코드가잠겨있을경우에너지사용레코드도기본적으로잠겨있습니다. 이기본값은탄소

이력레코드의데이터가동기화에서벗어나지않도록합니다. 개별잠금제어확인란을선택하면개별에너지사용

레코드의데이터를잠금해제하고변경할수있습니다. 관련탄소이력레코드가잠겨있어도데이터를변경할수

있습니다. 여기에해당되는에너지사용레코드는탄소이력보고서항목아래의레코드잠김(읽기전용) 확인란이

선택되어있습니다.

사용자정의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이전레코드값에액세스하고자동화시간및서비스점검비용을줄입니다. Einstein 권장

사항빌더및 Einstein 예측빌더에대한개선사항을사용하여확실하고쉽게권장사항및예측을작성합니다. Lightning

앱빌더에서보다유연하고성능이우수한 Lightning 페이지를구성합니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플로

이제 Lightning Flow를 Salesforce 플로라고부릅니다. 이제레코드트리거플로에서트리거레코드의이전값에액

세스하고트리거이벤트후에예약된경로를실행할수있습니다. 향상된디버깅도구를사용하여보다쉽게플

로를테스트하고문제를해결합니다. 유용성이향상되어플로를보다쉽게구축하고실행할수있습니다.

Einstein 빌더

Einstein 권장사항빌더가정식출시되었으며필요에따라데이터를확인합니다. Einstein 예측빌더를사용하여

관리패키지에대한예측을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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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 앱빌더

앱빌더의현지화지원을사용하여 Lightning 페이지에현지화된탭, 특성, 구성요소레이블을만듭니다. 이제데

스크톱의일부표준개체와모바일의사용자정의개체에대해정식으로사용할수있는동적작업을사용하여

레코드페이지의작업에유연성과제어를추가합니다. 이제성능분석도구를사용하여데스크톱및휴대폰의

Lightning 레코드페이지성능에관한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세계화

이제역외중국위안화및암하라어를사용할수있고, 사용자가더많은클라우드에서히브리어를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읽을수있으며, 릴리스업데이트를통해새로캘형식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외부서비스

외부서비스를사용하면선택한서비스에연결하고, 플로를통해외부소스를기반으로메서드를호출하고, 서

비스의데이터를 Salesforce로가져올수있습니다.

Salesforce Connect

스크래치조직에더많은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를추가합니다. 보안강화를위해기존의명명된자격증명

또는외부데이터소스를변경할경우재인증해야합니다.

필드

선택목록값에대한새로운제한을사용하여성능을개선합니다. 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에더많은문자를사

용합니다. 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의 HTML 태그를일반텍스트로렌더링할수있습니다.

프로필및권한

읽기전용프로필이변경되었으니해당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제통합권한집합이제공됩니다.

공유

Lightning Experience에서수동공유를통해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하고 Salesforce 조직에서더많은역

할을만듭니다.

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

시스템개요페이지를사용하여 Salesforce 조직에있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의총수를봅니다. 정적 Apex

메서드를사용하여레코드에액세스합니다. Apex 동적트리거를미리봅니다.

일반설정

릴리스업데이트대신새설정을사용하여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용자를제어합니다.

Salesforce 플로

이제 Lightning Flow를 Salesforce 플로라고부릅니다. 이제레코드트리거플로에서트리거레코드의이전값에액세스

하고트리거이벤트후에예약된경로를실행할수있습니다. 향상된디버깅도구를사용하여보다쉽게플로를테

스트하고문제를해결합니다. 유용성이향상되어플로를보다쉽게구축하고실행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이제 Lightning Flow는 Salesforce 플로입니다.

이제 Lightning Flow 제품군기능을 Salesforce 플로라고하며모든프로세스및플로가계속포함됩니다. 이제 Lightning

Flow Builder 및 Lightning 프로세서빌더를 Flow Builder 및프로세스빌더라고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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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Builder

레코드의이전값에액세스하고레코드트리거플로에서예약된경로를추가합니다. 이제이메일보내기작업

에서서식있는텍스트형식을지원하고런타임시유효하지않은이메일주소및발신자유형을수집합니다. 섹

션및열을사용해플로화면을최적화합니다(베타). 동일한트랜잭션에서이전에실행된요소로인한런타임실

패를걱정할필요없이콜아웃이포함된 Apex 작업을화면플로에추가합니다.

플로디버깅

향상된디버깅도구를사용하면보다쉽게플로를테스트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제많은오류이메

일에 Flow Builder를여는링크가포함되어있으며, 여기에서캔버스의인터뷰경로및오류세부사항을확인할

수있습니다. 캔버스에서직접트리거하지않고일정트리거플로및자동실행플로를디버그합니다(정식출시).

플로관리

이제패키지를제거하지않고 1세대관리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을삭제할수있습니다.

플로확장

이제사용자정의호출가능작업에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정식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정의

속성편집기는구성요소입력으로플로에저장된변수에자동으로액세스할수도있습니다.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이제플로및프로세스별 CPU 시간소비량이정확하게측정되고적용됩니다. 일시중지된인터뷰가일시중지되

기전에보유했던동일한사용자액세스로동일한컨텍스트에서다시시작됩니다. 프로세스에서레코드필드의

원래값을평가할수있게하고, 레거시 Apex 작업의공용액세스한정자를존중하며,

API 버전 51.0의플로및프로세스런타임고급기능

업데이트는 API 버전 51.0 이상에서실행되게구성된플로및프로세스에만영향을미칩니다. 버전이지정된업

데이트를사용하면편리하게개별플로및프로세스의런타임동작변경사항을테스트하고도입할수있습니

다. 플로의런타임 API 버전을변경하려면 Flow Builder에서열고플로버전속성을편집하고, 프로세스의런타임

API 버전을변경하려면프로세스빌더에서열고속성을편집합니다.

이제 Lightning Flow는 Salesforce 플로입니다.
이제 Lightning Flow 제품군기능을 Salesforce 플로라고하며모든프로세스및플로가계속포함됩니다. 이제 Lightning

Flow Builder 및 Lightning 프로세서빌더를 Flow Builder 및프로세스빌더라고부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Flow Builder
레코드의이전값에액세스하고레코드트리거플로에서예약된경로를추가합니다. 이제이메일보내기작업에서

서식있는텍스트형식을지원하고런타임시유효하지않은이메일주소및발신자유형을수집합니다. 섹션및열

을사용해플로화면을최적화합니다(베타). 동일한트랜잭션에서이전에실행된요소로인한런타임실패를걱정

할필요없이콜아웃이포함된 Apex 작업을화면플로에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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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플로를트리거한레코드의이전값참조

이제레코드가업데이트된경우 Salesforce 플로에서해당레코드의이전값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Record__Prior 전역변수에는플로가실행되기직전레코드값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이전값을사

용하여변경사항을확인하고플로의차이를계산합니다.

이벤트트리거후레코드트리거플로일부실행

트리거이벤트발생후플로의일부가동적으로예약된시간에실행되도록하려면레코드트리거플로에예약

경로를추가합니다. 레코드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된시기또는레코드의필드값을기준으로예약시간을지

정할수있습니다. 예약경로는시스템컨텍스트에서실행되므로모든데이터에액세스하여수정할수있는권

한이있습니다. 하지만플로의작업과연결된실행중인사용자는플로가실행되도록트리거한사용자입니다.

이메일보내기작업을사용하여플로에서서식있는텍스트이메일보내기

이메일보내기작업을사용하여이메일을서식있는텍스트형식으로보냅니다. 이전에는이메일보내기작업

에일반텍스트만사용할수있었으며이메일알림을사용하여서식있는텍스트이메일을보냈습니다. 또한잘

못된이메일주소및발신자유형을잡아낼수있도록이메일보내기작업에대한새로운런타임오류개선사항

을추가했습니다.

플로의재방문화면구성요소값제어

재방문화면구성요소값의경우하나의크기가모든항목에적합하지않으므로이제값을새로고치도록선택

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이전화면으로이동한후이미방문한화면으로이동할경우플로에서화면구성요소

값을새로고칠수있습니다. 플로의다른부분에서변경된값은새로고친값에통합됩니다. 이전에는사용자가

입력한것과동일한값이화면구성요소에사용되었습니다. 재방문한화면구성요소값에대한옵션은 Lightning

구성요소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화면플로에서자동으로콜아웃오류방지

외부 API 호출로도알려진콜아웃을만드는플로를구축할경우다음오류를알고있을수도있습니다.

System.CalloutException: 커밋되지 않은 보류 중인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화면플로를구성하여콜

아웃오류를자동으로방지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콜아웃및데이터작업간로컬작업또는화면요소를추가

할것을권장했지만해당작업은더이상필요하지않습니다.

플로화면구성요소의향상된스타일활용

텍스트, 이메일, 전화, 주소또는선택목록구성요소에관계없이플로화면이조화롭고일관돼보입니다. 이제

Salesforce에서제공하는모든구성요소가표준화면이든다중열화면이든컨테이너의전체너비로표시됩니다.

또한구성요소는동일한패딩과여백으로일관되게정렬되고간격이지정됩니다.

화면플로의반복적인 Lightning 런타임경고방지

Salesforce 조직이 Lightning 런타임에서모든 URL 기반플로를렌더링하도록구성된경우더이상 Flow Builder에

Lightning 런타임이필요한모든화면에대한경고가표시되지않습니다.

Flow Builder에서 {!Complex.Syntax}를더적게표시

이제 Flow Builder의더많은위치에서필을사용하여레코드, 필드, 변수, 기타플로리소스에대한참조를나타냅

니다. 필에관련아이콘및레이블이표시되며언제든지클릭하여기본 {!Syntax}를볼수있습니다. 이제레코

드만들기, 레코드업데이트, 레코드가져오기, 레코드삭제요소의더많은필드에서필을사용할수있습니다.

디버그또는플로런타임에서브라우저제목의플로레이블보기

이제플로를실행하면브라우저탭제목에서레이블을확인하여쉽게플로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브

라우저탭에읽을수없는플로 URL이표시되었습니다. 화면판독기를사용하는경우브라우저탭제목에서플로

레이블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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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에서복잡한병합필드에액세스

이제 Apex 정의변수나사용자정의작업또는화면구성요소의출력과같은복잡한개체의병합필드를통해컬

렉션에대한루프를수행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복잡한개체의병합필드에액세스할수없었습니다.

플로를트리거한레코드의이전값참조

이제레코드가업데이트된경우 Salesforce 플로에서해당레코드의이전값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Record__Prior

전역변수에는플로가실행되기직전레코드값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이전값을사용하여변경사항을확

인하고플로의차이를계산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레코드트리거플로를활성화하려면모든데이터보기권한이필요합니다.

이유: 예를들어기회금액이 30% 이상변경될경우기회팀에알리려면 $Record.Amount를

$Record__Prior.Amount와비교합니다. ({$!Record.Amount} - {!$Record__Prior.Amount}) /

{!Record__Prior.Amount}와같은수식을만들면변화율을확인할수있습니다. 결정요소를사용하여수식의

결과를확인하고이메일보내기또는 Chatter에게시작업을사용하여알림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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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레코드가업데이트된경우또는레코드가생성되었거나업데이트된경우트리거되도록설정된레코드트리

커플로의 $Record__Prior 전역변수를사용할수있습니다. $Record__Prior는다음을비롯한전역변수에서

읽는특정 Flow Builder 위치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수식

• 작업입력값

• 할당값

• 결정결과

• 레코드생성, 업데이트, 가져오기, 삭제시필터및개별필드값

이벤트트리거후레코드트리거플로일부실행

트리거이벤트발생후플로의일부가동적으로예약된시간에실행되도록하려면레코드트리거플로에예약경로

를추가합니다. 레코드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된시기또는레코드의필드값을기준으로예약시간을지정할수

있습니다. 예약경로는시스템컨텍스트에서실행되므로모든데이터에액세스하여수정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

다. 하지만플로의작업과연결된실행중인사용자는플로가실행되도록트리거한사용자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프로세스빌더의예약된작업또는워크플로규칙의시간종속작업에익숙한경우레코드트리거플로의예

약경로에서동일한목표등을달성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어야합니다.

이레코드트리거플로에는두가지경로가있습니다. 기회가생성또는업데이트되면플로에서다음의개별인터

뷰를각기다른시간에실행합니다.

• 기회가생성되거나업데이트된직후(1) 플로가기회담당자에게신규또는다시열린기회에대해알립니다.

• 마감날짜한주전에(2) 기회가여전히가치제안단계에있는경우플로에서기회담당자에게미리알림이메일

을보냅니다.

방법: 예약경로는레코드저장후실행되는레코드트리거플로에사용할수있습니다. 플로를열면예약경로를추

가하는옵션이시작요소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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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경로를추가옵션이표시되지않을경우레코드업데이트시플로를트리거하여실행할수있는지확인합니다.

실행할수있는경우조건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레코드가업데이트되는경우에만업데이트된레코드에대해실

행하도록플로를구성합니다.

시작요소에예약경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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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시간에실행할플로경로를구축합니다. 시작요소를다른요소와연결할경우예약경로에서선택합니다.

주:  24시간당최대예약경로인터뷰수는 250,000개또는조직의사용자라이센스수 x 200 중더큰수입니다.

레코드트리거플로에서실행된각예약경로에대해하나의인터뷰가생성됩니다. 즉시실행되는경로는이

제한에포함되지않습니다.

신규또는업데이트된레코드에서플로가실행되도록트리거하면예약된경로가예약된실행시간까지대기열에

배치됩니다. 설정의시간기반워크플로페이지에서해당자동화및기타보류중인자동화를모니터링할수있습

니다.

주: 이전에는시간기반워크플로페이지에시간종속워크플로작업만나열되었습니다. 이제대기열에있는

이러한유형의보류중인자동화도페이지에나열됩니다.

• 레코드트리거플로에대한예약경로

• 프로세스빌더에구축된프로세스에대한예약된작업

• 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에대한시간기반재시작이벤트

개체열에는워크플로작업에대해서만연결된개체가표시됩니다.

예약경로는다음디버그로그이벤트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FLOW_SCHEDULED_PATH_QUEUED - 레코드를만들거나업데이트한후예약경로가대기열에추가되면이벤트가

기록됩니다.

10:53:01:196 FLOW_SCHEDULED_PATH_QUEUED Run_1_Week_Prior_to_Close_Date|Targas - 800
Widgets|006RM000003FWT3|-7|Days|Tue Dec 08 08:00:00 GM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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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_VALUE_ASSIGNMENT - 예약경로가실행될때이벤트가기록됩니다.

12:01:16:214 FLOW_VALUE_ASSIGNMENT
165c6cb998920ba685bab7c1e1761f92a07e-7fce|start__scheduledPath|Run_1_Week_Prior_to_Close_Date

이메일보내기작업을사용하여플로에서서식있는텍스트이메일보내기

이메일보내기작업을사용하여이메일을서식있는텍스트형식으로보냅니다. 이전에는이메일보내기작업에일

반텍스트만사용할수있었으며이메일알림을사용하여서식있는텍스트이메일을보냈습니다. 또한잘못된이

메일주소및발신자유형을잡아낼수있도록이메일보내기작업에대한새로운런타임오류개선사항을추가했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서식있는텍스트형식을사용하면플로에서이메일을보낼때더많은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제글머

리기호, 굵게또는기울임꼴텍스트및이미지를포함할수있습니다. 서식있는텍스트템플릿또는표시텍스트구

성요소에적용할수있는형식은이메일본문에도적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작업요소를캔버스로끌어오고, 작업필드에서 이메일을입력하고이메일보내기를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로이메일은일반텍스트로전송됩니다. 서식있는텍스트로된본문을보내려면 Rich-Text-Formatted Body(서식

있는텍스트형식본문)을포함하고 true로설정합니다.

팁: 텍스트템플릿에이메일본문을작성한후이메일보내기작업에서참조하는것이좋습니다. 이렇게하면

서식도구에액세스할수있으며한줄이상쓸수있는공간이생깁니다. 이메일에표또는기타고급마크업을

추가하려면텍스트템플릿을만듭니다. 서식있는텍스트모드에서테이블에붙여넣습니다. 또는일반텍스

트모드에서테이블의 HTML을작성한후서식있는텍스트모드로전환하여적절하게렌더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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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의재방문화면구성요소값제어

재방문화면구성요소값의경우하나의크기가모든항목에적합하지않으므로이제값을새로고치도록선택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가이전화면으로이동한후이미방문한화면으로이동할경우플로에서화면구성요소값을

새로고칠수있습니다. 플로의다른부분에서변경된값은새로고친값에통합됩니다. 이전에는사용자가입력한

것과동일한값이화면구성요소에사용되었습니다. 재방문한화면구성요소값에대한옵션은 Lightning 구성요소

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이유: 화면구성요소에대한입력값을새로고치는옵션을선택하면플로의다른부분에서변경된값을통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사용자가첫번째화면에서우편번호를입력합니다. 사용자가두번째화면으로이동하면우

편번호에따라필드값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사용자가뒤로돌아가첫번째화면에서우편번호를변경합니다.

사용자가두번째화면을재방문하면필드가새우편번호에따라새로고쳐집니다.

사용자가화면을마지막으로방문한값을사용하는옵션을선택하면사용자가화면구성요소에입력한값을유지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사용자가두번째화면에서연락처정보를작성합니다. 사용자가첫번째화면으로돌아

가개요정보를확인합니다. 사용자가두번째화면을재방문하면연락처정보가계속남아있습니다. 화면구성요

소가포함된기존플로는기본적으로이옵션을사용합니다.

방법: 토글화면구성요소, 슬라이더화면구성요소또는사용자정의화면구성요소와같은 Lightning 구성요소를

화면으로끌어옵니다. 구성요소의속성창에서고급을선택하고재방문화면값에대한옵션을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메타데이터 API

화면플로에서자동으로콜아웃오류방지

외부 API 호출로도알려진콜아웃을만드는플로를구축할경우다음오류를알고있을수도있습니다.

System.CalloutException: 커밋되지 않은 보류 중인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화면플로를구성하여콜아웃

오류를자동으로방지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콜아웃및데이터작업간로컬작업또는화면요소를추가할것을

권장했지만해당작업은더이상필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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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현재트랜잭션에보류중인커밋되지않은작업이있는경우플로에서콜아웃을수행할수없습니다. 커밋되

지않은작업은일반적으로이메일또는생성된레코드와같은데이터작업입니다. 이전에는별도의트랜잭션에서

콜아웃을실행하기위해데이터작업및콜아웃사이에로컬작업또는화면을추가했습니다.

방법: 작업을성공적으로실행하기위해새트랜잭션이필요한지여부를런타임시플로에서자동으로결정하도록

작업을구성합니다.

기본 작업 동작작업이 다음 항목에 구성된 경우

플로에서결정하도록허용(권장)Spring '21 이상

항상현재트랜잭션지속Winter '21 이전

팁: 화면플로의경우 Salesforce에서는트랜잭션을제어하는가장좋은방법을플로에서결정할것을권장합니

다. Winter '21 이전에구성된작업의경우트랜잭션제어를플로에서결정하도록허용(권장)로변경합니다.

트랜잭션제어옵션은모든사용자정의작업의고급설정아래에있는작업에사용할수있으며표준작업의경우

콜아웃을수행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트랜잭션의플로

API 버전 51.0의플로및프로세스런타임고급기능

플로화면구성요소의향상된스타일활용

텍스트, 이메일, 전화, 주소또는선택목록구성요소에관계없이플로화면이조화롭고일관돼보입니다. 이제

Salesforce에서제공하는모든구성요소가표준화면이든다중열화면이든컨테이너의전체너비로표시됩니다. 또

한구성요소는동일한패딩과여백으로일관되게정렬되고간격이지정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스타일향상)은 Lightning 런타임및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모든모바일앱버전에만적용됩니다.

방법: 해당개선사항은다중열화면을비롯하여 Lightning 런타임의모든플로화면에적용됩니다. 이변경사항은

사용자정의화면구성요소의스타일에영향을미치치않으며개발자에게사용자정의구성요소의스타일을조정

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사용자정의구성요소의스타일이 Salesforce에서제공하는구성요소와일관되게지정되도록하려면구성요소의

외부레이어에매우작은아래쪽여백 (slds-m-bottom_x-small)을적용합니다.

화면플로의반복적인 Lightning 런타임경고방지

Salesforce 조직이 Lightning 런타임에서모든 URL 기반플로를렌더링하도록구성된경우더이상 Flow Builder에 Lightning

런타임이필요한모든화면에대한경고가표시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플로관리자는경고가도움이되기보다더복잡하게만든다는것을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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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Lightning 런타임에서모든 URL 기반플로를렌더링하도록구성되지않은경우 Flow Builder에다음경고가계

속표시됩니다. 이경우 URL 또는설정에서시작된플로는다음을지원하지않는 Classic 런타임환경을사용합니다.

• 조건부표시

• 다중열화면의섹션구성요소

• 사용자정의화면구성요소

• 주소, 종속선택목록, 이름및슬라이더와같이 Lightning 런타임이필요한해당화면구성요소

조직의프로세스자동화설정에서 URL 기반플로에대한런타임환경을설정할수있습니다.

화면플로구축시 Lightning 런타임경고표시여부와관계없이이지침은변경되지않았습니다. 플로에 Lightning 런

타임이필요한화면이포함된경우 Lightning 런타임에서만실행되는방식으로플로를배포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URL 기반플로에대한런타임환경설정

Salesforce 도움말: 플로의 Lightning 런타임및 Classic 런타임비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조건부표시를사용하여동적플로화면생성

Salesforce 도움말: 사용자정의화면구성요소를사용하여서식있는화면구축

Flow Builder에서 {!Complex.Syntax}를더적게표시

이제 Flow Builder의더많은위치에서필을사용하여레코드, 필드, 변수, 기타플로리소스에대한참조를나타냅니

다. 필에관련아이콘및레이블이표시되며언제든지클릭하여기본 {!Syntax}를볼수있습니다. 이제레코드만

들기, 레코드업데이트, 레코드가져오기, 레코드삭제요소의더많은필드에서필을사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레코드변수또는레코드컬렉션변수를선택하면참조구문이표시됩니다. 이예에서는레코드가져오기요

소에서자동으로저장된출력이레코드업데이트요소에서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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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벗어나면필이구문을대체합니다.

디버그또는플로런타임에서브라우저제목의플로레이블보기

이제플로를실행하면브라우저탭제목에서레이블을확인하여쉽게플로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브라우

저탭에읽을수없는플로 URL이표시되었습니다. 화면판독기를사용하는경우브라우저탭제목에서플로레이블

을선택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모든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다음을사용하여플로를실행할경우브라우저탭제목에플로레이블이표시됩니다.

• 사용자정의단추또는링크

• 직접 URL

• 설정의실행버튼또는링크

• 설정의디버그버튼

루프에서복잡한병합필드에액세스

이제 Apex 정의변수나사용자정의작업또는화면구성요소의출력과같은복잡한개체의병합필드를통해컬렉

션에대한루프를수행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복잡한개체의병합필드에액세스할수없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루프요소에서개체에대한컬렉션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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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디버깅

향상된디버깅도구를사용하면보다쉽게플로를테스트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제많은오류이메일

에 Flow Builder를여는링크가포함되어있으며, 여기에서캔버스의인터뷰경로및오류세부사항을확인할수있습

니다. 캔버스에서직접트리거하지않고일정트리거플로및자동실행플로를디버그합니다(정식출시).

이섹션에서는:

실패한플로를보다쉽게디버그

더이상실행중발생한문제를확인하기위해긴플로오류이메일을스크롤하지않아도됩니다. 이제오류이메

일의링크를클릭하여 Flow Builder를열고캔버스의실패한플로인터뷰경로를확인할수있습니다. 상세오류

정보가캔버스옆에표시됩니다.

일정트리거플로에대한일관된조건및직접디버깅을사용하여보다쉽게플로디버그

이제트리거되지않은자동실행플로외에도캔버스에서직접디버깅은일정트리거플로를지원합니다. 또한

Flow Builder의다음요소이름과일치하도록플로디버그세부사항및오류이메일의텍스트를업데이트했습니

다. 레코드만들기, 레코드업데이트, 레코드가져오기, 레코드삭제

디버그로그에서정확한플로정보확인

이제디버그로그에서 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 로그줄에특정플로또는프로세스에서소비된총

CPU 시간을기록합니다. 또한 FLOW_INTERVIEW_LIMIT_USAGE 로그줄에서 API 버전 51.0 이상에서실행하기위해구

성된플로및프로세스에서소비되는 CPU 시간을정확하게기록합니다.

실패한플로를보다쉽게디버그

더이상실행중발생한문제를확인하기위해긴플로오류이메일을스크롤하지않아도됩니다. 이제오류이메일

의링크를클릭하여 Flow Builder를열고캔버스의실패한플로인터뷰경로를확인할수있습니다. 상세오류정보가

캔버스옆에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Flow Builder에서실패한플로인터뷰를열려면플로관리권한이필요합니다.

이유: 이전에는플로오류이메일에서플로를디버깅하는데많은노력이필요했습니다. 이번개선을통해플로디

버깅을훨씬쉽고효율적으로할수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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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Builder에서자유형식레이아웃으로구축된다음플로유형에대한실패한플로인터뷰는 Flow Builder에서저장

하고열수있습니다.

• 화면플로

• 레코드트리거플로

• 일정트리거플로

• 트리거되지않은자동실행플로

다음의경우실패한플로인터뷰가저장되지않습니다.

• 플로가관리패키지의일부로설치되었으며템플릿이아닙니다.

• 플로인터뷰가일시중지된다음한번이상재개된후실패가발생합니다.

• 오류가발생한요소가오류커넥터에연결되어있으므로오류가처리됩니다.

• Apex 테스트메서드중실패가발생합니다.

• 플로가표준플로입니다.

• 플로의메타데이터필드값 status가 Draft 또는 InvalidDraft입니다.

실패한플로인터뷰는데이터, 파일또는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저장소제한에포함되지않습니다. 실패한플로

인터뷰가저장된경우최대 14일동안사용할수있으며그후에는데이터베이스에서자동으로삭제됩니다.

다음제한사항은실패한플로인터뷰가저장된경우에적용됩니다.

• 특정플로의경우 100개를초과하는실패한플로인터뷰가 24시간동안저장되지않습니다.

• 조직의모든플로에서 3,000개를초과하는실패한플로인터뷰가 24시간동안저장되지않습니다.

• 1MB를초과하는실패한플로인터뷰는저장되지않습니다.

• 1GB를초과하는실패한플로인터뷰가이미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경우실패한플로인터뷰가저장되지않습

니다.

또한플로오류이메일의플로요소이름및 Flow Builder의디버그세부사항도업데이트했습니다.

• 이제빠른조회는레코드가져오기입니다.

• 이제빠른업데이트는레코드업데이트입니다.

• 이제빠른삭제는레코드삭제입니다.

방법: 플로오류이메일에서플로오류: Click here to debug the error in Flow Builder(여기를클릭하여 Flow Builder의

오류디버그)를클릭합니다.

오류이메일에두개이상의플로인터뷰에대한디버그정보가포함된경우이메일에플로인터뷰수가표시됩니

다. 예: 플로오류(1/2): Click here to debug the error in Flow Builder(여기를클릭하여 Flow Builder의오류디버그)를클

릭합니다.

일정트리거플로에대한일관된조건및직접디버깅을사용하여보다쉽게플로디버그

이제트리거되지않은자동실행플로외에도캔버스에서직접디버깅은일정트리거플로를지원합니다. 또한 Flow

Builder의다음요소이름과일치하도록플로디버그세부사항및오류이메일의텍스트를업데이트했습니다. 레코

드만들기, 레코드업데이트, 레코드가져오기, 레코드삭제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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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일정트리거및트리거되지않은자동실행플로를캔버스에서직접디버깅하려면캔버스에서디버그를클릭

합니다.

경우에따라디버그세부사항에쿼리제한표시를활성화하여디버그로그에각데이터요소의제한소비량과디

버그세부사항의 DML 및 SOQL 쿼리활동을표시합니다. 데이터요소는레코드만들기, 레코드업데이트, 레코드가

져오기, 레코드삭제가포함됩니다.

캔버스의디버그실행경로를보려면실행을클릭합니다. 디버그세부사항에활성화된정보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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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그로그에서정확한플로정보확인

이제디버그로그에서 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 로그줄에특정플로또는프로세스에서소비된총 CPU

시간을기록합니다. 또한 FLOW_INTERVIEW_LIMIT_USAGE 로그줄에서 API 버전 51.0 이상에서실행하기위해구성된플

로및프로세스에서소비되는 CPU 시간을정확하게기록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특정플로인터뷰에서소비된총 CPU 시간을확인하려면 FINER 수준에서 워크플로 범주를추적하도록디버그

로그수준을설정합니다. 이예는 CPU 시간을 24 밀리초소비한플로인터뷰를나타냅니다.

17:55:23.4
(54913106)|FLOW_INTERVIEW_FINISHED|3320cb8f84e00adccd6746d958a117644c8b540-65aa|2MyFlow
17:55:23.4 (54975319)|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SOQL queries: 0 out of 100
17:55:23.4 (54989097)|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SOQL query rows: 0 out of 50000
17:55:23.4 (54997299)|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SOSL queries: 0 out of 20
17:55:23.4 (55008221)|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DML statements: 0 out of 150
17:55:23.4 (55021122)|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DML rows: 0 out of 10000
17:55:23.4 (55029753)|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CPU time in ms: 24 out of 15000
17:55:23.4 (55069484)|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Heap size in bytes: 1040 out of
6000000
17:55:23.4 (55078169)|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Callouts: 0 out of 100
17:55:23.4 (55089761)|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Email invocations: 0 out of 10
17:55:23.4 (55097357)|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Future calls: 0 out of 50
17:55:23.4 (55104650)|FLOW_INTERVIEW_FINISHED_LIMIT_USAGE|Jobs in queue: 0 out of 50

다음사항도참조:

플로및프로세스의정확한 CPU 시간사용량확인

445

Salesforce 플로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플로관리

이제패키지를제거하지않고 1세대관리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을삭제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패키지를제거하지않고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삭제

이제구독자조직에서 1세대관리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을삭제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1세대관리패

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을확인하기위해패키지를제거해야했습니다.

패키지를제거하지않고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삭제

이제구독자조직에서 1세대관리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버전을삭제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1세대관리패키지

에서설치된플로버전을확인하기위해패키지를제거해야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이제다음의경우플로버전을삭제할수있습니다.

• 비활성상태인경우

• 조직에설치된플로의최신버전이아닌경우

• 연결된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가없는경우플로버전에일시중지된인터뷰가있는경우해당인터뷰가종료

되거나삭제될때까지삭제할수없습니다.

방법: 설정의플로목록보기에서 1세대관리패키지에서설치된플로의행에있는아래쪽화살표를클릭합니다. 세

부사항및버전보기를선택합니다. 플로의세부사항페이지에서필요한경우플로버전을비활성화하고삭제를

클릭합니다.

플로확장

이제사용자정의호출가능작업에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정식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정의속

성편집기는구성요소입력으로플로에저장된변수에자동으로액세스할수도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사용하여 Flow Builder에서보다쉽게호출가능작업구성

개발자가 Flow Builder에서사용자정의호출가능작업을쉽게구성할수있도록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만들

수있습니다.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단순한 Lightning 웹구성요소입니다. 현재정식출시된이기능에는베

타릴리스이후의몇가지변경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패키지및변경집합이호출가능한작업의사용

자정의속성편집기를포함하는플로에대해지원합니다.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서더많은출력값에액세스

이제자동으로저장된값을사용하여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입력및출력을설정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플로변수에수동으로할당된값을사용하는것으로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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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사용하여 Flow Builder에서보다쉽게호출가능작업구성

개발자가 Flow Builder에서사용자정의호출가능작업을쉽게구성할수있도록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만들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단순한 Lightning 웹구성요소입니다. 현재정식출시된이기능에는베타릴리

스이후의몇가지변경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패키지및변경집합이호출가능한작업의사용자정의속

성편집기를포함하는플로에대해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기존에는사용자정의작업을구성할때 UI가텍스트상자와콤보상자로구성되었습니다. 작업을구축한개

발자가속성편집기 UI를제어할수없었습니다.

이제개발자는깔끔하고간단한구성환경을제공하는사용자정의작업을만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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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정식출시)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서더많은출력값에액세스

이제자동으로저장된값을사용하여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입력및출력을설정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플

로변수에수동으로할당된값을사용하는것으로제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적용됩니다.

이유: 콤보상자또는선택목록과같은입력또는출력을설정하면자동으로저장된값이옵션으로표시됩니다. 예

를들어레코드가져오기요소에서자동으로저장된값이사용자정의작업의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서이입

력에대한옵션으로표시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자동출력에액세스하는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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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이제플로및프로세스별 CPU 시간소비량이정확하게측정되고적용됩니다. 일시중지된인터뷰가일시중지되기

전에보유했던동일한사용자액세스로동일한컨텍스트에서다시시작됩니다. 프로세스에서레코드필드의원래

값을평가할수있게하고, 레거시 Apex 작업의공용액세스한정자를존중하며,

이섹션에서는: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일부저장활성화(업데이트, 적용)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업데이트실패한호출가능한작업의동작및영향을향상하며, 대량으로실행되는호

출가능한작업에대한외부 REST API 호출에만영향을미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단일요청으로일련의작

업을호출할경우호출가능한작업하나가실패했다고해서전체트랜잭션이실패하지는않습니다. 이번업데

이트전까지는단일호출가능한작업이실패할경우트랜잭션내다른호출가능한작업이롤백되고전체트랜

잭션이실패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 Winter '21

로처음연기되었습니다. 이업데이트는다시연기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됩니다.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Flow Builder에서관련레코드필드에액세스하기위해병합필드를사용할경우실제사용자의

데이터액세스를허용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고그

후 Spring '21로연기되었으나 Summer '21로다시연기되었습니다.

플로의레거시 Apex 작업에대한액세스한정자존중적용(업데이트, 적용)

이번릴리스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개발자는레거시 Apex 작업이올바르게보호되며, 관리의기타구성요소에

만사용할수있다는사실을믿어도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공용레거시 Apex 작업이포함되어있는경우

플로는실패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연기되었

으며 Spring '21에적용됩니다.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레코드값변수또는검색관계필드의 null 값확인(업데이트, 연기)

이업데이트는계산에 null 레코드변수또는 null 조회관계필드가포함되어있으면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값을반환할수있게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19에릴리스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이업데이트는 2020년 7월 10일전에 Summer '20을수신한 Salesforce 조직에서활성화

되었습니다. 조직이이에해당하고업데이트를비활성화한경우 Spring '22에활성화해야합니다.

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트의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를다시시작(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이업데이트를활성화하면일시중지되기전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트의일시중지된자동실행

플로가항상다시시작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에서적용됩니다.

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소비량을정확하게측정(업데이트)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 Salesforce가모든플로및프로세스에서소비되는 CPU 시간을정확하게측정, 기록, 제

한합니다. 이전에는소비된 CPU 시간이부정확하거나 Apex 트리거와같이트랜잭션에서나중에발생하는다른

자동화에특성을잘못사용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이제최대트랜잭션당 CPU 시간소비량제한을초과하는성

능병목상태를제대로식별할수있습니다. 또한이제 CPU 시간이정확하게계산되므로 CPU 제한을초과하도록

트랜잭션을푸시하는요소, 기준노드또는작업후에플로및프로세스가실패합니다. 이제한을초과할가능성

이높은모든복잡합플로및프로세스를테스트하는것이좋습니다.

프로세스빌더에서원래레코드값을기반으로기준평가(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19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고그후 Winter '21로연기되었으나

Winter '22로다시연기되었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기준및레코드업데이트가여러개인프로세스를통

해프로세스를시작한필드의원래값을 null 값으로평가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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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 연기)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는 Summer '20에릴리스되었으며 Spring '21에적

용될예정이었지만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플로에서호출한 Apex 클래스에대한

사용자액세스필요를대체합니다.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는활성화

후조직을원래상태로되돌려놓으며, 따라서사용자가 Apex 작업을포함하는플로를실행하기위해서는플로

에대한액세스권한만있으면됩니다.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일부저장활성화(업데이트, 적용)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업데이트실패한호출가능한작업의동작및영향을향상하며, 대량으로실행되는호출

가능한작업에대한외부 REST API 호출에만영향을미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단일요청으로일련의작업을

호출할경우호출가능한작업하나가실패했다고해서전체트랜잭션이실패하지는않습니다. 이번업데이트전까

지는단일호출가능한작업이실패할경우트랜잭션내다른호출가능한작업이롤백되고전체트랜잭션이실패

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 Winter '21로처음연기되었

습니다. 이업데이트는다시연기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이번릴리스업데이트전까지하나의호출가능한작업이실패하면같은트랜잭션의다른호출가능한작업

이롤백됩니다. 그러나이번릴리스업데이트후에는 Salesforce에서성공적으로실행된호출가능한작업을세번실

행하고실행에실패한호출가능한작업만롤백합니다. 이기능을 "일부저장"이라고부릅니다.

REST API를통해호출된대부분의호출가능한작업유형은일부저장기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번릴

리스업데이트가적용되어도다음작업유형은일부저장기능을지원하지않습니다.

• 주문처리취소

• 취소주문

• 기금모금

• 콘텐츠작업영역

• 주문처리만들기

• 주문처리에서인보이스만들기

• 서비스보고서만들기

• 외부서비스

• 작업주문생성

• 호출가능한 Apex

• 기술기반라우팅

• 디지털양식응답제출

일부저장으로인해외부콜아웃이여러번발생할수있으며, 외부콜아웃은롤백할수없습니다. 플로가프로세스

에서시작되거나 REST API에서호출된경우에만외부콜아웃이반복적으로발생할수있으며, 해당플로는외부콜

아웃을만드는작업을여러차례시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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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저장으로인해작업을여러번시도할수있으므로트랜잭션에예상보다긴시간이소요되기도합니다. 따라

서조직은예상보다일찍일부제한에도달할수있습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1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

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적용전또는프로덕션조직에서

이번릴리스업데이트를활성화하기전에 Sandbox 또는 Developer Edition에서테스트를거쳐호출가능한작업이올

바르게작동하는지확인하십시오. 프로덕션조직에서작업해야만하는경우한가한시간에진행하시기바랍니다.

방법: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일부저장활성화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오.

호출가능한작업을사용하는 API 통합을검토하여일부저장동작을올바르게적용하는지확인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노트: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일부저장활성화(업데이트, 연기)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Flow Builder에서관련레코드필드에액세스하기위해병합필드를사용할경우실제사용자의데

이터액세스를허용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고그후

Spring '21로연기되었으나 Summer '21로다시연기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

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관련레코드에액세스하는플로병합필드가실행중인사용자의개체권한, 필드

수준액세스, 레코드수준액세스(예: 공유규칙)를사용합니다.

예를들어연락처소유자가다른사용자와명시적으로연락처를공유하는경우를제외하고연락처를비공개설정

하는조직을고려하십시오.

이번업데이트전까지연락처소유자가아닌사용자가병합필드를사용해사례의연락처 ID 필드를통해연락처의

필드에액세스하는플로를실행하면플로인터뷰가레코드수준보안을무시하고필드에액세스합니다.

{!caseRecord.Contact.LastName}

그러나이번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실제사용자의레코드수준액세스가적용되어플로인터뷰가필드에액세스

할수없습니다.

방법: Sandbox에서이번업데이트를테스트한후프로덕션조직에서활성화하는것이좋습니다. 병합필드를사용

하여개체수준보안, 필드수준보안또는레코드수준보안이있는관련레코드의필드에액세스하는모든플로경

로를테스트하십시오. 예를들어병합필드를사용하여플로의실제사용자와공유되지않는관련레코드의필드에

액세스하는플로를테스트합니다.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

니다.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용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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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발생할경우 Salesforce고객지원에문의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노트: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용(업데이트, 연기)

플로의레거시 Apex 작업에대한액세스한정자존중적용(업데이트, 적용)

이번릴리스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개발자는레거시 Apex 작업이올바르게보호되며, 관리의기타구성요소에만

사용할수있다는사실을믿어도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공용레거시 Apex 작업이포함되어있는경우플로

는실패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연기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이번업데이트는플로가레거시 Apex 작업의공용액세스한정자를존중하지않는문제를해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관리패키지에서설치된 Apex 클래스를참조하는레거시 Apex 작업에만영향을미칩니다.

레거시 Apex 작업은 Apex 플러그인으로알려져있었습니다. 조직에 Process.Plugin인터페이스를구현하는 Apex

클래스를정의하면 Flow Builder에서레거시 Apex 작업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주: 새로운 Apex 통합의경우 Process.Plugin 인터페이스대신 InvocableMethod 주석을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호출가능한 Apex 메서드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화된경우:

• 공용레거시 Apex 작업을실행하면플로가실패합니다.

• 공용레거시 Apex 작업은 Flow Builder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 공용 describe 또는 invoke 메서드가있는전역레거시 Apex 작업은다른네임스페이스의플로에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번업데이트전까지는지원되지않아도플로에공용레거시 Apex 작업을추가할수있습니다. 또한공용 describe

또는 invoke 메서드가있는전역레거시 Apex 작업은다른네임스페이스의플로에사용할수있습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1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

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방법: Sandbox 또는개발자조직에서이번업데이트를테스트한후프로덕션조직에서활성화하는것이좋습니다.

프로덕션조직에서작업해야만하는경우한가한시간에진행하시기바랍니다. 레거시 Apex 작업요소가포함된모

든경로를테스트하고플로가올바르게작동하는지확인하십시오. 비즈니스프로세스에레거시 Apex 작업이중요

하지만이번업데이트에서지원되지않는경우패키지개발자에게문의하십시오. 개발자는레거시 Apex 작업을전

역으로만들거나새 Apex 클래스에기능을재구축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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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

니다. 플로의레거시 Apex 작업에대한액세스한정자존중적용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노트: 플로의레거시 Apex 작업에대한액세스한정자존중적용(업데이트, 연기)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레코드 값변수또는검색관계필드의 null 값확인(업데이트,
연기)

이업데이트는계산에 null 레코드변수또는 null 조회관계필드가포함되어있으면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값을반환할수있게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19에릴리스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이업데이트는 2020년 7월 10일전에 Summer '20을수신한 Salesforce 조직에서활성화되었습니

다. 조직이이에해당하고업데이트를비활성화한경우 Spring '22에활성화해야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프로세스및플로에서수식은레코드변수또는조회관계필드를통해레코드의필드를참조할수있습니다.

런타임시레코드변수또는조회관계필드가 null인경우경우에따라수식이 null을반환합니다. 그렇지않으면처

리되지않은예외를반환합니다. 이번업데이트에서수식은레코드변수또는조회관계필드가 null인경우항상 null

값을반환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병합필드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예를들어계정을업데이트하면프로세스가시작되고기준을확인한다음, 작업을수행합니다. 기준에는계정의상

위계정필드를통해상위계정의이름을참조하는수식이포함되어있습니다. 상위계정필드는조회관계필드:

[Account].Parent.Name입니다.

조회관계필드값이 null인경우수식이 null을반환합니다. 이번업데이트전에는경우에따라수식이 null 대신처리

되지않은예외를반환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2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

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방법: 이중요업데이트를테스트하려면 Sandbox에서작업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조회관계필드나레코드변

수필드를참조하는모든프로세스및플로수식을테스트하십시오. 프로세스에는기준및작업에수식이있으며,

플로에는자원및입력구성요소의유효성검사에수식이있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

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조회관계

필드의 Null 레코드변수또는 Null 값을확인하려면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수행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노트: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레코드값변수또는검색관계필드의 null 값확인(업데이

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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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트의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를다시시작(이전에릴리스

된업데이트)

이업데이트를활성화하면일시중지되기전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트의일시중지된자동실행플로

가항상다시시작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에서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는 Winter '22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

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자동실행플로가시간기반재시작이벤트후에재시작되면플로가공유없이시스템컨텍스트에서실행됩

니다. 플로가일시중지되기전에보유했던사용자액세스및컨텍스트에관계없이이러한방식으로다시시작됩

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화된경우플로가일시중지되기전에보유했던동일한권한으로동일한컨텍스트에서

다시시작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사용자정의버튼을클릭해자동실행플로를실행하지만레코드 A를편집할수있는권한이

없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자동실행플로가사용자컨텍스트에서실행됩니다. 그러나일시중지되었다

가다시시작된후에는플로가시스템컨텍스트에서실행되고레코드 A를편집할수있게됩니다. 이업데이트를활

성화하면그러한플로가실제사용자가편집할권한이없는레코드를편집할수없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특정시간에다시시작되도록구성된일시중지요소가있는자동실행플로에만적용됩니다.

이업데이트를통해액세스권한이없는사용자에게레코드를만들거나편집할수있도록의도치않게허용하는일

을방지할수있어 Salesforce 조직의보안이향상됩니다.

방법: 자동실행플로인터뷰는일시중지된다음, 시간기반재시작이벤트후에다시시작될경우실패할수있습니

다. 플로인터뷰실패를피하기위해서는실제사용자에게각일시중지요소후에모든플로요소를실행하는데필

요한권한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또는항상시스템컨텍스트에서실행되도록자동실행플로를구성할수있

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

니다. 동일한사용자액세스로동일한컨텍스트에서일시중지된플로를다시시작하려면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

따릅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소비량을정확하게측정(업데이트)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 Salesforce가모든플로및프로세스에서소비되는 CPU 시간을정확하게측정, 기록, 제한

합니다. 이전에는소비된 CPU 시간이부정확하거나 Apex 트리거와같이트랜잭션에서나중에발생하는다른자동

화에특성을잘못사용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이제최대트랜잭션당 CPU 시간소비량제한을초과하는성능병목

상태를제대로식별할수있습니다. 또한이제 CPU 시간이정확하게계산되므로 CPU 제한을초과하도록트랜잭션을

푸시하는요소, 기준노드또는작업후에플로및프로세스가실패합니다. 이제한을초과할가능성이높은모든복

잡합플로및프로세스를테스트하는것이좋습니다.

적용조건: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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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2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

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방법: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의 CPU 시간소비량을정확하게측정하려면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

따르십시오.

트랜잭션이 CPU 시간제한을초과할경우플로및프로세스가실패하며복잡한플로및프로세스는이제한을초과

할가능성이더높습니다. 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사용량을줄이려면요소, 수식, 교차개체참조의수를줄이

십시오. 디버그로그를확인하여각요소, 기준노드, 작업에소요되는 CPU 시간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Salesforce 도움말: 트랜잭션별플로제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프로세스빌더에서원래레코드값을기반으로기준평가(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19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고그후 Winter '21로연기되었으나

Winter '22로다시연기되었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기준및레코드업데이트가여러개인프로세스를통해

프로세스를시작한필드의원래값을 null 값으로평가하게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

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방법: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프로세스빌더에서원래레코드값을기반으로한기준평가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

오.

레코드에특정변경사항이적용된경우에만작업을실행하시겠습니까? 옵션이선택된프로세스가있거나기준에

ISCHANGED() 함수를사용하는경우이번업데이트로인해프로세스가다르게동작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노트: 프로세스빌더에서원래레코드값을기반으로기준평가(업데이트, 연기)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 연기)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는 Summer '20에릴리스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

될예정이었지만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플로에서호출한 Apex 클래스에대한사용

자액세스필요를대체합니다.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는활성화후조직을

원래상태로되돌려놓으며, 따라서사용자가 Apex 작업을포함하는플로를실행하기위해서는플로에대한액세스

권한만있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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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 릴리스에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

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대상: 새로운업데이트는플로에서호출한 Apex 클래스에대한사용자액세스필요업데이트를활성화한조직에서

만사용할수있습니다.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가표시되지않는경우별

도의조치가필요하지않습니다.

방법: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의경우활성화를클릭합니다. 요구사항을제거하

고있으므로이번업데이트를활성화해도기존사용자정의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다른이유로 Apex 클래스에

액세스해야하는사용자가계속해서액세스할수있도록관리자가권한을검토하는것이좋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플로및프로세스릴리스업데이트

Winter '21 릴리스노트: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 연기)

API 버전 51.0의플로및프로세스런타임고급기능

업데이트는 API 버전 51.0 이상에서실행되게구성된플로및프로세스에만영향을미칩니다. 버전이지정된업데이

트를사용하면편리하게개별플로및프로세스의런타임동작변경사항을테스트하고도입할수있습니다. 플로

의런타임 API 버전을변경하려면 Flow Builder에서열고플로버전속성을편집하고, 프로세스의런타임 API 버전을변

경하려면프로세스빌더에서열고속성을편집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모든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잘못된조건및조건논리를 false 값대신오류로처리

이제조건또는잘못된조건논리에잘못된참조가있을경우런타임시오류가발생합니다. 51.0 이전버전의 API

에서실행되는플로및프로세스의경우잘못된조건및조건논리가 false로평가됩니다.

예를들어플로의결정요소에플로에존재하지않는변수를참조하는다음조건이포함되어있다고가정하겠

습니다. {!VariableNotInFlow} LESS THAN 100 플로가 API 버전 51.0 이상에서실행되면결정요소실행

시오류가발생합니다. 플로가 API 버전 51.0 이전에서실행되는경우조건이 false로평가되어 VariableNotInFlow가

100 미만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프로세스에는각작업그룹에대한기준의조건및조건논리가포함되어있습니다. 많은플로요소에는시작, 결

정, 일시중지, Salesforce 레코드에액세스하는요소를비롯한조건이있을수있습니다.

대량처리된플로요소에대한예기치않은오류경로실행방지

레코드만들기, 레코드업데이트또는레코드삭제요소의대량실행중에는실패한인터뷰만오류경로를사용

합니다. 51.0 이전버전의 API에서실행되는플로의경우단하나의인터뷰만오류경로를사용하는경우배치의

모든인터뷰가오류경로를사용합니다.

456

Salesforce 플로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status.salesforce.com/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release-notes.rn_forcecom_flow_release_update_disable_apex_access_controls.htm&type=5&release=228sses%20(Update,%20Postponed)&language=ko


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소비량을정확하게측정

이버전이지정된업데이트는 API 버전 51.0에서실행되는플로에대한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소비량을정

확하게측정릴리스업데이트를활성화합니다. 릴리스업데이트의자동활성화후런타임 API 버전에상관없이

모든플로에업데이트가적용됩니다.

콜아웃오류발생없이플로에서작업실행

플로에서콜아웃을실행한후동일한트랜잭션에서이루어진후속콜아웃으로인해플로가실패하면영향을받

은콜아웃에오류가발생합니다.

해당오류처리방법:

• 작업의트랜잭션제어를변경하지않고플로의 API 버전을 v51.0으로설정합니다.

• 플로에서트랜잭션관리방법을결정할수있도록각작업을업데이트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플로에서조건정의

Salesforce 도움말: 프로세스기준추가

Salesforce 도움말: 트랜잭션의플로대량처리

Salesforce 도움말: 플로가실패할경우발생하는상황사용자정의

플로및프로세스의정확한 CPU 시간사용량확인

화면플로에서자동으로콜아웃오류방지

Einstein 빌더

Einstein 권장사항빌더가정식출시되었으며필요에따라데이터를확인합니다. Einstein 예측빌더를사용하여관리

패키지에대한예측을구축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데이터검사기를사용하여권장사항유효성검증(정식출시)

높은신뢰수준으로 AI 권장사항을구축합니다. 데이터검사기는구축시데이터유효성을검증하고데이터가

충분하지않을경우알림을보내설정을조정하고오류를방지할수있습니다.

권장사항에쉽게액세스(정식출시)

Einstein 권장사항빌더를사용하면설정에서새타일을사용하여보다쉽게권장사항을구축하고액세스할수

있습니다.

관리패키지에대한예측구축

이제 Einstein 예측빌더에서구축한예측을관리패키지에포함할수있습니다.

실패한예측구축재시도

실패한예측으로일과에차질이생기기전에 Einstein 예측빌더의재시도작업을통해다시구축을시도합니다.

데이터검사기를사용하여권장사항유효성검증(정식출시)
높은신뢰수준으로 AI 권장사항을구축합니다. 데이터검사기는구축시데이터유효성을검증하고데이터가충분

하지않을경우알림을보내설정을조정하고오류를방지할수있습니다.

457

Einstein 빌더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flow_build_logic_conditions.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process_criteria.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flow_concepts_bulkification.htm&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flow_build_logic_fault.htm&language=ko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Service Cloud Einstein 및 Lightning Platform Plus 라이센스가있어야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권장사항을구축하면설정페이지상단에데이터검사기가표시되어권장사항을구축하기위한레코드가

충분한지확인할수있습니다.

데이터검사기는권장사항을구축할때데이터에대한사용자의견을제공합니다. 수신자개체인작업주문에권

장항목개체인예비부품을추천한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상호작용개체인소비제품을사용하여과거유사한

작업주문에사용된부품을표시하면 Einstein에서새작업주문에관련부품을추천할수있습니다. 추천할작업주

문또는부품유형에중점을두고세그먼트를정의합니다. 데이터검사기는세가지개체모두에대한데이터를확

인하기위해구축할때작동하며권장사항을구축할수있는충분한레코드가없을경우알림을보냅니다.

구축시데이터검사기가권장사항데이터에대한사용자의견을제공합니다.

확인표시는권장사항에성공적으로구축하기에충분한데이터가있음을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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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는데이터검사기에서모든개체에대한정확한레코드수를확인할수는없지만계속권장사항을구축할

수있음을나타냅니다.

현재설정을사용하여권장사항을구축할충분한레코드가없는경우경고표시가나타납니다. 또는긍정적및부

정적상호작용에동일한레코드가사용된경우에도경고표시가나타납니다.

권장사항에쉽게액세스(정식출시)
Einstein 권장사항빌더를사용하면설정에서새타일을사용하여보다쉽게권장사항을구축하고액세스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Service Cloud Einstein 및 Lightning Platform Plus 라이센스가있어야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페이지상단에있는타일의 Einstein 권장사항빌더에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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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패키지에대한예측구축

이제 Einstein 예측빌더에서구축한예측을관리패키지에포함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Einstein Analytics Plus, Einstein 예측, EinsteinBuilderFree 또는 Platform Plus 라이센스가있는관리자가사용

할수있습니다.

방법: 관리패키지를설치한후에설정의 Einstein 예측빌더에있는예측목록으로이동합니다. 관리패키지예측은

특수아이콘으로식별됩니다. 아이콘위로마우스커서를이동하면패키지의이름이표시됩니다. 구축할때까지상

태는구축준비완료입니다. 작업메뉴에서구축합니다. 준비된경우성과표를검토하고예측을활성화할수있습

니다.

실패한예측구축재시도

실패한예측으로일과에차질이생기기전에 Einstein 예측빌더의재시도작업을통해다시구축을시도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 Einstein Analytics Plus, Einstein 예측, EinsteinBuilderFree 또는 Platform Plus 라이센스가있는관리자가사용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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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instein 예측빌더설정페이지의예측목록보기에서모델실패상태인예측에작업메뉴의재시도를사용합

니다. 24시간이내에성공여부에대한알림을받게됩니다.

Lightning 앱빌더

앱빌더의현지화지원을사용하여 Lightning 페이지에현지화된탭, 특성, 구성요소레이블을만듭니다. 이제데스크

톱의일부표준개체와모바일의사용자정의개체에대해정식으로사용할수있는동적작업을사용하여레코드

페이지의작업에유연성과제어를추가합니다. 이제성능분석도구를사용하여데스크톱및휴대폰의 Lightning 레

코드페이지성능에관한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사용자정의레이블을사용하여 Lightning 페이지에서현지화된구성요소레이블및특성값정의

앱빌더의현지화지원을사용하면 Lightning 앱빌더에사용자정의레이블을지정할경우

{!$Label.customLabelName}을사용하여레이블의값을정의할수있습니다.

동적작업에대한추가지원

동적작업을사용하여레코드페이지에서작업유연성을더하고작업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습니다. 이제

사용자정의개체에대한동적작업이정식출시되었으며, Winter '21 이후데스크톱에대해서도정식출시되었습

니다. 계정, 사례, 연락처, 리드, 기회에대한동적작업도이제데스크톱에서정식출시되었습니다. 모든기타표

준개체에대한동적작업은데스크톱에서베타기능입니다. 페이지레이아웃대신 Lightning 앱빌더에서작업을

할당하고필터를적용하여사용자에게작업이표시될상황및장소를제어하십시오.

휴대폰에서본 Lightning 페이지의성능분석

이제앱빌더의성능분석에서휴대폰폼팩터의레코드페이지성능을평가합니다. 페이지분석창의새탭을사

용하면 Lightning 레코드페이지가데스크톱과휴대폰에로드될때별도의결과를제공하므로둘모두에서최적

의성능을발휘하도록페이지를설계할수있습니다.

데스크톱의 Lightning 페이지성능에대한추가상세정보확인

페이지로드시간및페이지동작예측에대한향상된정보를한눈에확인합니다. Lightning 앱빌더의 Lightning 페

이지분석도구를업데이트하면 Lightning 페이지의성능을보다정확하게예측할수있습니다.

앱빌더의지침에있는전화사용 Lightning 페이지에대한팁얻기

앱빌더에대한지침이개선되었습니다. 이제 Lightning 레코드페이지를설계할때휴대폰에서 Lightning 페이지

를볼경우사용자경험을최적화하는데도움이되는휴대폰폼팩터에대한특별화된팁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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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양식이활성화된페이지에서필드섹션축소및확장

이제 Lightning 앱빌더에서또는런타임에서페이지를볼때필드섹션을확장및축소하여동적양식이활성화

된페이지를보다효율적으로설계하고볼수있습니다.

사용자정의레이블을사용하여 Lightning 페이지에서현지화된구성요소레이블

및특성값정의

앱빌더의현지화지원을사용하면 Lightning 앱빌더에사용자정의레이블을지정할경우

{!$Label.customLabelName}을사용하여레이블의값을정의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이유: Lightning 페이지에서사용자정의탭구성요소및기타구성요소특성값은 Lightning 앱빌더에일반텍스트로

입력될경우현지화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기본언어가영어인조직이있고 Lightning 페이지에 Car, Truck, Plane이

라고이름이지정된세개의사용자정의탭이있는탭구성요소가포함된경우조직의비영어사용자가해당페이

지를볼경우일반텍스트탭레이블값이 Car, Truck, Plane으로표시됩니다. 탭레이블값은사용자언어로번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Lightning 앱빌더에서 {!$Label.customLabelName} 표현식을사용하여사용자정의레이블값을구성

하면해당레이블에대한번역을사용자언어로만든경우사용자가선택한언어로레이블이표시됩니다.

{!$Label.customLabelName} 표현식은사용자정의레이블기능을사용하여설정에서만드는모든사용자정

의레이블에서작동합니다. 사용자정의레이블의값필드에서정의한텍스트는구성요소가 Lightning 페이지에서

렌더링될때레이블값으로표시됩니다. 그리고레이블에대한번역된값을만들경우조직에서해당언어를사용

하는사용자에게번역된값이표시됩니다.

{!$Label.customLabelName} 표현식은구성요소또는탭레이블이외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문자열또는

서식있는텍스트의구성요소특성의번역된값을제공하는데사용할수도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사용자정의레이블을사용하여 Lightning 페이지에현지화된구성요소레이블및특성값작성

(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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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작업에대한추가지원

동적작업을사용하여레코드페이지에서작업유연성을더하고작업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습니다. 이제사용

자정의개체에대한동적작업이정식출시되었으며, Winter '21 이후데스크톱에대해서도정식출시되었습니다. 계

정, 사례, 연락처, 리드, 기회에대한동적작업도이제데스크톱에서정식출시되었습니다. 모든기타표준개체에대

한동적작업은데스크톱에서베타기능입니다. 페이지레이아웃대신 Lightning 앱빌더에서작업을할당하고필터

를적용하여사용자에게작업이표시될상황및장소를제어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데스크톱및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다.

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데스크톱에서표준개체에대한동적작업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

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

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

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 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

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니다. 이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

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

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

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의동적양식및작업그룹에서동적작업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을제공할수

있습니다.

방법: 데스크톱및모바일에서사용자정의개체에대한동적작업을활성화하려면개체의레코드페이지에하이라

이트패널구성요소를추가하거나선택합니다. 하이라이트패널속성창에서지금업그레이드를클릭하고마이그

레이션도우미에서안내하는단계에따라작업을마이그레이션하거나새항목을시작합니다.

데스크톱에서계정, 사례, 연락처, 리드또는기회에대한동적작업을활성화하려면개체의레코드페이지에하이

라이트패널구성요소를추가하거나선택한다음, 하이라이트패널속성창에서지금업그레이드를클릭하고마이

그레이션도우미에서안내하는단계에따라작업을마이그레이션하거나새항목을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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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에서모든기타표준개체에대한동적작업(베타)을활성화하려면개체의레코드페이지에하이라이트

패널구성요소를추가하거나선택합니다. 하이라이트패널속성창에서지금업그레이드를클릭하고마이그레이

션도우미에서안내하는단계에따라작업을마이그레이션하거나새항목을시작합니다.

데스크톱이아닌모바일에서사용자정의개체에대한다른동적작업집합을사용하거나모바일전용 Lightning 페

이지가있는경우레코드페이지의페이지속성을통해모바일에서동적작업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Lightning 앱

빌더에서사용자정의개체에대한레코드페이지를작성하거나연다음, 페이지속성창에서 Salesforce 모바일앱

에페이지수준동적작업활성화를선택합니다.

동적작업시나리오에작업을추가하려면속성창에서작업추가(1)를클릭합니다. 작업모달에서작업을선택하고

필터추가(2)를클릭하여필드, 장치유형, 기타필터를기반으로가시성규칙을할당합니다. 작업이름옆에있는눈

아이콘 (3)은가시성규칙이적용되었다는의미입니다. 페이지레이아웃에서작업을마이그레이션한경우작업

모달에서수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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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본 Lightning 페이지의성능분석

이제앱빌더의성능분석에서휴대폰폼팩터의레코드페이지성능을평가합니다. 페이지분석창의새탭을사용

하면 Lightning 레코드페이지가데스크톱과휴대폰에로드될때별도의결과를제공하므로둘모두에서최적의성

능을발휘하도록페이지를설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레코드페이지의성능평가를보려면 Lightning 앱빌더도구모음에서분석을클릭합니다.

휴대폰의페이지성능분석은템플릿이휴대폰폼팩터를지원하는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페이지성능(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데스크톱의 Lightning 페이지성능에대한추가상세정보확인

페이지로드시간및페이지동작예측에대한향상된정보를한눈에확인합니다. Lightning 앱빌더의 Lightning 페이

지분석도구를업데이트하면 Lightning 페이지의성능을보다정확하게예측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기본데스크톱성능분석카드의새로운속도계스타일차트에페이지의예상 EPT(기존페이지시간) 또는페

이지로드시간(1)이표시됩니다. 또한일부구성요소는다른구성요소보다페이지성능에더많은영향을미치기

때문에추가된구성요소성능분석카드에어떤표준구성요소가예상 EPT에가장많이기여하는지표시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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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분석모델의범위를개선하고확장했습니다. 페이지를평가하는알고리즘이더똑똑해졌으며이제전보다 10

배가넘는성능요소를분석합니다.

레코드페이지의성능평가를보려면 Lightning 앱빌더도구모음에서분석을클릭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페이지성능(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앱빌더의지침에있는전화사용 Lightning 페이지에대한팁얻기

앱빌더에대한지침이개선되었습니다. 이제 Lightning 레코드페이지를설계할때휴대폰에서 Lightning 페이지를볼

경우사용자경험을최적화하는데도움이되는휴대폰폼팩터에대한특별화된팁을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휴대폰폼팩터관련팁은템플릿이휴대폰폼팩터를지원하는 Lightning 레코드페이지에서사용할수있습니

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앱빌더지침(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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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양식이활성화된페이지에서필드섹션축소및확장

이제 Lightning 앱빌더에서또는런타임에서페이지를볼때필드섹션을확장및축소하여동적양식이활성화된페

이지를보다효율적으로설계하고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페이지설계시필드섹션을확장하거나축소해도런타임중사용자에대한섹션확장또는축소여부에영향

을미치지않습니다. 사용자는전체편집, 생성또는복제창이아닌보기또는인라인편집모드에서만필드섹션을

확장하거나축소할수있습니다.

세계화

이제역외중국위안화및암하라어를사용할수있고, 사용자가더많은클라우드에서히브리어를오른쪽에서왼

쪽으로읽을수있으며, 릴리스업데이트를통해새로캘형식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역내및역외위안간구분

이제 Salesforce에서역외중국위안화(CNH)를사용할수있으므로중국의역내및역외통화를구분할수있습니

다. 중국본토(역내)에서는 CNY이라고하는중국위안화로상거래가이루어집니다. 중국본토밖(역외)에서는

CNH라고하는중국위안화로상거래가이루어집니다. 두통화는특징과환율이서로다릅니다.

더많은클라우드에서히브리어를오른쪽에서왼쪽으로읽기

히브리어를읽는것이더편한사용자를도울수있도록다음세개의클라우드에서추가로히브리어에

RTL(Right-to-Left) 레이아웃을사용할수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loud(이전베타버전), Consumer Goods Cloud, Health

Services Cloud 히브리어를개인언어로사용하는사용자에게는기본적으로 Lightning Experience에서 RTL 언어레이

아웃이표시됩니다.

암하라어서비스지원

이제암하라어를플랫폼전용언어로사용할수있으며사용자가새암하라어(에티오피아) 로캘을선택할수있

습니다.

ICU 로캘형식활성화(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장소제약없는비즈니스관행을위해날짜및시간에 ICU(International Components for Unicode) 형식을도입합니다.

ICU는모든로캘의국제날짜및시간표준을설정합니다. 새로운형식은 Salesforce Platform 전반에서일관적인환

경을제공하고전세계 ICU 준수응용프로그램과의통합을향상합니다. ICU 형식은 Oracle의 JDK8(Java 8 Development

Kit) 형식을대체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역내및역외위안간구분

이제 Salesforce에서역외중국위안화(CNH)를사용할수있으므로중국의역내및역외통화를구분할수있습니다.

중국본토(역내)에서는 CNY이라고하는중국위안화로상거래가이루어집니다. 중국본토밖(역외)에서는 CNH라고

하는중국위안화로상거래가이루어집니다. 두통화는특징과환율이서로다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

다.

방법: 단일통화조직에서는회사정보설정페이지에서조직의기본통화를설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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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여러통화를사용하는경우해당통화를활성화해야사용할수있습니다. 통화설정관리페이지에서 CNH

- 중국위안화(역외)를활성통화에추가합니다. 그후 CNH를회사통화로선택하면사용자가해당통화를개인통화

로선택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복수통화관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개인또는조직전체통화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더많은클라우드에서히브리어를오른쪽에서왼쪽으로읽기

히브리어를읽는것이더편한사용자를도울수있도록다음세개의클라우드에서추가로히브리어에 RTL(Right-to-Left)

레이아웃을사용할수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loud(이전베타버전), Consumer Goods Cloud, Health Services Cloud 히브

리어를개인언어로사용하는사용자에게는기본적으로 Lightning Experience에서 RTL 언어레이아웃이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atabase.com을제외한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RTL(Right-to-Left) 언어지원(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암하라어서비스지원

이제암하라어를플랫폼전용언어로사용할수있으며사용자가새암하라어(에티오피아) 로캘을선택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

다.

이유: 암하라어(에티오피아) 로캘은 ICU(International Components for Unicode) 및 Oracle의 JDK8(Java 8 Development Kit)에

해당형식을사용합니다.

주:  Salesforce 도움말의암하라어서비스지원에서이정보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모든문자가 PDF에올바

르게표시되는것은아닙니다.

형식형식 유형

에티오피아비르: ETB기본통화

28/01/2008 4:30     날짜시간: 짧게

28     2008 4:30:05     날짜시간: 보통

28/01/2008 4:30:05            -8날짜시간: 길게

28/01/2008날짜: 짧게

28     2008날짜: 보통

28       2008날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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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형식 유형

4:30     시간

1,234,567.567숫자: 양수

-1,234,567.567숫자: 음수

   1,234,567.57통화: 양수

-   1,234,567.57통화: 음수

   1,234,567.57회계통화양수

(   1,234,567.57)회계통화음수

Ms. 이름성(姓)이름

주소줄 1,

주소줄 2

주소

우편번호구/군/시

시/도국가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지원되는언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로캘개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ICU 로캘형식활성화(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장소제약없는비즈니스관행을위해날짜및시간에 ICU(International Components for Unicode) 형식을도입합니다. ICU

는모든로캘의국제날짜및시간표준을설정합니다. 새로운형식은 Salesforce Platform 전반에서일관적인환경을

제공하고전세계 ICU 준수응용프로그램과의통합을향상합니다. ICU 형식은 Oracle의 JDK8(Java 8 Development Kit) 형

식을대체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atabase.com을제외한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전체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는 Spring '22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Winter '20 이후에생성된 Salesforce 조직에는기본적으로

ICU 로캘형식이활성화되어있습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

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릴리스업데이트가활성화된경우 API 버전 45.0

이상에서 ICU 형식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프로덕션에이번업데이트를활성화하기전에설치된모든패키지가 ICU 형식과호환되는지패키지공급업체

와확인하십시오. 그런다음, 새로운로캘이 Salesforce 조직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평가하시기바랍니다. 이 SOQL

쿼리를사용하여각로캘에대해조직및사용자의계정에사용중인로캘을찾으십시오.

SELECT toLabel(LocaleSidKey) LocaleName, LocaleSidKey, Count(id) UserCount FROM User where
IsActive=true GROUP BY Locale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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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테스트영역및각로캘의변경사항에대한세부사항은 Salesforce 도움말의새로운국가별로캘형식을통한

글로벌화를참조하십시오.

이번업데이트를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ICU 로캘형식활성화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오.

영어(캐나다) 로캘(en_CA)은별도로활성화해야합니다. 빠른찾기상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입력한다음, 사용

자인터페이스를선택합니다. en_CA 로캘에대한 ICU 형식활성화를선택하고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새로운국가별로캘형식을통한글로벌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Winter '20 릴리스노트: ICU 로캘형식활성화(릴리스업데이트)

릴리스업데이트

외부서비스

외부서비스를사용하면선택한서비스에연결하고, 플로를통해외부소스를기반으로메서드를호출하고, 서비스

의데이터를 Salesforce로가져올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레거시외부서비스버전사용중지

레거시외부서비스는 Summer '21에서사용중지될예정됩니다. 이제모든레거시등록이만료되므로모든등록

은현재및미래제품개선사항및기능을활용할수있습니다. 단일버전지원모델로이동하기위한노력의일

환으로이릴리스의변경사항에는레거시등록을통해생성된작업의동작및기능에대한지원종료, 레거시등

록이포함된패키지워크플로및모든문제유발사항이포함됩니다.

외부서비스스키마의목록유형에최상위의명명된배열정의포함

추가 OpenAPI 2.0 스키마에대한지원을확장하는목록유형에대한최상위의명명된배열정의를포함할수있습

니다.

레거시외부서비스버전사용중지

레거시외부서비스는 Summer '21에서사용중지될예정됩니다. 이제모든레거시등록이만료되므로모든등록은

현재및미래제품개선사항및기능을활용할수있습니다. 단일버전지원모델로이동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이릴리스의변경사항에는레거시등록을통해생성된작업의동작및기능에대한지원종료, 레거시등록이포함

된패키지워크플로및모든문제유발사항이포함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은 Lightning Experience,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레거시외부서비스버

전이포함된조직에적용됩니다. Spring '21부터 Salesforce는레거시외부서비스등록을더이상지원하지않습니다.

시기:

• Salesforce는 Winter '21부터더이상기존의레거시외부서비스등록생성을허용하지않거나지원하지않습니다.

OpenAPI 형식의레거시외부등록을편집할수없습니다.

• Spring '21부터 Salesforce는레거시스키마및등록을포함하여레거시외부서비스에대한사례를지원하지않습

니다. 예를들어 Salesforce는더이상레거시패키지워크플로및그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지원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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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현재외부서비스버전으로전환하지않은경우가능한빠른시일내에레거시패키지를종료하고현재외

부서비스관리패키지로전환하십시오. Spring '21 기간이후에기존등록을새버전으로전환하기위해기다리고

있는경우외부서비스에대한콜아웃이더이상작동하지않습니다.

• Summer '21부터레거시외부서비스등록을사용하는어떠한작업도할수없습니다. 플로에서이를편집또는재

생성하거나레거시등록을사용할수없습니다. 아직이를수행하지않은경우가능한한빨리현재외부서비스

로전환하는것이좋습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

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방법: OpenAPI 2.0 레거시등록의경우: 외부서비스기본페이지의다른이름으로저장작업을사용하여레거시등록

을현재외부서비스버전으로다시만듭니다. 자세한내용은외부서비스편집, 삭제, 다른이름으로저장, 보기를참

조하십시오. Interagent 하이퍼-스키마형식레거시등록의경우: 조직에실제적인도움이되는한 Salesforce는 Interagent

하이퍼-스키마레거시등록을 OpenAPI 형식으로변환하고이를새로운외부서비스로추가합니다. 레거시외부서

비스등록식별및재생성에대한지침은도움말문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레거시및현재레거시및현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

음)

Salesforce 도움말: 외부서비스편집, 삭제, 다른이름으로저장, 보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

용하지못할수있음)

외부서비스스키마의목록유형에최상위의명명된배열정의포함

추가 OpenAPI 2.0 스키마에대한지원을확장하는목록유형에대한최상위의명명된배열정의를포함할수있습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시기: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

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방법: 최상위의명명된배열을만들고그아래명명된익명의배열을중첩할수있습니다. 이새로운지원은스키마

의응답및요청본문정의에영향을미칩니다.

예를들어이제이최상위배열정의가지원됩니다. 이전에는지원되지않았습니다.

{
"swagger": "2.0",
...

"schema": {
"$ref": "#definitions/MyObjectList"

}
...

"definitions": {
"MyObjectList": {

"type": "array",
"items": {

"type": "object",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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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pen API 2.0의유효한외부서비스배열정의의예는 Salesforce 도움말문서를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외부서비스고려사항(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Connect
스크래치조직에더많은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를추가합니다. 보안강화를위해기존의명명된자격증명또는

외부데이터소스를변경할경우재인증해야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스크래치조직에서여러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구성

업데이트된 PlatformConnect 스크래치조직기능을사용하면최대 5개의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를스크

래치조직에구성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하나만구성했습니다.

명명된자격증명또는외부데이터소스의특정필드편집후재인증

이제기존의명명된자격증명또는 ID 유형이명명된주체인외부데이터소스의특정필드를편집하는경우끝

점에대해재인증해야합니다. 이변경은 Salesforce Connect 환경의보안을강화합니다.

스크래치조직에서여러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구성

업데이트된 PlatformConnect 스크래치조직기능을사용하면최대 5개의 Salesforce Connect 라이센스를스크래

치조직에구성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하나만구성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Performance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이스크래치조직정의파일코드조각에는라이센스 3개를구성하는방법이나와있습니다.

"features": ["PlatformConnect:3"],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Connect(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DX 개발자가이드: 스크래치조직기능

명명된자격증명또는외부데이터소스의특정필드편집후재인증

이제기존의명명된자격증명또는 ID 유형이명명된주체인외부데이터소스의특정필드를편집하는경우끝점

에대해재인증해야합니다. 이변경은 Salesforce Connect 환경의보안을강화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Performance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다음필드를편집할경우끝점에대해재인증해야합니다.

• URL: 명명된자격증명및외부데이터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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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공급자: 명명된자격증명및외부데이터소스

• 아웃바운드네트워크연결: 명명된자격증명만해당

재인증은 OAuth 또는암호인증프로토콜을사용하는명명된자격증명또는외부데이터소스에대해서만필요합

니다. OAuth 인증을사용하여재인증이발생하는지확인하려면저장할때인증플로시작을선택해야합니다.

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하여해당필드를편집할경우설정을사용하여재인증하는것이좋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명명된자격증명(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Connect를사용하여외부데이터에액세스(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못할수있음)

필드

선택목록값에대한새로운제한을사용하여성능을개선합니다. 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에더많은문자를사용

합니다. 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의 HTML 태그를일반텍스트로렌더링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비활성선택목록값에대한제한을통한성능향상

제한되지않은선택사항에대한비활성값을제한하면성능및 Salesforce 조직의전반적인상태를향상할수있

습니다. 조직의비활성상태의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값을선택취소하면성능이저하됩니다. 성능저하가발

생하는시점은구현에따라다릅니다.

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에더많은문자사용

고객이정보아이콘위에마우스를놓으면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를볼수있습니다. 이제문자제한이 255자

에서 510자로늘어남에따라더자세한도움말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문자제한증가는세부사항및편집

페이지의표준및사용자정의필드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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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서 HTML 렌더링비활성화(업데이트, 적용)

조직의보호수준을향상하기위해이번업데이트에서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 HTML 서식을허용하는레거

시동작을제거합니다.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의 HTML 태그를일반텍스트로렌더

링합니다.

비활성선택목록값에대한제한을통한성능향상

제한되지않은선택사항에대한비활성값을제한하면성능및 Salesforce 조직의전반적인상태를향상할수있습니

다. 조직의비활성상태의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값을선택취소하면성능이저하됩니다. 성능저하가발생하는

시점은구현에따라다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tact Manager, Developer, Professional, Enterprise, Essentials, Group, Personal,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이제한사항을기본적용하면선택목록필드로잘못변환하여가져온텍스트필드데이터와같이의도치않

은수많은비활성선택목록값이생성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데이터생성또는메타데이터배포중오류가

발생하는경우와같은문제를해결하려면제한을비활성화하는것이좋습니다.

방법: 다음규칙은제한이적용된경우에적용됩니다.

• 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에대한비활성값의제한은 4,000입니다.

• 제한을사용하면새로생성된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에비활성값이적용됩니다.

• 조직의현재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은새제한으로인한영향을받지않습니다.

• 표준선택목록필드는이변경사항으로인한영향을받지않습니다.

• 관리자는비활성값제한에서 Salesforce 조직을제외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 이제한은제한된선택목록및전역선택목록값집합에적용되지않습니다. 전역선택목록값집합의결합된

활성및비활성한계는 1,000입니다.

제한은기본적으로적용됩니다. 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의무제한비활성값활성화를허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

찾기상자에 선택 목록 설정을입력한다음제한되지않은선택목록의무제한비활성값활성화를클릭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비활성선택목록값관리

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에더많은문자사용

고객이정보아이콘위에마우스를놓으면필드수준도움말텍스트를볼수있습니다. 이제문자제한이 255자에서

510자로늘어남에따라더자세한도움말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문자제한증가는세부사항및편집페이지의

표준및사용자정의필드에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필드수준도움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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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서 HTML 렌더링비활성화(업데이트, 적용)
조직의보호수준을향상하기위해이번업데이트에서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 HTML 서식을허용하는레거시

동작을제거합니다.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의 HTML 태그를일반텍스트로렌더링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는 Spring '21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대상: 이번업데이트는모든조직에적용되지않습니다. 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 HTML 서식이있고이전자동활

성화에포함된적이없는고객의릴리스업데이트목록에만표시됩니다.

방법: 이번업데이트에조직이영향을받은경우 Sandbox에서해당업데이트를활성화한후프로덕션조직에서활

성화하는것이좋습니다. 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이올바르게렌더링되는지테스트하고 HTML 서식에의존하는레

이블을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정의필드의이름을변경한경우때로는추가항목을수동으로업데이트해야합니

다. 수동업데이트가필요한지확인하기위해해야할일은다음과같습니다.

• 목록보기이름을검토합니다. 목록보기이름은수동으로변경할때까지계속해서원래개체이름으로표시됩

니다.

• 이름을변경한개체에대한표준보고서이름과설명을확인합니다.

• 원래필드이름이포함되어있는이메일템플릿의제목과설명을업데이트합니다.

• 새개체또는필드이름으로사용자정의한항목을변경합니다. 예를들어, 원래필드이름이포함된사용자정의

필드를선택합니다.

프로필및권한

읽기전용프로필이변경되었으니해당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제통합권한집합이제공됩니다.

이섹션에서는:

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업데이트)

이번업데이트는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합니다. 업데이트가적용된후에는비즈

니스요구에맞춰이프로필의권한을편집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중단된읽기전용프로필

Spring '21 이후에생성된 Salesforce 조직은읽기전용표준프로필이없습니다. 사용자에게읽기전용권한을할당

하려는경우최소액세스표준프로필을최소권한프로필기반으로시작하는것이좋습니다. 그런다음, 사용자

정의권한집합을할당하여사용자에게비즈니스요구에맞춰필요한읽기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통합권한집합을사용하여통합파트너와데이터교환

통합권한집합은 Salesforce 통합관련기능및서비스별로데이터액세스범위를정의합니다. 통합기능에따라

Salesforce 조직에서통합권한집합을편집할수없도록 Salesforce에서사전정의할수있습니다. 또는통합권한

집합에초기권한이없어조직을완전히제어할수있습니다. 통합권한집합은조직에대해수정가증한온-프

레미스권한과함께제공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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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업데이트)
이번업데이트는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합니다. 업데이트가적용된후에는비즈니스

요구에맞춰이프로필의권한을편집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는 Summer '21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

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Spring '21 이후에생성된새 Salesforce 조직은읽기전용프로필이없습니다.

이유: 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통해할당받은사용자가 Salesforce 조직설정을보고보고서를실행및내보내거나다

른레코드를볼수있지만편집할수는없습니다. Salesforce 제품및제안이확대되면서이프로필에암시적또는명

시적편집액세스권한을부여하는권한이추가되어 Salesforce 기능이작동합니다.

조직의위험허용한도와읽기전용정의에맞춰읽기전용프로필을사용자정의할수있도록이번업데이트는읽

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합니다. 읽기전용사용자정의프로필을편집하여비즈니스요

구에따라권한을제거하거나추가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권한이나할당대상을반영하여프로필이름을변경

할수도있습니다.

방법: 이번업데이트를적용하기전에읽기전용프로필에포함된권한을검토합니다. 읽기전용프로필에할당된

사용자에게계속해서포함된권한을부여할지여부를평가하십시오. 읽기전용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

환.knowledge 기사에서포함된전체권한목록을확인할수있습니다.

권한을검토한후사용자에게새프로필을재할당할지아니면사용자를재할당하지않고기존의읽기전용프로필

을사용할지여부를결정하십시오. 계속해서기존의읽기전용프로필을사용하려는경우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

참조하는조직의사용자정의코드를업데이트하여읽기전용프로필이변환될때구성및배포를그대로유지하십

시오.

이번업데이트를검토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

합니다. 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하려면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수행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Knowledge 기사: 읽기전용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

릴리스업데이트

Salesforce 도움말: 프로필(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중단된읽기전용프로필

Salesforce 조직에서 사용중단된읽기전용프로필

Spring '21 이후에생성된 Salesforce 조직은읽기전용표준프로필이없습니다. 사용자에게읽기전용권한을할당하

려는경우최소액세스표준프로필을최소권한프로필기반으로시작하는것이좋습니다. 그런다음, 사용자정의

권한집합을할당하여사용자에게비즈니스요구에맞춰필요한읽기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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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ummer ’20 릴리스노트: 새로운최소액세스사용자프로필사용

Salesforce 도움말: 프로필(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업데이트)

통합권한집합을사용하여통합파트너와데이터교환

통합권한집합은 Salesforce 통합관련기능및서비스별로데이터액세스범위를정의합니다. 통합기능에따라

Salesforce 조직에서통합권한집합을편집할수없도록 Salesforce에서사전정의할수있습니다. 또는통합권한집합

에초기권한이없어조직을완전히제어할수있습니다. 통합권한집합은조직에대해수정가증한온-프레미스권

한과함께제공될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통합관련기능사용자사용자는클라우드통합사용자라이센스도필요합니다.

방법: 사용중인통합기능에대한지침을따릅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Customer 360 Data Manager 릴리스노트

공유

Lightning Experience에서수동공유를통해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하고 Salesforce 조직에서더많은역할을

만듭니다.

이섹션에서는:

수동공유를사용하여레코드공유

이제 Lightning Experience에서수동공유를사용하면간소화된새인터페이스에서레코드를공유하고레코드공

유를관리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특정사용자및사용자그룹에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하기위해

Salesforce Classic으로전환했습니다.

더많은역할만들기

Spring '21 이상에서생성된 Salesforce 조직에서는최대 5,000개의역할을만들수있습니다. 기존조직에서는기본

제한이변경되지않았습니다. 최대 500개의역할을만들수있으며 Salesforce 고객지원에문의하여제한을늘릴

수있습니다. 성능을향상하려면데이터액세스를기반으로역할을설정하고필요하지않은역할은제거해야

한다는점에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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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공유를사용하여레코드공유

이제 Lightning Experience에서수동공유를사용하면간소화된새인터페이스에서레코드를공유하고레코드공유를

관리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특정사용자및사용자그룹에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하기위해 Salesforce

Classic으로전환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시기: 이기능은 Spring '21 릴리스부터순차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2021년 2월 27일까지모든고객이사용할수있

습니다.

이유: 공유할레코드에서공유를클릭합니다. 공유창에서레코드를공유하는사람을관리하고연결된레코드를공

유할수있습니다. 수동공유는계정, 기회, 사례, 연락처, 리드, 사용자정의개체에대해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주:

• Experience Cloud 사이트및 Salesforce 모바일앱은 Lightning에서수동공유를지원하지않습니다.

• Apex 관리공유는편집할수없습니다.

• 관리자는레코드담당자의공유액세스를수정할수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Lightning Experience에서수동공유를사용하여레코드에대한액세스권한부여(릴리스미리보

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더많은역할만들기

Spring '21 이상에서생성된 Salesforce 조직에서는최대 5,000개의역할을만들수있습니다. 기존조직에서는기본제

한이변경되지않았습니다. 최대 500개의역할을만들수있으며 Salesforce 고객지원에문의하여제한을늘릴수있

습니다. 성능을향상하려면데이터액세스를기반으로역할을설정하고필요하지않은역할은제거해야한다는점

에유의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역할의성공에대한지침(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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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

시스템개요페이지를사용하여 Salesforce 조직에있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의총수를봅니다. 정적 Apex 메

서드를사용하여레코드에액세스합니다. Apex 동적트리거를미리봅니다.

이섹션에서는:

시스템개요페이지에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제한보기

이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제한을자세히살펴볼수있도록시스템개요페이지에 Salesforce 구독자조직

에포함된패키지및유형에서공개및보호된유형이나열됩니다.

정적메서드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레코드에액세스

Apex getAll(), getInstance(recordId), getInstance(qualifiedApiName) 또는

getInstance(developerName) 메서드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레코드에서정보를보다

빠르게검색합니다. 다음메서드는 SOQL 엔진을사용하지않으며호출에서직접 sObject 세부사항을반환합니다.

시스템개요페이지에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제한보기

이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제한을자세히살펴볼수있도록시스템개요페이지에 Salesforce 구독자조직에

포함된패키지및유형에서공개및보호된유형이나열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eveloper, Enterprise, Performance, Professional,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와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의표시여부는유형을공개또는보호로설정하여제어합니다. 예를들어보호

된유형은 Salesforce 구독자조직의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페이지에서표시되지않습니다. 이제시스템개요

페이지를사용하여표시여부설정에관계없이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의총수를추적할

수있습니다.

주: 평가판패키지에포함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는제한이적용되지않으며시스템개요페이지

에서생략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관계

정적메서드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레코드에액세스

Apex getAll(), getInstance(recordId), getInstance(qualifiedApiName) 또는

getInstance(developerName) 메서드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레코드에서정보를보다빠르

게검색합니다. 다음메서드는 SOQL 엔진을사용하지않으며호출에서직접 sObject 세부사항을반환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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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다음예제에서는 getAll() 메서드를사용합니다. Games로이름이지정된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

는 GameType이라는필드가있습니다. 이예제는첫번째레코드의필드값이 PC 문자열과동일한지확인합니다.

List<Games__mdt> mcs = Games__mdt.getall().values();
boolean textField = null;
if (mcs[0].GameType__c == 'PC') {

textField = true;
}
system.assertEquals(textField, true);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관계

일반설정

릴리스업데이트대신새설정을사용하여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용자를제어합니다.

이섹션에서는:

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필요

Salesforce 조직의데이터를더잘보호할수있도록작성자및최종수정자와같은조회필드및시스템필드에서

레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용자를제한할수있습니다.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설정

을활성화한경우사용자가이데이터를보려면해당레코드에대한읽기액세스권한또는모든조회레코드이

름보기권한이필요합니다. 이전에는이동작이릴리스업데이트에적용되도록설정되었지만이제는해당기

능이옵트인설정이므로조직에가장적합한경우에활성화할수있습니다.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업데이트, 사용중지)

이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었습니다. Salesforce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서이업데이트를활성화하지않습니다.

대신공유설정페이지의옵트인설정을사용하여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람을제한할시기

를선택할수있습니다.

비외부하이퍼링크에대해보다예측가능한대상동작가져오기

Salesforce 앱은비외부하이퍼링크의대상값을보다예측가능하게처리합니다. 하이퍼링크대상을 "_top"으

로설정하면해당링크가 Lightning Experience 내에서열립니다. 하이퍼링크대상을 "_blank"로설정하면 Lightning

Experience 외부의새창에서열립니다.

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필요

Salesforce 조직의데이터를더잘보호할수있도록작성자및최종수정자와같은조회필드및시스템필드에서레

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용자를제한할수있습니다.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설정을활

성화한경우사용자가이데이터를보려면해당레코드에대한읽기액세스권한또는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

권한이필요합니다. 이전에는이동작이릴리스업데이트에적용되도록설정되었지만이제는해당기능이옵트인

설정이므로조직에가장적합한경우에활성화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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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리자는사용자가레코드에서볼항목을세밀하게관리할수있습니다.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

위한권한필요설정이활성화되지않은경우사용자는해당레코드에대한읽기액세스권한없이조회필드에서

레코드이름을볼수있습니다.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설정을활성화한후 Lightning Experience에서읽기권한또는모든

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이없는사용자는조회필드레이블을볼수는있지만필드의데이터는볼수없습니다.

Salesforce Classic에서읽기액세스또는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이없는사용자는시스템사용자조회필드

에서밑줄을보게됩니다. 또한사용자정의조회및비사용자조회필드에서레코드 ID를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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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이설정을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공유 설정을입력한다음, 공유설정을선택합니다. 조직

전체기본값영역에서편집을클릭한후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를선택합니다.

관리자는사용자정의프로필또는권한집합에서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을활성화할수있습니다. 공유

설정과상관없이모든조회및시스템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확인해야하는사용자에게만이권한을활성화하십

시오. 이권한은목록보기및레코드세부사항페이지의조회레코드이름에만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업데이트, 사용중지)

Salesforce 도움말: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모두보기" 및 "모두수정" 권한개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

수있음)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업데이트, 사용중지)
이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었습니다. Salesforce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서이업데이트를활성화하지않습니다. 대신

공유설정페이지의옵트인설정을사용하여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람을제한할시기를선택

할수있습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며더이상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페이지에나타나지않습니다.

방법: 옵트인설정을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공유 설정을입력한다음, 공유설정을선택합니다.

조직전체기본값영역에서편집을클릭한후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를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모든조회레코드이름보기권한필요

비외부하이퍼링크에대해보다예측가능한대상동작가져오기

Salesforce 앱은비외부하이퍼링크의대상값을보다예측가능하게처리합니다. 하이퍼링크대상을 "_top"으로설

정하면해당링크가 Lightning Experience 내에서열립니다. 하이퍼링크대상을 "_blank"로설정하면 Lightning Experience

외부의새창에서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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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showHeader=false 속성은 Lightning에서지원되지않으므로비외부하이퍼링크는항상 Lightning 헤더내부

에서열립니다.

보안및 ID

OAuth 2.0 업데이트를사용해웹세션관리를간소화합니다. 내도메인을보다쉽게관리하고고급도메인과함께

Salesforce URL을표준화합니다. 새데이터집합은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서 Salesforce 전반의사용량을분석하는

데도움을주며, 보안센터는보안데이터를볼수있는보다직접적인방법을제공합니다.

이섹션에서는:

ID 및액세스관리

새로운 OAuth 2.0 앱플로를사용해하이브리드앱의웹세션관리를간소화합니다. 다른 OAuth 플로업데이트에

는새로고침토큰플로시클라이언트암호를요청하는옵션이포함되어있으며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의크

기제한이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지침과로그인메트릭은다단계인증도우미에서확인하십시오. 이제로그

인내역페이지의 OpenID Connect을통해타사 ID 공급자가 Salesforce 조직에로그인하는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

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신원확인이장치활성화로이름이변경되었습니다.

도메인

모든 Salesforce URL에 Salesforce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넣어고급도메인을사용하는최신브라우저요구사항

을충족합니다.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쉽게변경하고관리합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와연결성을향상하

고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을테스트합니다.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도메인에내도

메인을배포하고 HTTPS를활성화합니다.

Salesforce Shield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은 Salesforce에서의사용량분석에도움이되는새로운여러데이터집합을제공합니

다. 이제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이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해자동화된프로그래밍방식설정을지원합니다.

Lightning 이벤트유형에는클라이언트브라우저요청을찾을수있도록 CLIENT_GEO 필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Shield Platform Encryption은이제발화제안개체의발화필드를지원합니다. 또한더빠르고효율적인암호화정책

을사용해대량레코드를동기화할수있습니다.

보안센터

보안센터는보안데이터를볼수있는보다직접적인방법을제공합니다. 세부사항페이지의그래프가개선되

어변경사항발생시쉽게볼수있습니다. 일일예약된앱업데이트를기다리는대신이제요청시메트릭데이

터를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평균상태확인점수의 30일추세그래프와 6개월간의상태확인내역정보를앱

에서바로볼수있습니다. 모든추가세부사항은중요한고객데이터를다루는변경사항과설정에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도움이됩니다.

ID 및액세스관리

새로운 OAuth 2.0 앱플로를사용해하이브리드앱의웹세션관리를간소화합니다. 다른 OAuth 플로업데이트에는

새로고침토큰플로시클라이언트암호를요청하는옵션이포함되어있으며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의크기제

한이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지침과로그인메트릭은다단계인증도우미에서확인하십시오. 이제로그인내역페

이지의 OpenID Connect을통해타사 ID 공급자가 Salesforce 조직에로그인하는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을모니터링할

수있습니다. 신원확인이장치활성화로이름이변경되었습니다.

483

보안및 ID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이섹션에서는:

웹세션을직접관리하기위한하이브리드앱활성화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를사용하여손쉽게하이브리드앱의웹세션을관리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사용

자-에이전트또는새로고침토큰플로를사용하여하이브리드앱은요청된도메인쿠키를설정하고액세스토

큰을웹세션에연결합니다. 그러나액세스토큰및웹세션은해당플로에서연결되지않습니다. 액세스및새로

고침토큰만료시점및웹세션만료시점을추적하는대신수동으로세션을재연결하여서비스중단을피할수

있습니다.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는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을웹세션과연결하여하이브리드앱이직

접웹세션을관리할수있도록합니다.

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필수지정

연결앱을구성하여 OAuth 2.0 새로고침토큰및하이브리드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를필수

로지정할수있습니다. 클라이언트암호를보호할수있는웹서버기반앱의경우연결앱을구성하여클라이언

트암호를필수로지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모바일앱또는사용자컴퓨터에설치된앱과같이클라이언트암

호를보호할수없는앱에대해서는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를생략할수있습니다. 새로고침

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가필요하지않고연결앱이권한부여요청에클라이언트암호를보내는경우

Salesforce는계속해서유효성검사를승인합니다.

새 Frontdoor.jsp 매개변수로하이브리드모바일앱세션중단줄이기

조직에서 frontdoor.jsp를사용하여하이브리드앱사용자세션에권한을부여하는방법을간소화하려면

directBridge2 매개변수와새 OAuth 2.0 하이브리드앱토큰플로를사용합니다. 사용자가새세션을인증하

고시작한후 directBridge2 매개변수가직접요청된도메인의세션 ID 쿠키에액세스토큰을전달합니다. 이

플로는하이브리드앱이 API 호출및 UI 요청에같은액세스토큰을사용하였으므로새로고침토큰플로가트리

거되는경우중단을방지합니다.

다단계인증도우미에서추가지침가져오기

이제다단계인증도우미는다단계인증(MFA) 구현을돕기위해 Lightning 사용앱에서 MFA 가속기웹세미나와로

그인메트릭에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 가속기웹세미나는기존에는도우미에서사용할수었었던사

용자인증 Trailhead 모듈을대체합니다.

조직의 ID 서비스관련로그인메트릭모니터링

사용자로그인보안은고객의데이터를보호하는핵심적인요소이며로그인메트릭은사용자로그인활동에대

한인사이트를제공합니다. Lightning 사용앱의로그인메트릭탭에는다단계인증(MFA) 및싱글사인온등조직

의 ID 서비스와관련된데이터가포함되어있습니다. MFA를구현하는경우로그인메트릭을사용하여 MFA 채택

을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또한 Salesforce Optimizer 앱에 MFA가기능으로추가되어 MFA를사용하거나사용하지

않고로그인하는사용자를추적할수있습니다.

인증방식참조를사용하여 ID 공급자가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모니터링

타사 ID 공급자(IdP)가 OpenID Connect(OIDC)를통해 Salesforce에대한사용자로그인을인증하는방법을자세히이

해합니다. Salesforce 조직의로그인내역에포함된인증방식참조열을확인하여현재사용중인인증방식을확

인하십시오.

OpenID Connect에대해규모가큰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의손쉬운통합

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에대한제한이 10,000자로증가했습니다. 즉이제 Salesforce에대해구성할타사 ID 공급

자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각각의액세스토큰에최대 2,000자및각각의새로고침토큰에 1,024자의

제한이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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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이이제장치활성화로명명됨

사용자가인식할수없는브라우저또는응용프로그램(장치)에서로그인하면요구되던신원확인유형이이제

장치활성화라고명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종종신원확인이라고하였으나장치활성화가업계표준용어이면

서수행되는작업을보다정확하게반영합니다.

웹세션을직접관리하기위한하이브리드앱활성화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를사용하여손쉽게하이브리드앱의웹세션을관리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사용자

-에이전트또는새로고침토큰플로를사용하여하이브리드앱은요청된도메인쿠키를설정하고액세스토큰을

웹세션에연결합니다. 그러나액세스토큰및웹세션은해당플로에서연결되지않습니다. 액세스및새로고침토

큰만료시점및웹세션만료시점을추적하는대신수동으로세션을재연결하여서비스중단을피할수있습니다.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는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을웹세션과연결하여하이브리드앱이직접웹세션을관

리할수있도록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는 2021년초에릴리스될예정인 Mobile SDK 9.1을지원하기위해개발되었습니다.

이유: OAuth 2.0 하이브리드앱토큰플로동안권한부여서버는응답에서요청된도메인에대한액세스토큰및세

션 ID(SID)를부여합니다. 권한부여후하이브리드앱은세션쿠키에서요청된도메인의 SID를직접설정하고 frontdoor.jsp

를사용하여액세스토큰을웹세션에연결합니다. 하이브리드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새액세스토큰이부여되

는경우하이브리드앱이업데이트된도메인 SID를수신하며, 세션쿠키를직접재설정하고중단을피할수있습니

다.

방법: 하이브리드앱에대한 OAuth 2.0 하이브리드앱토큰및하이브리드새로고침토큰플로를구현하려면하이브

리드앱을나타내는연결앱을만듭니다. 그런다음, 연결앱에 lightning, content, refresh_token, visualforce,

web 범위를할당하십시오. 연결앱이구성된후에는연결앱에대한하이브리드토큰플로를구현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하이브리드앱을위한 OAuth 2.0 인증및세션관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

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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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필수지정

연결앱을구성하여 OAuth 2.0 새로고침토큰및하이브리드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를필수로지

정할수있습니다. 클라이언트암호를보호할수있는웹서버기반앱의경우연결앱을구성하여클라이언트암호

를필수로지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모바일앱또는사용자컴퓨터에설치된앱과같이클라이언트암호를보호

할수없는앱에대해서는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를생략할수있습니다. 새로고침토큰플로동

안클라이언트암호가필요하지않고연결앱이권한부여요청에클라이언트암호를보내는경우 Salesforce는계속

해서유효성검사를승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Essentials,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새연결앱에서이선택항목은자동으로활성화되지만 Spring '21 릴리스전에생성된연결앱에서는이선택

항목이자동으로활성화되지않습니다.

방법: 연결앱을구성하여새로고침토큰플로동안클라이언트암호를필수로지정하려면연결앱페이지에서새

로고침토큰플로에암호필요를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API 통합을위한 OAuth 설정활성화(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새 Frontdoor.jsp 매개변수로하이브리드모바일앱세션중단줄이기

조직에서 frontdoor.jsp를사용하여하이브리드앱사용자세션에권한을부여하는방법을간소화하려면

directBridge2 매개변수와새 OAuth 2.0 하이브리드앱토큰플로를사용합니다. 사용자가새세션을인증하고

시작한후 directBridge2 매개변수가직접요청된도메인의세션 ID 쿠키에액세스토큰을전달합니다. 이플로

는하이브리드앱이 API 호출및 UI 요청에같은액세스토큰을사용하였으므로새로고침토큰플로가트리거되는

경우중단을방지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는 2021년초에릴리스될예정인 Mobile SDK 9.1을지원하기위해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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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directBridge2=true 값을사용하여 frontdoor.jsp에 POST 요청을전달합니다. 세션 ID 값이웹범위가포함된

OAuth 2.0 액세스토큰이며 POST 본문에전달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모바일앱은 OAuth 2.0 하이브리드앱토큰플로

를사용하고웹보기에서세션쿠키를관리할수있어야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Frontdoor.jsp를사용하여기존세션을 Salesforce에연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다단계인증도우미에서추가지침가져오기

이제다단계인증도우미는다단계인증(MFA) 구현을돕기위해 Lightning 사용앱에서 MFA 가속기웹세미나와로그

인메트릭에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 가속기웹세미나는기존에는도우미에서사용할수었었던사용자

인증 Trailhead 모듈을대체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ssentials,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시기:다단계인증도우미에새롭게도입된리소스는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2월 13일까지롤아웃기반으로모든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Sandbox 조직은 2021년 2월 13일까지새리소스의추가정보링크를사용할

수없습니다.

방법: Lightning Experience의설정에서다단계인증도우미에액세스한다음, 메뉴상단에서다단계인증도우미를클

릭합니다.

MFA 가속기웹세미나에등록하려면준비하기단계로이동하여학습단계에서웹세미나등록을클릭합니다. 이가

속기웹세미나에서 Salesforce 보안전문가가 MFA를계획, 구현, 롤아웃하는방법을전반적으로설명합니다.

조직의 ID 서비스를사용하여로그인하는사용자수를모니터링하려면관리단계로이동하여앱열기를클릭하십

시오. 그러면측정단계의로그인메트릭모니터링단계가나타나고 Lightning 사용앱에최근 7일및최근 3개월동안

집계된 MFA, 싱글사인온(SSO), 기본인증사용메트릭이표시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조직의 ID 서비스관련로그인메트릭모니터링

조직의 ID 서비스관련로그인메트릭모니터링

사용자로그인보안은고객의데이터를보호하는핵심적인요소이며로그인메트릭은사용자로그인활동에대한

인사이트를제공합니다. Lightning 사용앱의로그인메트릭탭에는다단계인증(MFA) 및싱글사인온등조직의 ID 서

비스와관련된데이터가포함되어있습니다. MFA를구현하는경우로그인메트릭을사용하여 MFA 채택을모니터

링할수있습니다. 또한 Salesforce Optimizer 앱에 MFA가기능으로추가되어 MFA를사용하거나사용하지않고로그인

하는사용자를추적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

다. Lightning 사용앱은 Sandbox 조직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이유: Lightning 사용앱에서 MFA 및싱글사인온(SSO) 사용횟수와기타로그인메트릭을확인한다음, Optimizer 앱으

로이동하여사용자수준에서채택을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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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Lightning 사용앱에액세스하려면 을클릭하고 Lightning 사용을입력한다음, Lightning 사용을클릭합

니다. 보안아래왼쪽창에서로그인메트릭을클릭하면로그인메트릭페이지에 MFA 여부와상관없이지난 7일간

및최근 3개월동안의암호없는로그인, 싱글사인온, 사용자이름및암호로그인메서드에대한데이터가나타납니

다. 추가 MFA 및보안리소스를확인하려면다단계인증(MFA)과일반보안작업아래의링크를클릭하십시오.

Optimizer 앱에액세스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Optimizer를입력한다음, Optimizer를선택합니다. 보고서를

실행한후다단계인증채택기능을찾고 MFA를사용하여로그인한적이없는사용자목록및 MFA를사용한마지막

로그인후경과일수를확인하십시오.

인증방식참조를사용하여 ID 공급자가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모니터링

타사 ID 공급자(IdP)가 OpenID Connect(OIDC)를통해 Salesforce에대한사용자로그인을인증하는방법을자세히이해합

니다. Salesforce 조직의로그인내역에포함된인증방식참조열을확인하여현재사용중인인증방식을확인하십시

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이기능은자동으로사용할수있으며 AuthO 및 Okta 등인증방식정보를반환하는 OIDC ID 공급자가있는조직

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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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로그인 내역을입력한다음, 로그인내역을클릭합니다. 새보기만들기를클릭합

니다. 3단계아래에서표시할필드를선택하고인증방식참조필드를추가한다음, 로그인내역보기생성을마무리

하고저장합니다.

새로그인내역보기에사용중인각인증방식에대한고유한값이포함된인증방식참조열이있습니다. 값은 OIDC

ID 토큰에서ID 공급자가반환한 JSON 문자열에서가져옵니다. IdP와공동으로 JSON 문자열에사용된값에대한정의

를수립하십시오.

이벤트모니터링을통해조직의이벤트로그파일에서인증방식값을볼수도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OpenID Connect 인증공급자구성(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Salesforce 도움말: 로그인내역모니터링(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OpenID Connect에대해규모가큰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의손쉬운통합

액세스및새로고침토큰에대한제한이 10,000자로증가했습니다. 즉이제 Salesforce에대해구성할타사 ID 공급자

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각각의액세스토큰에최대 2,000자및각각의새로고침토큰에 1,024자의제한

이적용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변경사항은 OpenID Connect를지원하는타사인증공급자를사용하는조직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개발자제한사항및할당빠른참조: API 요청제한사항및할당(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

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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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이이제장치활성화로명명됨

사용자가인식할수없는브라우저또는응용프로그램(장치)에서로그인하면요구되던신원확인유형이이제장

치활성화라고명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종종신원확인이라고하였으나장치활성화가업계표준용어이면서수

행되는작업을보다정확하게반영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예를들어, Experience Cloud 사용자프로필의세션설정에서이제고객의신원확인대신고객의장치활성화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도메인

모든 Salesforce URL에 Salesforce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넣어고급도메인을사용하는최신브라우저요구사항을충

족합니다.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쉽게변경하고관리합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와연결성을향상하고 sandbox

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을테스트합니다.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도메인에내도메인을배포하

고 HTTPS를활성화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쉽게내도메인관리

Salesforce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쉽게변경하고관리합니다. 향상된설정페이지에현재내도메인로그인 URL

과이에대한변경사항요청이표시되어조직의현재상태를빠르게식별할수있습니다. 내도메인변경요청이

나프로비저닝절차는취소할수있으며, 도메인접미사옵션이둘이상인고객에대해내도메인접미사를선택

하여변경사항을배포할수있습니다.

고급도메인으로 Salesforce URL 표준화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포함해 Salesforce 조직 URL에회사별내도메인이름을포함합니다.

인스턴스이름이없는고급도메인 URL은사용자가기억하기쉽습니다. 또한조직이다른 Salesforce 인스턴스로

이전하는경우에도안정적이므로중단을방지합니다. 고급도메인은최신브라우저요구사항을충족하므로사

용자가기대하는유연성을제공합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연결성향상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를통해내도메인을라우팅하여다운로드시간과사용자환경을향상합니다. 비즈니스

가점점글로벌해짐에따라전세계의사용자가 Salesforce 데이터에액세스하고있습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

크는사용자위치와관계없이일관적인사용자환경을제공합니다.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테스트(정식출시)

사용자정의도메인을사용하면소유한도메인(예: https://www.example.com)으로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통해 Salesforce 조직이외부적으로접하는콘텐츠를호스팅할수있습니다. 황금시간대를준비할

수있도록프로덕션에배포하기전에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을사용해사용자정의도메인을개발하

고테스트하십시오.

이전내도메인 URL에서리디렉션중지

사용자가 Salesforce 조직에액세스하는방법을관리하는데도움이되도록이전내도메인의 URL이현재내도메

인으로리디렉션되는지이제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 URL에서리디렉션되지않도록하려면이전내도메인을

제거하면됩니다. 이전내도메인이름이현재내도메인이름과다를경우다른조직으로이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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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에 HTTPS 활성화

데이터를보호하기위해 Salesforce는 2021년 7월까지 HTTP 전용도메인을비활성화할예정입니다. Salesforce 사이

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 HTTPS 도메인으로지금이전하여이변경사항을준비하십시오.

내도메인배포(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최신기능을사용하고브라우저요구사항을준수하려면모든 Salesforce 조직에내도메인이있어야합니다. 내

도메인을배포하십시오. 배포하지않으면귀사이름에근거한도메인이할당됩니다. 내도메인은모든응용프

로그램 URL에영향을미치므로이업데이트가 Winter '22에적용되기전에내도메인을테스트하고배포하는것

이좋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1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Visualforce, 익스피리언스빌더, Site.com Studio, 콘텐츠파일의 URL 안정화(업데이트, 사용중지)

이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었습니다.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을제거하려면고급도메인을사용하십시오.

쉽게내도메인관리

Salesforce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쉽게변경하고관리합니다. 향상된설정페이지에현재내도메인로그인 URL과

이에대한변경사항요청이표시되어조직의현재상태를빠르게식별할수있습니다. 내도메인변경요청이나프

로비저닝절차는취소할수있으며, 도메인접미사옵션이둘이상인고객에대해내도메인접미사를선택하여변

경사항을배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내도메인을재배포하는데필요한모든옵션이이제재정리된내도메인설정페이지의내도메인세부사항

아래에그룹화되어있습니다.

현재내도메인 URL (1)과배포할내도메인 (3)을검토하여변경하려는내용을파악합니다. 다른도메인접미사를선

택할수있는고객을위해도메인접미사드롭다운 (2)이나타납니다. 예를들어, 조직의내도메인 URL을

example.cloudforce.com에서 example.my.salesforce.com으로변경합니다.

내도메인이름또는접미사를변경한후 Salesforce는내도메인을새로프로비저닝합니다. 프로비저닝프로세스시

사용자에게새도메인에대한네트워크액세스권한이있는지대략적인확인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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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내도메인요청또는내도메인변경이진행중일경우내도메인설정페이지에진행정도(1)가표시되며현

재및새로운내도메인로그인 URL(2)이나타납니다. 프로비저닝프로세스(3)를취소할수있습니다.

프로비저닝이완료된후새로운내도메인 URL을사용해로그인하면설정페이지에상태가명확하게표시됩니다.

여기에서새로운내도메인요청(1)을취소하거나새도메인(2)을배포하여사용을시작할수있습니다.

방법: 내도메인이름을설정하거나기존의내도메인을관리하려면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 내 도메인을입력한

후내도메인을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내도메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고급도메인으로 Salesforce URL 표준화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포함해 Salesforce 조직 URL에회사별내도메인이름을포함합니다. 인스

턴스이름이없는고급도메인 URL은사용자가기억하기쉽습니다. 또한조직이다른 Salesforce 인스턴스로이전하는

경우에도안정적이므로중단을방지합니다. 고급도메인은최신브라우저요구사항을충족하므로사용자가기대

하는유연성을제공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이기능은 Spring '21 릴리스부터순차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2021년 3월 31일수요일까지모든고객이사용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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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를통해라우팅되었으면서내도메인이배포된 Salesforce 조직입니다. Public Cloud, Salesforce

Government Cloud, 몇몇개별조직은현재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이전할수없어제외됩니다.

이유: 일관된도메인형식은사용자환경을향상하며코드및 API 호출오류를줄입니다. Salesforce 고급도메인은최

신브라우저요구사항도준수하므로사용자는타사쿠키를차단하는브라우저를사용해 Salesforce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고급도메인을사용해내도메인을배포할경우조직의내도메인이름및인스턴스이름으로시작하는모든응용

프로그램 URL이제거됩니다. 패키지이름이몇몇 URL에서제거됩니다. Experience Cloud 사이트, Salesforce 사이트, 콘텐

츠파일, Site.com Studio, 익스피리언스빌더, Visualforce URL에대한도메인접미사(내도메인이름뒷부분)가변경됩니

다. 그리고 sandbox 조직 URL에는 sandbox라는단어가포함되어있어쉽게식별할수있습니다.

고급도메인을사용해배포된내도메인이있는조직의몇몇 URL 형식은다음과같습니다. 로그인 URL은고급도메

인을제외한것과같지만나머지 URL은변경됩니다.

고급 도메인 형식URL 유형

MyDomainName.my.salesforce.com로그인

MyDomainName.file.force.com콘텐츠파일

MyDomainName.my.site.comExperience Cloud 사이트

MyDomainName.builder.salesforce-experience.com익스피리언스빌더

MyDomainName.my.salesforce-sites.comSalesforce 사이트

MyDomainName--PackageName.vf.force.comVisualforce 페이지

MyDomainName--SandboxName.sandbox.my.salesforce.comSandbox 로그인

MyDomainName--SandboxName.sandbox.my.site.comSandbox 조직의 Experience

Cloud 사이트

고급도메인을사용해내도메인을배포할경우 URL 형식및 URL 형식변경사항에대한전체목록은 Salesforce 도움

말에서내도메인 URL 형식을참조하십시오.

방법: 프로덕션을업데이트하기전에 sandbox 환경에서내도메인변경사항전체를테스트하는것이좋습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내 도메인을입력한다음, 내도메인을선택합니다. 내도메인세부사항아래에서편집

을선택합니다. 고급도메인사용을선택하고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새로운내도메인을프로비저닝한후내도

메인설정페이지에서배포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연결성향상

Salesforce 도움말: 고급도메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alesforce 도움말: 내도메인 URL 형식(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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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연결성향상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를통해내도메인을라우팅하여다운로드시간과사용자환경을향상합니다. 비즈니스가

점점글로벌해짐에따라전세계의사용자가 Salesforce 데이터에액세스하고있습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는사

용자위치와관계없이일관적인사용자환경을제공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내도메인이배포된 Salesforce 조직입니다. Public Cloud, Salesforce Government Cloud, Customer 360 Data Manager, 몇

몇개별조직은현재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이전하는데제외됩니다.

이유: 사용자는필요할때마다정보에빠르게액세스하기를기대합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는신뢰할수있는

Salesforce 인프라의사용자가 Salesforce 서비스에가까이다가길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는 Salesforce Edge 네트워크가배포된 Salesforce 위치와가장가까운곳에요청을라우팅한다

음,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종료, 정적캐싱,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최적화를포함하여사용자환경을향상

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사용합니다.

방법: 프로덕션을업데이트하기전에 sandbox 환경에서내도메인변경사항전체를테스트하는것이좋습니다.

조직의준비를끝낸후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를활성화하십시오. 지역별 Salesforce IP 주소를허용목록으로지정하

는경우최종사용자가있는지역에 Salesforce의현재 IP 주소범위를포함하는것이좋으며, 클라이언트측에서고정

한인증서를사용해서버인증서의유효성을검사하는경우리프인정서를고정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는데이터센터별인증서를사용하므로보다나은경험을위해임시인증서를고정하는것을권장합

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내 도메인을입력한다음, 내도메인을선택합니다. 라우팅아래에서편집을클릭합니

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사용을선택하고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중요: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로이전은실행취소할수없습니다.

활성화하면조직의대다수도메인을라우팅하는데 Salesforce Edge 네트워크가사용됩니다. Salesforce Edge 네트워크

사용을최대화하려면고급도메인을활성화하는것이좋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alesforce Edge 네트워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고급도메인으로 Salesforce URL 표준화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테스트(정식출시)
사용자정의도메인을사용하면소유한도메인(예: https://www.example.com)으로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통해 Salesforce 조직이외부적으로접하는콘텐츠를호스팅할수있습니다. 황금시간대를준비할수있도

록프로덕션에배포하기전에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을사용해사용자정의도메인을개발하고테스트하

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대상: Government Cloud, Public Cloud, Hyperforce 조직은현재 Sandbox의사용자정의도메인에서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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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프로덕션의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도메인을입력한다음, 도메인을선택합니다. 도메인을추가하거나

기존도메인을편집합니다. 도메인페이지에서 Salesforce CDN 대신 HTTPS 옵션을선택합니다. 연결된조직필드에서

sandbox를선택하고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사용자정의도메인추가를완료하기위해도메인을활성화합니다. 그런다음, sandbox에로그인하여 sandbox Salesforce

사이트또는 Experience Cloud 사이트의도메인을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정의도메인을사용해 sandbox를새로고치거나복제또는삭제할경우고려사항은 Salesforce 도움말을참조

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Sandbox에서사용자정의도메인테스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Spring ’20 릴리스노트: Sandbox용사용자정의도메인사용(파일럿)

IdeaExchange: Sandbox 사이트용사용자정의도메인

이전내도메인 URL에서리디렉션중지

사용자가 Salesforce 조직에액세스하는방법을관리하는데도움이되도록이전내도메인의 URL이현재내도메인으

로리디렉션되는지이제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 URL에서리디렉션되지않도록하려면이전내도메인을제거하

면됩니다. 이전내도메인이름이현재내도메인이름과다를경우다른조직으로이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배포된내도메인이름을변경한 Salesforce 조직입니다.

이유: 내도메인이름을변경하거나내도메인접미사를변경하면 Salesforce에서이전내도메인 URL에대한모든요

청을현재내도메인으로리디렉션합니다. 이전의내도메인 URL이현재내도메인으로리디렉션되는경우이전 URL

이라우링아래의내도메인설정페이지에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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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내도메인 URL로의리디렉션은북마크와링크를업데이트하지않은사용자에게편리합니다. 재브랜딩으로인

해내도메인을변경하는경우이제해당 URL의리디렉션을중지할시기를결정할수있습니다.

또한내도메인이름이다른조직에서사용되거나다른조직과연결된경우나머지 Salesforce 조직에사용할수없습

니다. 조직의내도메인이름을변경하는경우이전내도메인을제거하면다른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

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내 도메인을입력한다음, 내도메인을선택합니다. 라우팅아래에서편집과이전

내도메인제거를차례로클릭한다음, 결정을확인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전내도메인제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도메인에 HTTPS 활성화

데이터를보호하기위해 Salesforce는 2021년 7월까지 HTTP 전용도메인을비활성화할예정입니다. Salesforce 사이트

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 HTTPS 도메인으로지금이전하여이변경사항을준비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HTTPS에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이있어 HTTP보다더안전합니다. TLS는인터넷상커뮤니케이션

의데이터보안및프라이버시를위해고안되었습니다.

방법: 사용자정의도메인을사용하면소유한도메인(예: https://www.example.com)으로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통해조직이외부적으로접하는콘텐츠를호스팅할수있습니다. 사용자정의도메인에 HTTPS를활

성화하려면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 도메인을입력한다음, 도메인을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도메인을편집합니

다. 도메인세부사항페이지에서 Salesforce는 HTTPS 액세스지원없이 HTTP를통해도메인을제공합니다대신 HTTPS

옵션을선택한후엄격한전송보안머리글활성화를선택합니다. 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사용자정의도메인에서제공되지않는 Salesforce 사이트및 Experience Cloud 사이트의경우해당도메인에대한모든

요청을 HTTPS로업그레이드하는것이좋습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사이트를입력한다음, 사이트를선택

합니다. 사이트레이블을클릭한다음, 편집을클릭합니다. 사이트세부사항페이지에서안전연결필요(HTTPS) 및

모든요청을 HTTPS로업그레이드를선택합니다. 변경사항을저장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도메인관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Winter '21 릴리스노트: 보안 HTTPS 연결필요(업데이트, 적용)

내도메인배포(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최신기능을사용하고브라우저요구사항을준수하려면모든 Salesforce 조직에내도메인이있어야합니다. 내도메

인을배포하십시오. 배포하지않으면귀사이름에근거한도메인이할당됩니다. 내도메인은모든응용프로그램

URL에영향을미치므로이업데이트가 Winter '22에적용되기전에내도메인을테스트하고배포하는것이좋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1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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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Salesforce는 Winter '22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

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대상: 이업데이트는 Winter '21의시작시점에내도메인이배포되지않은조직에적용됩니다. Winter '21 이후생성된

모든프로덕션조직에는내도메인이기본적으로주어집니다.

이유: 내도메인을배포하면선택한내도메인이름을사용하여로그인 URL을브랜딩할수있습니다. 또한로그인

URL로부터인스턴스이름이제거되어조직이다른 Salesforce 인스턴스로이전하더라도사용자로그인이중단되지

않습니다. 내도메인이있어야만사용자인증방법을결정하는사용자정의로그인정책과외부공급업체가사용하

는싱글사인온(SSO)을설정할수있고 Customer 360과같은새로운서비스를사용할수있습니다. Lightning Container

구성요소및웹보안보호기능일부에도내도메인이필요합니다.

방법: 프로덕션에배포하기전에 sandbox에서내도메인을배포하고조직전반에대한연결성을테스트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완료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

합니다. 내도메인배포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오. 내도메인설정, 테스트, 배포방법에대한세부

사항은 Salesforce 도움말의내도메인을참조하십시오.

Winter '22 적용일이전에내도메인을배포하지않으면사용자조직의회사이름에근거해 Salesforce에서도메인이

름을설정합니다. 다른이름을사용하고싶으면 Salesforce가설정한내도메인을나중에변경하면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내도메인(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Summer ’20 릴리스노트: 내도메인배포(업데이트)

릴리스업데이트

Visualforce, 익스피리언스빌더, Site.com Studio, 콘텐츠파일의 URL 안정화(업데

이트, 사용중지)
이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었습니다.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을제거하려면고급도메인을사용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Contact Manager,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며더이상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페이지에나타나지않습니다.

이유: 인스턴스이름은 Salesforce 조직이호스팅되는위치를식별합니다. 내도메인이배포된조직의경우이번릴리

스업데이트를통해몇몇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이제거되어 URL이더짧아지고사용자가기억하기쉽습니다. 몇몇

브라우저및운영체제는이릴리스업데이트가처음제공된후 URL 요구사항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고급도메인

은 Salesforce 조직 URL에대한최신표준을제공합니다.

방법: 조직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을제거하고최신브라우저요구사항을충족하려면고급도메인을활성화합니

다.

이전에이릴리스업데이트의적용을받던 URL 변경사항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려면새로운내도메인설정

필드를사용합니다. Visualforce, 익스피리언스빌더, Site.com Studio, 콘텐츠파일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을제거합니다.

새필드에액세스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내 도메인을입력한다음, 내도메인을선택합니다. 내도메인

세부사항아래에서편집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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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을제거하면호스트이름이변경됩니다. 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도움말에서내도

메인 URL 형식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Winter '21 릴리스노트: Visualforce, 익스피리언스빌더, Site.com Studio, 콘텐츠파일의 URL 안정화

Salesforce 도움말: 내도메인 URL 형식(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릴리스업데이트

Salesforce Shield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은 Salesforce에서의사용량분석에도움이되는새로운여러데이터집합을제공합니다. 이

제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이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해자동화된프로그래밍방식설정을지원합니다. Lightning 이

벤트유형에는클라이언트브라우저요청을찾을수있도록 CLIENT_GEO 필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Shield Platform

Encryption은이제발화제안개체의발화필드를지원합니다. 또한더빠르고효율적인암호화정책을사용해대량

레코드를동기화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Shield Platform Encryption

Bots 교육에사용되는잠재적으로중요한데이터에별도의보안을추가합니다. 이제발화제안개체의발화필드

를암호화할수있습니다. 또한백그라운드암호화서비스는대량레코드를더빠르고효율적으로동기화합니

다.

이벤트모니터링

이제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제공되는새데이터집합을사용해데이터를더많이분석할수있습니다. 메

타데이터 API를사용해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을자동화할수있습니다. 새로운 CLIENT_GEO 필드를사용해

Lightning 유형전체에서사용자를찾습니다. ReportEvent 쿼리에서새로운 UserId 필터를사용해사용자활동에초

점을맞춥니다(베타).

Shield Platform Encryption
Bots 교육에사용되는잠재적으로중요한데이터에별도의보안을추가합니다. 이제발화제안개체의발화필드를

암호화할수있습니다. 또한백그라운드암호화서비스는대량레코드를더빠르고효율적으로동기화합니다.

이섹션에서는:

Bots의발화데이터암호화

고객이최상의결과를얻을수있도록 bots를사용하는경우이제 bot 교육에사용되는잠재적으로중요한데이

터를암호화할수있습니다. 발화제안개체의발화필드데이터를암호화하면 HIPPA 준수요구사항을충족하는

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최상의권장결과를위해대/소문자구분결정적암호화구성을사용하십시오.

백그라운드암호화로더많은데이터를더빨리암호화

Shield Platform Encryption는더많은레코드를더효율적으로동기화할수있도록백그라운드암호화서비스에최

적화되어있습니다. 암호화통계페이지에서시작하는동기화프로세스는더빨리끝납니다. 대량데이터를사

용하는고객은이제시간효율적인 Salesforce 고객지원환경으로부터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새롭게네배가

된레코드볼륨과더빨라진동기화작업을통해비즈니스를본격화하십시오.

498

Salesforce Shield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release-notes.rn_security_domains_stabilize_vf_urls_ru.htm&type=5&release=228&language=ko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domain_name_app_url_changes.htm&language=ko


Bots의발화데이터 암호화

고객이최상의결과를얻을수있도록 bots를사용하는경우이제 bot 교육에사용되는잠재적으로중요한데이터를

암호화할수있습니다. 발화제안개체의발화필드데이터를암호화하면 HIPPA 준수요구사항을충족하는데도움

이될수있습니다. 최상의권장결과를위해대/소문자구분결정적암호화구성을사용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번변경사항은 Shield Platform Encryption과 Chat이활성화된 Service Cloud가모두있는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의암호화정책페이지에서필드암호화를클릭한다음, 편집을클릭하고발화필드를클릭합니다. 발화

필드는대/소문자무시결정적암호화구성만지원합니다. 백그라운드암호화서비스를사용하여기존필드데이

터를암호화할수있습니다. 일반캐시관리과업은평균 7일마다발화필드데이터를삭제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Bots의 Shield Platform Encryption을통한보안강화

백그라운드암호화로더많은데이터를더빨리암호화

Shield Platform Encryption는더많은레코드를더효율적으로동기화할수있도록백그라운드암호화서비스에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암호화통계페이지에서시작하는동기화프로세스는더빨리끝납니다. 대량데이터를사용하는

고객은이제시간효율적인 Salesforce 고객지원환경으로부터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새롭게네배가된레코드

볼륨과더빨라진동기화작업을통해비즈니스를본격화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이벤트모니터링

이제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제공되는새데이터집합을사용해데이터를더많이분석할수있습니다. 메타데

이터 API를사용해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을자동화할수있습니다. 새로운 CLIENT_GEO 필드를사용해 Lightning

유형전체에서사용자를찾습니다. ReportEvent 쿼리에서새로운 UserId 필터를사용해사용자활동에초점을맞춥니

다(베타).

이섹션에서는: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의더많은이벤트분석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이벤트데이터가많아져사용하기에더좋아졌습니다. 새이벤트데이터집합을사

용하면데이터집합을수동으로업로드하거나 Analytics 외부데이터 API를통하지않고 Analytics 앱의 API 사용및

Apex 데이터를더많이분석할수있습니다.

Analytics 앱설정마법사의기본답변변경

Analytics Studio에서개인화마법사를사용해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을만드는경우이제아니요가앱에포함

하도록선택할수있는각데이터집합에대한기본값입니다. 이전에는모든데이터집합에대한기본값이예였

으므로아니요각데이터집합에명시적으로설정하지않는한모든데이터집합이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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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해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자동화

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을자동화하기위해이제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하여모든실시간이벤트의스트

리밍및저장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UI만사용해개별이벤트의스트리밍및저장

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했습니다.

Lightning 이벤트전체에서사용자찾기

새 CLIENT_GEO 필드를사용해클라이언트브라우저로부터요청국가및지역을찾습니다. CLIENT_GEO 필드는

Lightning 오류, Lightning 상호작용, Lightning 페이지보기, Lightning 성능이벤트과같은모든 Lightning 이벤트유형

에서사용가능합니다. 관리자로서 Lightning 페이지성능국가별로모니터링하여사용자의 Salesforce 경험을최

적화하고비즈니스워크플로를향상할수있습니다.

EventLogFile의상거래이벤트정보가져오기

EventLogFile 개체의새로운 One Commerce 사용량이벤트유형은상거래인스턴스에대한정보를수집합니다. 이

이벤트를사용하여서비스상태를분석하고잠재적인문제를식별하십시오.

인증요청시 ID 공급자추적

다른앱공급자의인증요청이벤트를모니터링하기위해이제 IdentityProviderEventStore 주요개체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이개체를사용해 Salesforce가 ID 공급자로동작할때아웃바운드 SAML 응답도모니터

링할수있습니다.

EventLogFile의 Lightning 구성요소요청에관한정보가져오기

EventLogFile 개체의새로운 Aura 요청이벤트유형은 Aura 또는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 Apex 메서드에대

한요청정보를수집합니다. 이이벤트를사용하여성능을분석하고잠재적인문제를식별하십시오. 예를들어

요청시간을벤치마킹하거나실패한요청의 URI를식별할수있습니다.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의더많은이벤트분석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이벤트데이터가많아져사용하기에더좋아졌습니다. 새이벤트데이터집합을사용

하면데이터집합을수동으로업로드하거나 Analytics 외부데이터 API를통하지않고 Analytics 앱의 API 사용및 Apex

데이터를더많이분석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이벤트모니터링을활성화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벤트모니터링은 Salesforce Shield 또는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한고객에게제공됩니다.

이유: 예를들어, 조직이어제 Apex 호출요청을몇개나실행했는지보여주는 Apex 콜아웃데이터집합의데이터를

사용해 Analytics 앱에렌즈를만들수있습니다. 또한지난달 Apex 콜아웃요청에대한평균요청시간을확인할수있

습니다.

방법: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을만들거나기존앱을업그레이드하여아래의새데이터집합을활용합니다.

• Apex 콜아웃: Apex 코드실행중호출(외부요청)에대한세부사항

• Apex REST API: 모든 Apex REST API 요청에대한정보수집

• Apex SOAP: 웹서비스 API 호출세부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

• Apex 트리거: 조직에실행되는트리거세부사항

• 대량 API: 대량 API 요청에대한세부사항

• 동시장기실행 Apex 제한: 조직이동시제한에도달한후 Salesforce가종료하는조직의장기실행동시 Apex 요청

에대한정보

500

Salesforce Shield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 Knowledge 기사보기: Knowledge 자료를사용하는사용자활동

• 검색: 사용자검색쿼리에대한세부사항

• 검색클릭: 검색결과를사용하는사용자상호작용에대한세부사항

• Wave 다운로드: 렌즈탐색및대시보드위젯에서이루어진다운로드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업그레이드

개체참조: Apex 콜아웃이벤트유형

개체참조: Apex REST API 이벤트유형

개체참조: Apex SOAP 이벤트유형

개체참조: Apex 트리거이벤트유형

개체참조: 대량 API 이벤트유형

개체참조: 동시장기실행 Apex 제한이벤트유형

개체참조: Knowledge 기사보기이벤트유형

개체참조: 검색이벤트유형

개체참조: 검색클릭이벤트유형

개체참조: Wave 다운로드이벤트유형

Analytics 앱설정마법사의기본답변변경

Analytics Studio에서개인화마법사를사용해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을만드는경우이제아니요가앱에포함하도

록선택할수있는각데이터집합에대한기본값입니다. 이전에는모든데이터집합에대한기본값이예였으므로

아니요각데이터집합에명시적으로설정하지않는한모든데이터집합이포함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이벤트모니터링을활성화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벤트모니터링은 Salesforce Shield 또는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한고객에게제공됩니다.

방법: 데이터집합아래의드롭다운목록에서앱에포함할각데이터집합에대해예를선택한다음, 포함할데이터

일수를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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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만들기및공유(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해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자동화

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을자동화하기위해이제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하여모든실시간이벤트의스트리밍

및저장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UI만사용해개별이벤트의스트리밍및저장을활성화

하거나비활성화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이벤트모니터링을활성화한 Enterprise, Professional,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이벤트모니터링은 Salesforce Shield 또는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한고객에게제공됩니다.

이유: UI를사용해기본설정을스트리밍하고저장하면이벤트가한번에하나씩수정됩니다. 메타데이터 API를사

용하면프로그래밍방식으로여러이벤트를동시에수정할수있습니다.

방법: package.xml 매니페스트파일을사용해모든실시간이벤트의현재설정을검색합니다.

RealtimeEvent.settings 파일을사용해원하는만큼실시간이벤트에대한변경사항을활성화하거나비활성

화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메타데이터 API 개발자가이드: 샘플 package.xml 매니페스트파일(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

하지못할수있음)

메타데이터 API 개발자가이드: 메타데이터배포및검색(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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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 이벤트전체에서사용자찾기

새 CLIENT_GEO 필드를사용해클라이언트브라우저로부터요청국가및지역을찾습니다. CLIENT_GEO 필드는 Lightning

오류, Lightning 상호작용, Lightning 페이지보기, Lightning 성능이벤트과같은모든 Lightning 이벤트유형에서사용가

능합니다. 관리자로서 Lightning 페이지성능국가별로모니터링하여사용자의 Salesforce 경험을최적화하고비즈니

스워크플로를향상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대상: Salesforce Shield 또는 Salesforce 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하고 EventLogFile 개체데이터를사용해

이벤트를모니터링하는고객에게제공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OAP API 개발자가이드: Lightning 오류이벤트유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SOAP API 개발자가이드: Lightning 상호작용이벤트유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

할수있음)

SOAP API 개발자가이드: Lightning 페이지보기이벤트유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

못할수있음)

SOAP API 개발자가이드: Lightning 성능이벤트유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

있음)

EventLogFile의 상거래이벤트정보가져오기

EventLogFile 개체의새로운 One Commerce 사용량이벤트유형은상거래인스턴스에대한정보를수집합니다. 이이

벤트를사용하여서비스상태를분석하고잠재적인문제를식별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이이벤트는 API에서사

용할수있으나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대상: Salesforce Shield 또는 Salesforce 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하고 EventLogFile을사용해이벤트를모

니터링하는고객에게제공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개체참조: One Commerce 사용량이벤트유형

인증요청시 ID 공급자추적

다른앱공급자의인증요청이벤트를모니터링하기위해이제 IdentityProviderEventStore 주요개체를사

용할수있습니다. 또한이개체를사용해 Salesforce가 ID 공급자로동작할때아웃바운드 SAML 응답도모니터링할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대상: Salesforce Shield 또는 Salesforce 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하고 EventLogFile 개체데이터를사용해

이벤트를모니터링하는고객에게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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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이벤트관리자에서이벤트저장소를적용합니다. 그런다음, SOQL 쿼리를사용해이벤트에액세스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플랫폼이벤트개발자가이드: 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개체(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EventLogFile의 Lightning 구성요소요청에관한정보가져오기

EventLogFile 개체의새로운 Aura 요청이벤트유형은 Aura 또는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 Apex 메서드에대한요

청정보를수집합니다. 이이벤트를사용하여성능을분석하고잠재적인문제를식별하십시오. 예를들어요청시

간을벤치마킹하거나실패한요청의 URI를식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이이벤트는 API에서사용할수있으나 Event Monitoring Analytics 앱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대상: 이벤트모니터링은 Salesforce Shield 또는 Salesforce 이벤트모니터링추가기능구독을구매하고 EventLogFile을

사용해이벤트를모니터링하는고객에게제공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개체참조: Aura 요청이벤트유형

보안센터

보안센터는보안데이터를볼수있는보다직접적인방법을제공합니다. 세부사항페이지의그래프가개선되어

변경사항발생시쉽게볼수있습니다. 일일예약된앱업데이트를기다리는대신이제요청시메트릭데이터를업

데이트할수있습니다. 평균상태확인점수의 30일추세그래프와 6개월간의상태확인내역정보를앱에서바로볼

수있습니다. 모든추가세부사항은중요한고객데이터를다루는변경사항과설정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도

움이됩니다.

이섹션에서는:

요청시메트릭데이터업데이트

최신메트릭데이터를보기위해더이상보안센터의일일업데이트를기다리지않아도됩니다. 이제필요에따

라개별메트릭을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요청시메트릭업데이트를통해최신정보를얻을수있어정보에근

거한결정을내릴수있으며빠르게바뀌는상황을모니터링하는데도움이됩니다.

보안센터에서상태확인내역세부사항보기

이제보안센터앱에서더많은보안상태확인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보안상태확인세부사항페이

지의새로운추세그래프는시간에걸친연결된테넌트전체의평균상태확인점수를스캔하는데도움을줍니

다. 또한보안센터에서바로최근 6개월간의상태확인데이터를볼수있어여러번클릭할필요가없으며시간

이절약됩니다.

개선된세부사항페이지차트를사용해변경사항강조

새로운일일변경사항차트오버레이는각날짜에대한메트릭변경사항을더명확하게보여줍니다. 이제특정

날짜에발생한변경내용을쉽게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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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메트릭데이터업데이트

최신메트릭데이터를보기위해더이상보안센터의일일업데이트를기다리지않아도됩니다. 이제필요에따라

개별메트릭을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요청시메트릭업데이트를통해최신정보를얻을수있어정보에근거한

결정을내릴수있으며빠르게바뀌는상황을모니터링하는데도움이됩니다.

적용조건: 보안센터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기능구독으로사용할수있으며,

Government Cloud 또는 Government Cloud Plus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방법: 메트릭세부사항페이지에서데이터업데이트를클릭합니다. 상태줄에메트릭이마지막으로업데이트된시

기와업데이트된데이터를보고하는테넌트수가표시됩니다.

업데이트중언제라도테넌트보고링크를클릭하여연결된모든테넌트의목록과테넌트가마지막으로보고한데

이터를볼수있습니다.

업데이트가끝나면페이지를새로고쳐세부사항페이지에업데이트된데이터를봅니다. 요청시메트릭데이터

업데이트는보안상태확인을제외한모든메트릭에사용가능합니다. 메트릭데이터는한시간에한번씩업데이

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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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센터에서상태확인내역세부사항보기

이제보안센터앱에서더많은보안상태확인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보안상태확인세부사항페이지의

새로운추세그래프는시간에걸친연결된테넌트전체의평균상태확인점수를스캔하는데도움을줍니다. 또한

보안센터에서바로최근 6개월간의상태확인데이터를볼수있어여러번클릭할필요가없으며시간이절약됩니

다.

적용조건: 보안센터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기능구독으로사용할수있으며,

Government Cloud 또는 Government Cloud Plus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방법: 보안센터에서구성범주를선택하고보안상태확인을클릭합니다. 페이지상단의추세그래프에연결된테

넌트전체에대한일일평균상태확인점수가표시됩니다. 특정날짜의특정테넌트에대한상태확인설정을보려

면날짜선택기(1)에날짜를입력합니다. 상태확인점수열(2)에값을선택한다음, 해당날짜의해당테넌트에대한

상태확인설정(3)을검토합니다. 보안상태확인내역정보는이전 6개월에대해사용할수있습니다.

개선된세부사항페이지차트를사용해변경사항강조

새로운일일변경사항차트오버레이는각날짜에대한메트릭변경사항을더명확하게보여줍니다. 이제특정날

짜에발생한변경내용을쉽게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보안센터는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서추가기능구독으로사용할수있으며,

Government Cloud 또는 Government Cloud Plus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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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일일변경사항보기는메트릭에대한추가수와제거수가같을때유용하며일일총수가변경되지않습니다.

관리자가하루에관리되지않는패키지 5개를설치하고다른관리되지않는패키지 5개를제거하는경우를예로들

어보겠습니다. 해당일전에는관리되지않는패키지총수가변경되지않습니다. 일일변경사항오버레이에설치

수와제거수가표시되므로필요한경우조사할수있습니다.

방법: 일일변경사항보기는권한범주의모든메트릭과보안상태확인을제외한모든구성메트릭에사용할수있

습니다. 일일변경사항은자동으로활성화됩니다. 일일변경사항및추세란을클릭하여일일변경사항또는추세

그래프를숨기거나재표시할수있습니다.

Customer 360 Truth

Customer 360 Truth의새로운기능에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오. 사용자에게개인설정된상호작업을실현할수있

는더많은 ID 확인옵션과데이터단일화를제공합니다. 하나의앱을사용하여정책을만들고다중 Salesforce 조직을

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Customer 360 대상그룹

Customer 360 대상그룹은개인설정및참여를촉진하는고객데이터관리, 세분화, 활성화를위한도구입니다. 일

련의솔루션을사용하여세계최고의고객플랫폼에구축된실천가능한단일보기를통해고객을파악할수있

습니다.

Customer 360 Data Manager

여러 Salesforce 조직, Commerce Cloud B2C 인스턴스, 심지어 Salesforce 외부의데이터소스를포함해비즈니스전체

에서모든고객데이터를연결합니다. 클라우드정보모델을사용하여데이터소스전체에서전역프로필, 맵개

체, 필드를만들고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사용해통합된환경을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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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360 Identity

고객및파트너용 ID가 Customer 360 Identity로새롭게태어났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용자, 파트너, 고객이이메

일주소를변경하는경우확인을요구하는릴리스업데이트도지연시켰습니다.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

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조직이데이터주체액세스요청을처리하는방법을추적합니다. Customer 360 개인정

보보호센터에서이식성파일을자동삭제하여고객의데이터를안전하게보호합니다. 또한동의작성 API에

PATCH 요청을수행하여다중레코드에대한동의를동시에업데이트하십시오.

Customer 360 대상그룹

Customer 360 대상그룹은개인설정및참여를촉진하는고객데이터관리, 세분화, 활성화를위한도구입니다. 일련

의솔루션을사용하여세계최고의고객플랫폼에구축된실천가능한단일보기를통해고객을파악할수있습니

다.

이섹션에서는:

Customer 360 대상그룹의새로운기능확인

Customer 360 데이터대상그룹: Customer 360 대상그룹릴리스노트에서최신기능및업데이트를확인하십시오.

Customer 360 대상그룹의새로운기능확인

Customer 360 데이터대상그룹: Customer 360 대상그룹릴리스노트에서최신기능및업데이트를확인하십시오.

Customer 360 Data Manager
여러 Salesforce 조직, Commerce Cloud B2C 인스턴스, 심지어 Salesforce 외부의데이터소스를포함해비즈니스전체에서

모든고객데이터를연결합니다. 클라우드정보모델을사용하여데이터소스전체에서전역프로필, 맵개체, 필드

를만들고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사용해통합된환경을만듭니다.

이섹션에서는:

Customer 360 Data Manager의새로운기능확인

Customer 360 Data Manager: Customer 360 Data Manager 릴리스노트에서최신기능및업데이트를확인하십시오.

Customer 360 Data Manager의새로운기능확인

Customer 360 Data Manager: Customer 360 Data Manager 릴리스노트에서최신기능및업데이트를확인하십시오.

Customer 360 Identity
고객및파트너용 ID가 Customer 360 Identity로새롭게태어났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용자, 파트너, 고객이이메일

주소를변경하는경우확인을요구하는릴리스업데이트도지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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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고객및파트너용 ID가 Customer 360 ID로이름이변경됨

신뢰할수있는단일소스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반영할수있도록고객및파트너용 ID의이름이새롭게바뀌

었습니다. 즐겨사용하는 ID 기능과동일한 Customer 360 ID를사용해보십시오. help.salesforce.com의사용자식별및

액세스관리타일에서 Salesforce 조직의 ID에필요한모든문서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용자, 파트너, 고객이이메일주소를변경하는경우확인필요(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pring '21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보안업데이트를위해서는외부사용자가커뮤니티이메일주소변경을확인해야합니다.

고객및파트너용 ID가 Customer 360 ID로이름이변경됨

신뢰할수있는단일소스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반영할수있도록고객및파트너용 ID의이름이새롭게바뀌었

습니다. 즐겨사용하는 ID 기능과동일한 Customer 360 ID를사용해보십시오. help.salesforce.com의사용자식별및액세

스관리타일에서 Salesforce 조직의 ID에필요한모든문서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Experience Cloud 사용자, 파트너, 고객이이메일주소를변경하는경우확인필요

(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pring '21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보안업데이트를위해서는외부사용자가커뮤니티이메일주소변경을확인해야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모바일앱버전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는 Summer '21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

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대상: 이릴리스업데이트는모든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를위한것입니다.

이유: 이번업데이트를통해모든조직에서이메일주소변경시이메일확인필요설정이자동으로활성화됩니다.

사용자는이설정을비활성화하여거부할수있습니다.

방법: 사용자가이메일주소를변경하면새주소로확인이메일이전송됩니다. 사용자가메시지에서확인링크를

클릭하면주소변경사항이적용됩니다.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

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조직이데이터주체액세스요청을처리하는방법을추적합니다. Customer 360 개인정보보

호센터에서이식성파일을자동삭제하여고객의데이터를안전하게보호합니다. 또한동의작성 API에 PATCH 요청

을수행하여다중레코드에대한동의를동시에업데이트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데이터주체액세스요청이행모니터링

Salesforce 조직이데이터규정준수법률에따라개인데이터에액세스하기위한모든고객요청을이행하고있는

지확인합니다.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의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조직에서실행되는모든이식성정

책의내역을확인합니다. 로그를사용자정의하여정책실행이완료되는시기또는고객의이식성파일을다운

로드했는지여부등확인할정보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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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동작변경: 60일이넘은이식성파일은자동으로삭제됨

Salesforce는생성후 60일이지난이식성파일을자동으로삭제하여고객데이터를안전하게유지합니다. 요청을

한관리자는 7일전에파일이만료되도록설정되었음을경고하는이메일을받습니다.

여러레코드에서동의데이터동기화

이제동의쓰기요청을위한새 REST API 리소스가정식출시됩니다.

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데이터주체액세스요청이행모니터링

Salesforce 조직이데이터규정준수법률에따라개인데이터에액세스하기위한모든고객요청을이행하고있는지

확인합니다.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의이식성로그를사용하여조직에서실행되는모든이식성정책의내

역을확인합니다. 로그를사용자정의하여정책실행이완료되는시기또는고객의이식성파일을다운로드했는지

여부등확인할정보를표시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대상: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이기능을사용하려면데이터주체액세스정책실행권한이필요합니

다.

방법: 설정의빠른찾기상자에서 Customer 360 개인 정보 보호 센터를입력한다음, 이식성로그를클릭합니

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이식성로그보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동작변경: 60일이넘은이식성파일은자동으

로삭제됨

Salesforce는생성후 60일이지난이식성파일을자동으로삭제하여고객데이터를안전하게유지합니다. 요청을한

관리자는 7일전에파일이만료되도록설정되었음을경고하는이메일을받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대상: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이기능을사용하려면데이터주체액세스정책실행권한이필요합니

다.

여러레코드에서동의데이터동기화

이제동의쓰기요청을위한새 REST API 리소스가정식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실행사항은 Professional(API 액세스사용),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

다.

이유: 동의쓰기 API에서 PATCH 요청을만들어조회관계가있거나이메일주소를공유하는레코드에대한동의를

동시에업데이트하거나작성합니다. Customer 360 대상그룹을사용하면개별레코드를자동으로생성하고여러관

련레코드를연결할수있습니다. 이 API를사용하면다음개체에대한동의레코드를만들고유지하는방법이간소

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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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ContactPointTypeConsent

• DataUsePurpose

• 개인

• 리드

• PersonAccount

• User

방법: 새 /consent/action 리소스를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REST API 개발자가이드: 동의쓰기(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배포

Ant 마이그레이션도구 51.0을사용하려면 Java 버전 11 이상을설치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변경집합에대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

변경집합에사용할수있는구성요소는버전에따라다르며, 해당구성요소는이제변경집합에도사용할수

있습니다.

Ant 마이그레이션도구는 Java 버전 11 이상이필요

Sping ’21 Ant 마이그레이션도구(버전 51.0) 이상에는 Java 버전 11 이상이필요합니다. 이전 Ant 마이그레이션도구

버전은 Java 버전 7 이상을계속지원합니다.

변경집합에대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

변경집합에사용할수있는구성요소는버전에따라다르며, 해당구성요소는이제변경집합에도사용할수있습

니다.

플랫폼이벤트구독자구성

플랫폼이벤트 Apex 트리거의실행사용자및배치크기설정을나타냅니다.

검색모델

배포된 Einstein Discovery 모델을나타냅니다. 자세한내용은예측패키징, 승격, 배포페이지 362를참조하십시오.

검색예측

하나이상의 Einstein Discovery 모델을포함하는배포된 Einstein Discovery 예측정의를나타냅니다. 자세한내용은

예측패키징, 승격, 배포페이지 362를참조하십시오.

Ant 마이그레이션도구는 Java 버전 11 이상이필요

Sping ’21 Ant 마이그레이션도구(버전 51.0) 이상에는 Java 버전 11 이상이필요합니다. 이전 Ant 마이그레이션도구버

전은 Java 버전 7 이상을계속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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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Edition의전체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

다.

개발

Lightning 구성요소, Visualforce, Apex 또는 API를즐겨사용하는프로그래밍언어와함께사용하는등모든상황에서고

급기능을사용하면다른조직에재판매할수있는놀라운응용프로그램, 통합및패키지를개발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Lightning 구성요소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마커와지도동작을사용자정의합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작업만들기(파일럿)

Lightning 웹구성요소(LWC)를만들고빠른작업으로사용합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작업은 Lightning 구성요

소, Visualforce 작업과함께페이지에서나란히작동합니다. LWC 작업은머리글과바닥글을손쉽게사용자정의하

고 UI 표현이없는작업을만드는능력과같은장점이있습니다.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데이터과학자또는기계학습전문가는아니지만앱에 AI를통합하려면,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API를사용하

여이미지인식및자연어처리를통해앱을쉽게 AI로활성화합니다. Einstein Vision API를사용하면사전교육된분

류자를활용하거나사용자정의분류자를교육하여다양한이미지인식사용사례를해결할수있습니다. Einstein

Language API로는자연어프로세싱능력을활용하여텍스트를분석하고텍스트이면에있는분위기나의도를추

론할수도있습니다. 앱을더욱스마트하고현명해보이도록만드십시오.

Salesforce 함수: 함수를사용하여 Salesforce 확장(베타)

Salesforce 함수를사용하면개발자가생산성이높은프로그래밍언어및오픈소스구성요소를사용하여구축한

탄력적으로확장가능한사용자정의비즈니스논리로 Salesforce를확장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함수를사용하

면인프라책임을줄여원하는언어와도구를사용하여 FaaS(Function-as-a-Service) 앱을구축하고통합할수있습

니다.

Visualforce

릴리스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면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호출이차단됩니다. 새릴리스업데이

트는 Visualforce 원격 API 호출시향상된보안을제공합니다. 두릴리스업데이트는 Winter '22에적용됩니다.

Apex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기능은현재베타버전이며패키징을지원합니다.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사용하

여 ISV 응용프로그램을모니터링합니다. 이제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기능이정식출

시됩니다. ISV의 Developer Edition 조직에는여유플랫폼캐시가제공됩니다. 콜아웃을수행하는호출가능한작업

에콜아웃주석특성을사용합니다. 쿼리커서는성능향상을위해최적화가상당히잘되었습니다.

API

일부레거시버전 API가 Summer ’21 릴리스에사용중지됩니다.

패키징

패키지릴리스버전을지정하여패키지에예정된기능을테스트합니다. 이제정식출시된조직에종속된패키

지를사용하여조직메타데이터를풀기힘들때잠금해제패키지를사용하면됩니다. 다단계인증을사용하는

라이센스관리조직에있는구독자지원콘솔을보호합니다. 새 API 필드를사용해패키징작업을모니터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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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조직

스크래치조직은각기다른목적으로신속하게전환할수있는구성가능한전용 Salesforce 환경입니다. 지속적으

로구성가능한새기능에대한지원이추가됩니다.

Sandbox

짧은시간안에데이터를마스킹하고마스킹구성을세밀하게제어하거나새로추가된데이터만증분적으로마

스킹합니다. 소스추적으로로컬프로젝트및조직간변경사항목록을확인하십시오.

플랫폼개발도구

Customer 360 플랫폼에서쉽게개발할수있게해주는열린통합형환경인 Salesforce Developer Experience(DX)를사

용해응용프로그램을공동작업으로구축하고지속적으로제공하십시오.

Lightning Design System

Salesforce Lightning 설계시스템(SLDS)에는 Salesforce Lightning 원칙, 설계언어및모범사례와일치하는사용자인

터페이스를만들기위한리소스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릴리스에서는스타일지정후크에대한지원을확대

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AppExchange 파트너

AppExchange App Analytics를사용하여구독자의 Apex 사용자정의코드사용에대한새로운인사이트를얻습니다.

새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토인터페이스에서보안검토를위한솔루션을제출하고, 진행률을추적하

고, 내역을봅니다.

데이터수집변경

필드로이벤트메시지를풍부하게만들고추가개체에대한변경알림을수신합니다.

플랫폼이벤트

플랫폼이벤트트리거를구성하여기본사용자및배치크기를재정의합니다.

개발자를위한신규및변경된항목

여기에서 Salesforce 기능을사용자정의하는데도움이되는신규및변경된개체, 통화, 클래스, 구성요소, 명령

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마커와지도동작을사용자정의합니다.

주: 신규및변경된 Lightning 웹구성요소, Aura 구성요소및 Aura 구성요소인터페이스를찾고있습니까? 개발

섹션마지막에신규및변경된항목목록을통합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마커사용자정의및지도동작제어

원하는대로자유롭게지도모양과동작을조정할수있습니다. 지도위치를사용자정의하여표준구글지도마

커대신 SVG 이미지를사용하거나위치주변에음영처리된원, 직사각형또는다각형을정의합니다. 축소/확대

및끌어오기동작을수정/비활성화하거나지도제어를모두비활성화하여정적지도를만드십시오.

DOM API 변경사항에 UI 테스트업데이트필요

HTML, CSS, DOM의콘텐츠및구조는언제든지변경가능하며, 안정적인 API로고려할수없습니다. Selenium WebDriver

와같은도구를사용하여구성요소내부에접근하는자동화된 UI 테스트는지속적으로서비스점검해야합니다.

따라서이번릴리스의자동화된 UI 테스트를채택할수있게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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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네임스페이스의 Aura 구성요소는더이상사용되지않음

2021년 5월 1일에더이상사용되지않는구성요소에대한지원을종료할계획입니다.

자동출력에액세스하는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자동출력에액세스할수있으므로, 나중에플로에서입력필드의옵션으로업스트

림변수값을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 기존에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관리자가플로변수에수동으로할당

한값에만액세스할수있었습니다.

릴리스업데이트

두가지릴리스업데이트가적용되고있으며, 몇가지기존릴리스업데이트가마련되어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 웹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Lightning Aura 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 마커사용자정의및지도동작제어

원하는대로자유롭게지도모양과동작을조정할수있습니다. 지도위치를사용자정의하여표준구글지도마커

대신 SVG 이미지를사용하거나위치주변에음영처리된원, 직사각형또는다각형을정의합니다. 축소/확대및끌

어오기동작을수정/비활성화하거나지도제어를모두비활성화하여정적지도를만드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Lightning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 Salesforce 모바일앱에적용됩니

다.

이유: 예를들어고객이비즈니스위치를확인할수있는단순한위치찾기지도를만들려는경우축소/확대및지도

| 위성버튼을제거하고끌어오기를비활성화하거나자체 SVG를추가하여마커용별표를사용합니다.

방법: 구성요소에서새 options 특성을사용하여사용자인터페이스컨트롤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는속성

을지정합니다. 다음예에서는구성요소의 JavaScript에서 mapOptions 개체를사용하여속성값을설정합니다.

<template>
<lightning-map

map-markers={mapMarkers}
options={map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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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map>
</template>

mapOptions에서 disableDefaultUI 속성을설정합니다. 그러면축소/확대가비활성화되고지도 | 위성버튼이

제거됩니다. 지도이동을비활성화하려면 draggable 속성을설정하십시오.

mapMarkers에서마커정의에 mapIcon 속성을추가하고별에대한 SVG path 속성을지정합니다. 그런다음,

fillColor 및 fillOpacity 속성을추가하여이미지를채울색상및투명도를설정하고, strokeWeight 속성

을추가하여 SVG 이미지주위에그려져있는획의선두께를설정합니다. 경우에따라이미지크기를결정하려면

scale 속성을설정하십시오.

import { LightningElement } from 'lwc';

export default class LightningExampleMapCustomMarker extends LightningElement {
mapOptions = {

'disableDefaultUI': true // when true disables Map|Satellite, +|- zoom buttons
'draggable': false, // when false prevents panning by dragging on the map

};

mapMarkers = [
{

location: {
City: 'San Francisco',
Country: 'USA',
PostalCode: '94105',
State: 'CA',
Street: '425 Mission St',

},
mapIcon : {

path: 'M 125,5 155,90 245,90 175,145 200,230 125,180 50,230 75,145 5,90
95,90 z',

fillColor: '#CF3476',
fillOpacity: .5,
strokeWeight: 1,
scale: .10,

}
}

];
}

지도기능은 lightning:map  Aura 기본구성요소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map 문서

신규및변경된 Lightning 웹구성요소

신규및변경된 Aura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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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 API 변경사항에 UI 테스트업데이트필요

HTML, CSS, DOM의콘텐츠및구조는언제든지변경가능하며, 안정적인 API로고려할수없습니다. Selenium WebDriver

와같은도구를사용하여구성요소내부에접근하는자동화된 UI 테스트는지속적으로서비스점검해야합니다. 따

라서이번릴리스의자동화된 UI 테스트를채택할수있게도와드립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특히 Lightning Experience는현대웹표준에맞춰지속적으로진화하므로변화로인해테스트취약성이가중되

고있습니다. Salesforce는자동화된 UI 테스트로얻을수있는가치및변화로인한서비스점검부담에대해이해하고

있으며, HTML, CSS 또는 DOM 이전버전과의호환성을보장하지않습니다.

방법: 고장난로케이터등자동화된 UI 테스트에서오류에직면할수있습니다. 오류를수정하는방법에대한권장

사항은자동화테스트 Trailblazers 커뮤니티그룹을참조하십시오.

ui 네임스페이스의 Aura 구성요소는더이상사용되지않음

2021년 5월 1일에더이상사용되지않는구성요소에대한지원을종료할계획입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Lightning 구성요소,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모바일앱버

전을사용하는조직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는 2021년 5월 1일에 ui 네임스페이스의 Aura 구성요소에대한지원을종료할계획입니다. 2021년 5월

1일이후에도이러한구성요소를계속사용할수있지만해당날짜이후의지원사례는수락하지않습니다. 이중단

계획은 Winter ’20에처음발표되었습니다.

이유: 기존구성요소를만료하면성능, 액세스가능성, 사용자경험및국제화등최신웹표준과일치하는구성요

소에집중할수있습니다.

방법: 더이상사용되지않는구성요소를그에상응하는 lightning 네임스페이스구성요소로바꿉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더빠르고효율적이며 Lightning 설계시스템스타일을바로구현할수있습니다.

주: Lightning 네임스페이스의구성요소는 Aura 구성요소와 Lightning 웹구성요소의두가지버전으로제

공됩니다. 가능하면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는 HTML 및최신

JavaScript를사용하여구축된사용자정의 HTML 요소입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및 Aura 구성요소는페이지

에서공존하거나상호운용할수있습니다. 이두가지구성요소는관리자및최종사용자에게 Lightning 구성

요소로표시됩니다. 자세한내용은 Lightning 웹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

더이상사용되지않는 Aura 구성요소와권장대안이다음과같습니다.

ui:actionMenuItem

대신 lightning:buttonMenu에 lightning:menuItem을사용하십시오.

ui:button

lightning:button, lightning:buttonIcon 또는 lightning:buttonIconStateful을사용하십시오.

버튼그룹의경우 lightning:buttonGroup을사용하십시오.

ui:checkboxMenuItem

대신 lightning:buttonMenu에 lightning:menuItem을사용하십시오.

ui:inputCheckbox

대신 checkbox, toggle 또는 checkbox-button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확인란그룹

의경우 lightning:checkboxGroup을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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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inputCurrency

대신 number 유형및 currency 포맷터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Date

대신 date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DateTime

대신 datetime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DefaultError

대신내장된필드검증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Email

대신 email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Number

대신 number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Phone

대신 phone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Radio

대신 radio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라디오그룹의경우 lightning:radioGroup을사

용하십시오.

ui:inputRichText

대신 lightning:inputRichText를사용하십시오.

ui:inputSecret

대신 password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Select

대신 lightning:select 또는 lightning:combobox를사용하십시오.

ui:inputSelectOption

대신 lightning:select 또는 lightning:combobox를사용하십시오.

ui:inputText

대신 text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inputTextArea

대신 lightning:textarea를사용하십시오.

ui:inputURL

대신 url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십시오.

ui:menu

대신 lightning:buttonMenu를사용하십시오.

ui:menuItem

대신 lightning:buttonMenu에 lightning:menuItem을사용하십시오.

ui:menuItemSeparator

대신 lightning:buttonMenu에 lightning:menuDivider를사용하십시오.

ui:menuList

대신 lightning:buttonMenu를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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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menuTrigger

대신 lightning:buttonMenu를사용하십시오.

ui:menuTriggerLink

대신 lightning:buttonMenu를사용하십시오.

ui:message

대신 lightning:notificationsLibrary를사용하십시오.

ui:outputCheckbox

checkbox 유형에 lightning:input을사용하고 readonly를 true로설정하십시오.

ui:outputCurrency

Currency로로설정된 Style에 lightning:formattedNumber를사용하십시오.

ui:outputDate

대신 lightning:formattedDateTime을사용하십시오.

ui:outputDateTime

대신 lightning:formattedDateTime 또는 lightning:formattedTime을사용하십시오.

ui:outputEmail

대신 lightning:formattedEmail을사용하십시오.

ui:outputNumber

대신 lightning:formattedNumber를사용하십시오.

ui:outputPhone

대신 lightning:formattedPhone을사용하십시오.

ui:outputRichText

대신 lightning:formattedRichText를사용하십시오.

ui:outputText

대신 lightning:formattedText를사용하십시오.

ui:outputTextArea

대신 lightning:formattedText를사용하십시오.

ui:outputURL

대신 lightning:formattedUrl을사용하십시오.

ui:radioMenuItem

대신 lightning:buttonMenu에 lightning:menuItem을사용하십시오.

ui:spinner

대신 lightning:spinner를사용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 Aura 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UI 네임스페이스에서구성요소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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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력에액세스하는 Flow Builder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자동출력에액세스할수있으므로, 나중에플로에서입력필드의옵션으로업스트림

변수값을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 기존에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관리자가플로변수에수동으로할당한값

에만액세스할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적용됩니다.

이유: 더이상선택목록및기타입력필드에업스트림변수를포함하기위해플로의모든요소를검사하고설명하

지않습니다.

방법: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서 automaticOutputVariables이라는공용속성을노출합니다. 사용자정의

속성편집기가초기화되거나관리자가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의값을변경하면 Flow Builder가자동저장된값을

automaticOutputVariables로전달합니다.

관리자가콤보상자또는선택목록과같은필드를설정하도록사용자정의논리를쓰면자동저장된값이입력옵

션으로표시됩니다.

// myCustomPropertyEditor.js
import { LightningElement, api } from 'lwc';
export default class MyCustomPropertyEditor extends LightningElement {

@api automaticOutputVariables;

//Insert custom logic.
}

예를들어이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 automaticOutputVariables에서병합필드목록을가져와전화필드

의입력옵션으로표시합니다. 이경우병합필드는홈및모바일의표준전화구성요소입니다.

automaticOutputVariables를통해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로전달된데이터구조는자동으로저장된값을설

명합니다. 이예에서플로에는 API 이름이 Home과 Mobile인두개의표준전화구성요소가있으므로, Flow Builder는

이데이터를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에전달합니다.

"Home":[
{

"apiName":"label",
"dataType":"string",
"description":"The label that appears above the phone field.",
"hasDefaultValue":true,
"isRequired":true,
"label":"Label",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defaultValu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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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Name":"pattern",
"dataType":"string",
"description":"To require the value to follow a specific pattern, use the

Inputs tab to set this attribute's value to a regular expression.",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Pattern",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placeholder",
"dataType":"string",
"description":"Text that appears in the field when it's empty. Use placeholder

text to give users a hint about what to enter in the field.",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Placeholder text",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readonly",
"dataType":"boolean",

"description":"Prevents the user from modifying the value, but not from copying
it.",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Read Only",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required",
"dataType":"boolean",
"description":"Requires the user to enter a value.",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Required",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value",
"dataType":"string",
"description":"The value of the phone field. To pre-populate the field, use

the Inputs tab to set this attribute's value. To use the value elsewhere in your flow,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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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puts tab to pass this attribute's value to a variable.",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Value",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Mobile":[

{
"apiName":"label",
"dataType":"string",
"description":"The label that appears above the phone field.",
"hasDefaultValue":true,
"isRequired":true,
"label":"Label",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defaultValue":"Mobile"

},
{

"apiName":"pattern",
"dataType":"string",
"description":"To require the value to follow a specific pattern, use the

Inputs tab to set this attribute's value to a regular expression.",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Pattern",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placeholder",
"dataType":"string",
"description":"Text that appears in the field when it's empty. Use placeholder

text to give users a hint about what to enter in the field.",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Placeholder text",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readonly",
"dataType":"boolean",

"description":"Prevents the user from modifying the value, but not from copying
it.",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Rea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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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required",
"dataType":"boolean",
"description":"Requires the user to enter a value.",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Required",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apiName":"value",
"dataType":"string",
"description":"The value of the phone field. To pre-populate the field, use

the Inputs tab to set this attribute's value. To use the value elsewhere in your flow, use
the Outputs tab to pass this attribute's value to a variable.",

"hasDefaultValue":false,
"isRequired":false,
"label":"Value",
"isInput":true,
"isOutput":true,
"maxOccurs":1

}
]

}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 웹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Flow Builder용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개발

릴리스업데이트

두가지릴리스업데이트가적용되고있으며, 몇가지기존릴리스업데이트가마련되어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 sharing 사용(업데이트, 적용)

이번업데이트를통해 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을지정하지않는 @AuraEnabled  Apex 컨트

롤러의동작을기본값으로 with sharing으로변경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18 이후생성된조직또는

사용중지된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out sharing 사용업데이트가활성

화된조직에만적용됩니다. 앞의사례는반대의영향을미쳐기본값은 without sharing으로설정됩니다.

Spring '18 이전에만든조직에는기본적으로 with sharing이설정됩니다. 해당조직에는이제사용중지된

without sharing 업데이트가활성화된경우를제외하고업데이트가표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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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만들어진 Aura 구성요소에서함수수식을만드는작업방지(업데이트, 적용)

보안및안정성을개선하기위해이업데이트는 $A.createComponent() 또는 $A.createComponents()로

전달된특성값이 Aura 함수수식으로해석되는것을방지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1에서적용됩니다.

관리패키지의비global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비활성화(업데이터,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Winter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관리패키지의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제어를수정합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

화되면패키지네임스페이스외부의 Aura 구성요소는 global 액세스한정자로표시된메서드에만액세스할

수있습니다. 해당액세스제어는패키지작성자가전역액세스를의도하지않은지원되지않는 API 메소드를사

용하지못하게막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마크업에서 Apex 속성에액세스한정자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ummer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 Lightning 구성요소가기타맥락에서 Apex 속성사용과동일해졌습니다. 예를들어마크업

표현식은더이상비공개 Apex getter를사용하여 Apex 속성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의보안정적자원활성화(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pring '21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보

안을향상하기위해이업데이트는 Lightning 도메인이아닌 Visualforce 도메인의모든정적자원을제공합니다. 이

변경사항은출처가동일한보안정책으로인해정적자원에포함된스크립트가 Lightning 도메인의문서에액세

스하지못하게방지합니다.

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 sharing 사용(업데이트, 적용)

이번업데이트를통해 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을지정하지않는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

의동작을기본값으로 with sharing으로변경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18 이후생성된조직또는사용중

지된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out sharing 사용업데이트가활성화된조직에

만적용됩니다. 앞의사례는반대의영향을미쳐기본값은 without sharing으로설정됩니다. Spring '18 이전에만

든조직에는기본적으로 with sharing이설정됩니다. 해당조직에는이제사용중지된 without sharing 업

데이트가활성화된경우를제외하고업데이트가표시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 모든 Salesforce 앱버전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andbox 또는프로덕션조직이 Spring '21으로업그레이드되면적용됩니다. 2020년 11월 29일

에일부 sandbox에적용되기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

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명시적으로 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를설정하지않은 @AuraEnabled  Apex 클래스는기본

값또는암시적 with sharing 값을사용합니다. 사용중지된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

에 without sharing 사용업데이트의목적은 Aura 구성요소의 Apex 컨트롤러의기본값을 without sharing

으로설정하는것입니다. 이동작은 Aura 구성요소및 Visualforce 페이지에서 Apex 컨트롤러를일관적으로만들었습

니다.

추가고려후기본적으로 Lightning 구성요소의보안을확보하기로결정했습니다. 따라서 Aura 구성요소또는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서사용하는 @AuraEnabled  Apex 클래스에대해 with sharing을기본값으로하는새로운업데

이트를생성하였습니다.

Apex 클래스는일반적으로시스템모드로실행됩니다. 따라서현재사용자의자격증명은 Apex 논리실행에사용되

지않으며, 사용자의권한및필드수준보안은자동으로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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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 키워드를사용하여 Apex 클래스에서공유규칙을적용할지여부를선택

할수있습니다. with sharing 키워드를사용하여공유규칙을적용해도사용자의권한및필드수준보안이적

용되지않습니다. Apex 클래스에서별도로 CRUD 권한및필드수준보안을수동으로적용해야합니다.

방법: 모든 @AuraEnabled  Apex 코드가 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 키워드를사용하여공유동작

을명시적으로제어하는지를확인하는방법이이번업데이트를준비하는가장이상적인방법입니다. 모든

@AuraEnabled 코드가공유동작을명시적으로설정하면이번업데이트가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습니다.

이업데이트를테스트하려면 Sandbox에서작업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2020년 11월 29일이후조직이 Spring '21

로업그레이드되어업데이트가자동적용되기전까지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에서업데이트를활성화하거나비

활성화할수있습니다.

1.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2. 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 sharing 사용을찾고세부사항보기또는시작하

기를클릭합니다.

3. 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 키워드를포함하지않는 Apex 클래스를사용하는구성요소의동작

을테스트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Apex 개발자가이드: 공유규칙적용

Winter '20 릴리스노트: 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공유하지않고사용(중요업데이트, 만

료됨)

릴리스업데이트

동적으로만들어진 Aura 구성요소에서함수수식을만드는작업방지(업데이트, 적용)

보안및안정성을개선하기위해이업데이트는 $A.createComponent() 또는 $A.createComponents()로전

달된특성값이 Aura 함수수식으로해석되는것을방지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1에서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 Lightning 구성요소,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을사

용하는조직에적용됩니다.

시기: 이업데이트는 Summer '19에서만들어졌으며 sandbox 또는프로덕션조직이 Spring '21로업그레이드될때적용

됩니다. 2020년 11월 29일에일부 sandbox에적용되기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

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예측할수없는동작을트리거하는대신 $A.createComponent() 또는

$A.createComponents()에특성값으로전달된개체의 {"exprType": "FUNCTION"} 키값쌍을사용하여오

류를생성합니다.

관리패키지의비global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비활성화(업데이터,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Winter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관리패키지의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제어를수정합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

패키지네임스페이스외부의 Aura 구성요소는 global 액세스한정자로표시된메서드에만액세스할수있습니다.

해당액세스제어는패키지작성자가전역액세스를의도하지않은지원되지않는 API 메소드를사용하지못하게

막습니다.

524

Lightning 구성요소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apexcode.meta/apexcode/apex_security_sharing_rules.htm
http://docs.releasenotes.salesforce.com/en-us/winter20/release-notes/rn_lc_apex_without_sharing_cruc.htm
http://docs.releasenotes.salesforce.com/en-us/winter20/release-notes/rn_lc_apex_without_sharing_cruc.htm
https://status.salesforce.com/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의 Aura 구성요소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

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17에작성되었으며, Sandbox 또는프로덕션조직이 Summer '21로업그레이드되면적

용됩니다. 2021년 4월 4일, 일부 Sandbox에서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

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관리패키지에추가할경우관리패키지네임스페이스외부의 Aura 구성요소는 global로표시된 Apex 컨트

롤러메서드에만액세스할수있습니다. Apex 정의에서 public으로표시된메서드는패키지네임스페이스에포함

된 Aura 구성요소에만액세스할수있습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해당규칙이적용됩니다.

이번업데이트전에패키지네임스페이스외부의 Aura 구성요소는비global 메서드(global 액세스한정자로표

시되지않은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액세스할수있었습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코드가관리패키지의비global  Apex 메서드에올바르지않게의존할경우해당메

서드를호출하는서버작업에실패합니다. 코드를업데이트하여패키지에서 global 메서드로제공되는지원되는

API 메서드만사용합니다.

주: 패키지외부의 Aura 구성요소는네임스페이스지정되지않은잠금해제패키지에서설치된공개 Apex 메

서드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Aura 구성요소는다른패키지에서설치되거나조직에서생성될수있습니다.

Apex 메서드에액세스하기위해네임스페이스지정되지않은잠금해제패키지는비관리패키지와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방법: 이업데이트를테스트하려면 Sandbox에서작업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2021년 4월 4일이후조직이 Summer

'21로업그레이드되어업데이트가자동적용되기전까지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에서업데이트를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1.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2. 관리패키지에서비global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비활성화를찾고세부사항보기또는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정의 Aura 구성요소가올바르게작동하는지테스트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Lightning 구성요소마크업에서 Apex 속성에액세스한정자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ummer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

번업데이트를통해 Lightning 구성요소가기타맥락에서 Apex 속성사용과동일해졌습니다. 예를들어마크업표현

식은더이상비공개 Apex getter를사용하여 Apex 속성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 모든 Salesforce 앱버전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andbox 또는프로덕션조직이 Summer '21으로업그레이드되면적용됩니다. 2021년 4월 4일,

일부 Sandbox에서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

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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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counter 클래스속성에대해비공개 getter가있는 Apex 클래스예제를살펴보겠습니다.

public class EnforcePrivateGetter {
@AuraEnabled

public Integer counter { private get; set; }

@AuraEnabled
public static EnforcePrivateGetter GetRepro2()
{

EnforcePrivateGetter result = new EnforcePrivateGetter();
result.counter = 2;
return result;

}
}

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이 Aura 구성요소는 {!v.apexObject.counter} 표현식으로 private  getter에액세스

할수없습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에도같은제한이적용됩니다.

<aura:component controller="EnforcePrivateGetter" access="global">
<aura:handler name="init" value="{!this}" action="{!c.doInit}"/>

<aura:attribute type="EnforcePrivateGetter" name="apexObject" />

counter = {!v.apexObject.counter} <br></br>
</aura:component>

다음은 JavaScript 컨트롤러입니다.

({
doInit : function(cmp, ev) {

var action = cmp.get("c.GetRepro2");

action.setCallback(this, function(response) {
var state = response.getState();
if (state === "SUCCESS") {
cmp.set('v.apexObject', response.getReturnValue());

}
else if (state === "ERROR") {
console.log('Error : ' + JSON.stringify(errors));

}
});
$A.enqueueAction(action);

}
})

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 getter에서 private 액세스한정자가제거되고클래스변수정의가다음으로변경되는수

정과정을거칩니다.

public Integer counter { get; set; }

Apex 클래스외부에서 Apex 속성을읽을수있게만들려면속성에 private 또는 protected 액세스한정자가있

어서는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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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이업데이트를테스트하려면 Sandbox에서작업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4월 4일이후조직이 Summer '21로

업그레이드되어업데이트가자동적용되기전까지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에서업데이트를활성화하거나비활성

화할수있습니다.

1.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2. "Lightning 구성요소마크업에서 Apex 속성에액세스한정자적용"을찾고세부사항보기또는시작하기를클릭

합니다.

3. getter에서 private 또는 protected 액세스한정자를비롯해 Apex 클래스를사용하는구성요소의동작을테

스트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Lightning 구성요소의보안정적자원활성화(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pring '21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보안을

향상하기위해이업데이트는 Lightning 도메인이아닌 Visualforce 도메인의모든정적자원을제공합니다. 이변경사

항은출처가동일한보안정책으로인해정적자원에포함된스크립트가 Lightning 도메인의문서에액세스하지못

하게방지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 모든 Salesforce 앱버전의

Aura 및 Lightning 웹구성요소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andbox 또는프로덕션조직이 Winter '22으로업그레이드되면적용됩니다. 인스턴스에대한

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

십시오.

방법: 이업데이트를테스트하려면 Sandbox에서작업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활성화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Lightning 구성요소에대한보안정적자원활성화의경우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르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Lightning 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Resource

Lightning 웹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 정적자원액세스

릴리스업데이트

Lightning 웹구성요소작업만들기(파일럿)
Lightning 웹구성요소(LWC)를만들고빠른작업으로사용합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작업은 Lightning 구성요소,

Visualforce 작업과함께페이지에서나란히작동합니다. LWC 작업은머리글과바닥글을손쉽게사용자정의하고 UI

표현이없는작업을만드는능력과같은장점이있습니다.

주: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한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선택된고객에게 Lightning 웹구성요소작

업을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 Salesforce에연락하십시오. 파일럿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으며, 승

인이보장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일반가용성

을알리지않으면 Lightning 웹구성요소작업을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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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Essentials,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데스크톱에적용됩니다.

시기: 이파일럿기능은 Spring '21 릴리스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파일럿기능을활성화한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Lightning 웹구성요소를만든다음, Lightning 웹구성요소를참조하는개체별빠른작업을생성합니다.

그런다음, 페이지레이아웃이나 Lightning 앱빌더를사용하여개체의레코드페이지에작업을추가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동적작업에대한추가지원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데이터과학자또는기계학습전문가는아니지만앱에 AI를통합하려면,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API를사용하여이

미지인식및자연어처리를통해앱을쉽게 AI로활성화합니다. Einstein Vision API를사용하면사전교육된분류자를

활용하거나사용자정의분류자를교육하여다양한이미지인식사용사례를해결할수있습니다. Einstein Language

API로는자연어프로세싱능력을활용하여텍스트를분석하고텍스트이면에있는분위기나의도를추론할수도있

습니다. 앱을더욱스마트하고현명해보이도록만드십시오.

이섹션에서는:

Einstein Vision 및 Language는 HIPAA를준수합니다.

이제 Einstein Vision 및 Language는건강보험이전과책임에관한법(HIPAA)을준수합니다. 이제 Einstein Vision 및

Language가고객의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를처리하기위해엄격한 HIPAA 표준을충족합니다.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서비스는 HIPAA 준수를통해엄격하게규제되는의료부문에서사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고있

습니다.

Einstein Vision

이제 Einstein OCR(광학문자인식)이그래픽이미지형식이외에 PDF 형식(베타)으로된문서를지원합니다. OCR(광

학문자인식) 모델로보낼수있는이미지또는 PDF 파일의최대크기가 5MB에서 10MB로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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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Language

다음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원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브라질포르투갈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러

시아어. 이제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레이블당최소 50개의예를추천합니다. 이전에는최소 150개의예를

추천했습니다.

Einstein Vision 및 Language는 HIPAA를준수합니다.
이제 Einstein Vision 및 Language는건강보험이전과책임에관한법(HIPAA)을준수합니다. 이제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가고객의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를처리하기위해엄격한 HIPAA 표준을충족합니다. Einstein Vision 및 Language

서비스는 HIPAA 준수를통해엄격하게규제되는의료부문에서사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고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Contact Manag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Salesforce Einstein Vision 소개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Salesforce Einstein Language 소개

Einstein Vision
이제 Einstein OCR(광학문자인식)이그래픽이미지형식이외에 PDF 형식(베타)으로된문서를지원합니다. OCR(광학

문자인식) 모델로보낼수있는이미지또는 PDF 파일의최대크기가 5MB에서 10MB로증가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Einstein OCR을사용하여더많은텍스트감지

이제더큰파일을처리할수있습니다. OCR(광학문자인식) 모델로보낼수있는이미지또는 PDF 파일의최대크

기가 5MB에서 10MB로증가했습니다.

Vision API 교육상태응답의새필드

모델교육상태를반환하는 Einstein Vision API 호출에대한응답 JSON에는 globalResourceDownloadTime 필드

라는새필드가포함됩니다. 이필드는 modelType이 image-detection인경우에반환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Salesforce Einstein Vision 소개

Salesforce Einstein

Einstein OCR을사용하여더많은텍스트감지

이제더큰파일을처리할수있습니다. OCR(광학문자인식) 모델로보낼수있는이미지또는 PDF 파일의최대크기

가 5MB에서 10MB로증가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Contact Manag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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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새로운최대이미지크기는이미지의텍스트를감지하는호출에적용됩니다(POST /v2/vision/ocr)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Einstein OCR 정의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텍스트감지

Vision API 교육상태응답의새필드

모델교육상태를반환하는 Einstein Vision API 호출에대한응답 JSON에는 globalResourceDownloadTime 필드라

는새필드가포함됩니다. 이필드는 modelType이 image-detection인경우에반환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Contact Manag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다음호출에대한응답에새필드가표시됩니다. 교육상태확인 - GET /v2/vision/train/<MODEL_ID>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교육상태확인

Einstein Language
다음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원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브라질포르투갈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러시

아어. 이제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레이블당최소 50개의예를추천합니다. 이전에는최소 150개의예를추천했

습니다.

이섹션에서는:

더많은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원정식출시

다음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원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브라질포르투갈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러

시아어. 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언어를지정합니다. 해당데이터집합을교육할경우모델은데이터집합언

어를상속합니다.

더적은데이터로 Einstein Intent 모델만들기

성공적인모델을만들기위해서는데이터(많을수록좋음)가중요합니다. 데이터가많지않거나정확한모델을

만드는데필요한다양한예제가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제모델이생성되는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레이

블당최소 50개의예를추천합니다. 이전에는최소 150개의예를추천했습니다.

언어 API 교육상태응답의새필드

모델교육상태를반환하는 Einstein Language API 호출에대한응답 JSON에는 globalResourceDownloadTime

필드라는새필드가포함됩니다. 이필드는 modelType이 text-intent 또는 text-sentiment인경우에반

환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Salesforce Einstein Language 소개

Salesforce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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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원정식출시

다음언어에대한 Einstein Intent 지원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브라질포르투갈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러시

아어. 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언어를지정합니다. 해당데이터집합을교육할경우모델은데이터집합언어를

상속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Contact Manag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데이터집합을만들때 language 매개변수에언어를지정하고, 모델을만들기위해데이터집합을교육할

경우에는 multilingual-intent 또는 multilingual-intent-ood 값을포함한 algorithm 매개변수로전

달합니다(도메인외예측을처리하는모델생성). 이러한호출은 language 매개변수를취합니다.

• 비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 POST /v2/language/datasets/upload

• 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 POST /v2/language/datasets/upload/sync

이러한호출은 algorithm 매개변수를취합니다.

• 데이터집합교육 - POST /v2/language/train

• 데이터집합재교육 - POST /v2/language/retrain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지원되는언어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파일에서비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비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데이터집합교육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데이터집합재교육

더적은데이터로 Einstein Intent 모델만들기

성공적인모델을만들기위해서는데이터(많을수록좋음)가중요합니다. 데이터가많지않거나정확한모델을만드

는데필요한다양한예제가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제모델이생성되는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레이블당최

소 50개의예를추천합니다. 이전에는최소 150개의예를추천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Contact Manag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데이터집합을만들때각데이터범주에는레이블이있습니다. 예를들어레이블이름이암호지원이라고가

정하겠습니다. 데이터추가에추가하는예에는레이블이있습니다. 레이블암호지원의두가지예는다음과같습

니다. 암호를재설정하려고하지만암호를잊어버렸습니다. 이제레이블당 150개대신 50개의예제만있으면됩니

다. 이변경사항은 text-intent 유형이있는데이터집합에적용됩니다. 해당 API 호출중하나를사용하여의도

데이터집합을만듭니다.

• 비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 POST /v2/language/datasets/upload

• 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 POST /v2/language/datasets/upload/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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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적은데이터(레이블당예제최소 50개)를사용하여의도데이터집합을만들때데이터집합을교육하여모델을

만들경우 multilingual-intent 또는 multilingual-intent-ood 알고리즘을사용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파일에서비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비동기식으로데이터집합만들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데이터집합교육

언어 API 교육 상태응답의새필드

모델교육상태를반환하는 Einstein Language API 호출에대한응답 JSON에는 globalResourceDownloadTime 필드

라는새필드가포함됩니다. 이필드는 modelType이 text-intent 또는 text-sentiment인경우에반환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Group,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Contact Manag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다음호출에대한응답에새필드가표시됩니다. 교육상태확인 - GET /v2/language/train/<MODEL_ID>

다음사항도참조:

Einstein 플랫폼서비스개발자가이드: 교육상태확인

Salesforce 함수: 함수를사용하여 Salesforce 확장(베타)
Salesforce 함수를사용하면개발자가생산성이높은프로그래밍언어및오픈소스구성요소를사용하여구축한탄

력적으로확장가능한사용자정의비즈니스논리로 Salesforce를확장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함수를사용하면인

프라책임을줄여원하는언어와도구를사용하여 FaaS(Function-as-a-Service) 앱을구축하고통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 Salesforce 함수는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따른 "서

비스"의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

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

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

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

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Salesforce 함수 Trailblazer

Community에서 Salesforce 함수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조직에서이기능을활

성화하는정보는 Salesforce에문의하십시오.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모든모바일

앱버전에적용됩니다.

시기: Salesforce 함수베타는 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이후에열리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developer.salesforce.com

및 Salesforce 함수 Trailblazer Community에서추가알림및세부사항을찾아보십시오.

이유: 함수는 Salesforce 함수의신뢰할수있는컴퓨팅클라우드에서요청시실행되는코드입니다. 선호하는언어및

프레임워크를사용하여작성된복잡한비즈니스논리코드를실행합니다. Salesforce 함수는안전한다중테넌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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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및자동크기조정환경에서코드를호출하는데필요한다른모든작업을처리하는 Salesforce Platform에의해완

벽하게관리됩니다.

방법: Salesforce 함수노드 SDK를사용하는 JavaScript 또는 TypeScript를작성하여조직과통신합니다. Salesforce CLI를사

용하여 Salesforce 함수컴퓨팅클라우드에함수를배포합니다. 그후 Apex를사용하여함수를호출하고 Salesforce 함

수인프라가요청시함수를인증및실행합니다.

Visualforce
릴리스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면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호출이차단됩니다. 새릴리스업데이트는

Visualforce 원격 API 호출시향상된보안을제공합니다. 두릴리스업데이트는 Winter '22에적용됩니다.

이섹션에서는:

Visualforce 원격 API 보안호출(업데이트)

Visualforce 원격 API는 JavaScript를사용하여 Visualforce 페이지에서직접 Apex 컨트롤러의메서드를호출합니다. API

보안이올바른지확인하기위해호출의유효성검사가더엄격해졌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에서적용

됩니다.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호출방지(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Visualforce 페이지에서 API 탐색호출이연속적으로발생할수있으며, 그로인해원하지않는동작이야기될수있

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이 API 탐색호출패턴을방지하고첫탐색호출만시작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Visualforce 원격 API 보안호출(업데이트)
Visualforce 원격 API는 JavaScript를사용하여 Visualforce 페이지에서직접 Apex 컨트롤러의메서드를호출합니다. API 보

안이올바른지확인하기위해호출의유효성검사가더엄격해졌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에서적용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시기: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1부터사용가능하며프로덕션조직에적용되는시기는 Winter '22, sandbox 조직에적

용되는시기는 Summer '21입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

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Visualforce JavaScript 원격 API의보안향상을위해이번업데이트는 Visualforce $RemoteAction 전역변수의 CSRF

토큰생성방법을수정합니다. 이유효성검사를통해게스트사용자에의한 API 원격호출을더안전하게보호할수

있습니다. 또한이번업데이트는 {"apexType": "Object"} 매개변수(Apex 메서드매개변수에대해 Visualforce

$RemoteAction 전역변수가사용)의유효성을검사하며 apexType 매개변수가유효하지않은경우오류메시

지가나타납니다. 이유효성검사는사용자가액세스할수없는 Apex 개체를제공하거나 Apex 메서드매개변수를충

족하지않는 Apex 개체를제공할수없게만듭니다.

방법: Winter '22에자동활성화되기전에 sandbox 환경에서이러한테스트단계를수행하여릴리스업데이트의영향

을평가하고유효성검사오류를수정하는것이좋습니다.

1. Visualforce 원격 API 사용을모두찾으려면응용프로그램코드를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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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API는 @RemoteAction 주석으로 Apex 컨트롤러메서드를호출합니다. Apex 컨트롤러메서드는아래서명

을사용합니다.

@RemoteAction
global static String myMethod(String inputArgument) { ... }

Visualforce 페이지는아래 JavaScript를사용하여 Apex 컨트롤러메서드를호출합니다.

Visualforce.remoting.Manager.invokeAction(
'{!$RemoteAction.MyController.myMethod}',
myArgument,
function(result, event){...}
...

2.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한다음, 릴리스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Visualforce JavaScript

원격적용활성화를위해테스트단계를따르되릴리스업데이트는아직활성화하지마십시오.

3. 유효성검사에실패하는 Visualforce 원격 API 호출을확인하기위해릴리스업데이트테스트실행을활성화합니

다. 원격을사용하는테스트를수동으로테스트한후콘솔로그에서예외사항과실패한유효성검사가있는지

확인합니다.

4. 유효성검사에실패한각경우를검토하고코드의 Visualforce 원격 API 사용을수정하는단계를완료합니다.

오류메시지는유효성검사가어떻게실패하는지와문제수정방법을식별합니다. 예를들어, apexType 값이

Apex 메서드인수유형을충족하지않는다는오류메시지가나타나면 apexType 값을올바른유형으로변경하

십시오.

5. 간단한해결방법이없는복잡한기능으로인해응용프로그램일부를재설계해야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인터페이스매개변수로원격메서드선언을참조하십시오.

예를들어, apexType 값에액세스할수없을경우유효하지않은 apexType 값을사용하지않도록 Visualforce

Remoting API 사용을재설계해야합니다.

6. 수동테스트가완료되면릴리스업데이트테스트실행을비활성화하고프로덕션조직에코드변경사항을전송

합니다.

7. 프로덕션조직에릴리스업데이트를활성화하거나 Winter '22에자동활성화되기를기다립니다.

주: 테스트시변경한코드는릴리스업데이트를즉시활성화하거나자동활성화때까지기다리는것과관

계없이유효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호출방지(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Visualforce 페이지에서 API 탐색호출이연속적으로발생할수있으며, 그로인해원하지않는동작이야기될수있습

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이 API 탐색호출패턴을방지하고첫탐색호출만시작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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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Salesforce는 Winter '22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

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호출을시작하면 API 호출경쟁으로인해원하지않는동작이발생할수있

습니다. 오류를방지하기위해이릴리스업데이트에서는첫번째 API 탐색호출만수락합니다. 이릴리스업데이트

를통해조직에서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동작을보장합니다.

방법: 이 API 탐색패턴을사용하는모든 Visualforce 페이지가영향을받습니다. 영향받는모든 Visualforce 페이지를검

토하십시오. Salesforce는향후교체패턴을제공할예정입니다. 또는페이지를편집하여 Lightning 구성요소를대신

사용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릴리스업데이트

Apex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기능은현재베타버전이며패키징을지원합니다.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사용하여 ISV

응용프로그램을모니터링합니다. 이제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기능이정식출시됩니다.

ISV의 Developer Edition 조직에는여유플랫폼캐시가제공됩니다. 콜아웃을수행하는호출가능한작업에콜아웃주

석특성을사용합니다. 쿼리커서는성능향상을위해최적화가상당히잘되었습니다.

이러한향상기능에대한자세한내용은 Apex 개발자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베타)를사용하여비동기 Apex 작업에작업첨부

Spring ’21에서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기능이베타버전으로제공됩니다. 새제한은처리되지않은예외로인해

실패한대기가능작업을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를통해 5번만대기열에다시할당할수있도록설정합니다. 이

제한은일련의연속대기가능작업실패에적용됩니다. 처리되지않은예외없이대기가능작업이완료되면카

운터가재설정됩니다. 파이널라이저는내부클래스로구현될수있습니다. 또한동일한클래스를사용하여대

기가능및파이널라이저인터페이스를모두구현할수있습니다.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사용하여 ISV 응용프로그램을모니터링합니다.

관리패키지에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포함하여배치작업의상태를모니터링하고사후설치단계없이필

요한수정작업을수행합니다.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정식출시)

관리자가 Flow Builder에서사용자정의호출가능한작업을쉽게구성할수있도록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만

듭니다.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단순한 Lightning 웹구성요소입니다. 현재정식출시된이기능에는베타릴

리스이후의몇가지변경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패키지및변경집합이호출가능한작업의사용자정

의속성편집기를포함하는플로에대해지원합니다.

관리패키지용여유플랫폼캐시(정식출시)

Salesforce에서는 AppExchange 인증및보안검토를거친관리패키지에 3MB의여유플랫폼캐시용량이제공됩니

다. 이기능은공급자여유용량이라는용량유형을통해사용할수있으며 Developer Edition 조직에서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535

Apex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status.salesforce.com/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apexcode.meta/apexcode/


콜아웃을작성하는호출가능한 Apex 메서드플래그지정

이제콜아웃을수행하는호출가능한작업에서콜아웃특성을호출가능한 Apex 메서드주석에추가할수있습

니다. 이정보를통해작업을호출하는플로에서런타임시트랜잭션을관리하는방법을알수있습니다.

향상된성능에최적화된쿼리커서

Apex의쿼리커서사용방법이최적화되었습니다. for 루프를사용하는 SOQL 쿼리와같은경우더이상 Apex에

서쿼리커서를내부적으로생성하거나사용하지않습니다. 대신성능향상및쿼리커서경합감소를위해메모

리가버퍼링됩니다. 해당최적화는배치 Apex 쿼리에적용되지않습니다.

새 LeadConvert 메서드를사용하여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으로동시에변환

고객이개인및그룹을포함하는경우세일즈팀은변환된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에동시에연결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은행은가족의각구성원별로개인계정을만들고가족을비즈니스계정으로그룹화할

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Apex: 신규및변경된항목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베타)를사용하여비동기 Apex 작업에작업첨부

Spring ’21에서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기능이베타버전으로제공됩니다. 새제한은처리되지않은예외로인해실

패한대기가능작업을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를통해 5번만대기열에다시할당할수있도록설정합니다. 이제한

은일련의연속대기가능작업실패에적용됩니다. 처리되지않은예외없이대기가능작업이완료되면카운터가

재설정됩니다. 파이널라이저는내부클래스로구현될수있습니다. 또한동일한클래스를사용하여대기가능및

파이널라이저인터페이스를모두구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베타기능을사용하기위해스크

래치조직에서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를활성화하지않아도됩니다. 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기능은스크래치조

직에한정된것이아니며프로덕션조직및 Sandbox에서사용할수있으며관리패키지에포함될수있습니다.

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

따른 "서비스"의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

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

일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

목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

해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

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

의 TransactionFinalizers 그룹에서이기능에대한사용자의견및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방법: System.FinalizerContext 인터페이스에 4개의메서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 getAsyncApexJobId 메서드: 이파이널라이저가정의된대기가능작업의 ID를반환합니다.

• getRequestId 메서드: 파이널라이저실행과파이널라이저가첨부되는대기가능작업모두가공유하는요청

ID를반환합니다. 이공유 ID를사용하여대기가능작업과첨부된파이널라이저의로그를필터링할수있습니다.

• getResult 메서드: 파이널라이저가첨부되는상위비동기 Apex 대기가능작업의결과를나타내는

System.ParentJobResult열거형을반환합니다. 열거형의유효한값은 SUCCESS및 UNHANDLED_EXCEPTIO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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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Exception 메서드: getResult가 UNHANDLED_EXCEPTION인경우대기가능작업이실패한예외를반환

하거나또는 null입니다.

대기가능작업에작업을첨부하려면 FinalizerContext 인터페이스를구현해야합니다. 대기가능작업에파이널라이

저인스턴스를하나만첨부할수있습니다. 파이널라이저의 execute 메서드구현시단일비동기 Apex 작업(대기

가능, 미래또는배치)을대기열에지정할수있습니다. 파이널라이저구현시콜아웃이허용됩니다.

예시를포함한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구현에대한자세한내용은 Apex 개발자가이드의트랜잭션파이널라이저

(베타)를참조하십시오.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사용하여 ISV 응용프로그램을모니터링합니다.
관리패키지에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포함하여배치작업의상태를모니터링하고사후설치단계없이필요

한수정작업을수행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BatchApexErrorEvent 개체는실패한일괄 Apex 실행과관련된플랫폼이벤트를나타냅니다. 이플랫폼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Apex 클래스선언이 Database.RaisesPlatformEvents 인터페이스를구현해야합니다.

BatchApexErrorEvent 플랫폼이벤트는배치 Apex 작업에서처리되지않은예외가발생한경우에발생합니다.

자세한내용은 Apex 개발자가이드의배치 Apex에서플랫폼이벤트발생을참조하십시오.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만들기(정식출시)
관리자가 Flow Builder에서사용자정의호출가능한작업을쉽게구성할수있도록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만듭

니다.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는단순한 Lightning 웹구성요소입니다. 현재정식출시된이기능에는베타릴리스

이후의몇가지변경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패키지및변경집합이호출가능한작업의사용자정의속성

편집기를포함하는플로에대해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방법: Lightning 웹구성요소개발자가이드에서 Flow Builder에대한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개발을참조하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사용자정의속성편집기를사용하여 Flow Builder에서보다쉽게호출가능작업구성

관리패키지용여유플랫폼캐시(정식출시)
Salesforce에서는 AppExchange 인증및보안검토를거친관리패키지에 3MB의여유플랫폼캐시용량이제공됩니다.

이기능은공급자여유용량이라는용량유형을통해사용할수있으며 Developer Edition 조직에서자동으로활성화

됩니다.

적용조건:  Developer Edition에서는 3MB의여유플랫폼캐시가제공됩니다.

방법: 공급자여유용량을플랫폼캐시파티션에할당하고이를관리패키지에추가합니다. AppExchange 인증및보

안검토를거친관리패키지가구독자조직에설치된경우공급자여유용량이할당되고설치된플랫폼캐시파티

션에서자동으로사용할수있게됩니다. 그후플랫폼캐시파티션을사용하여관리패키지를시작할수있습니다.

공급자여유용량은 1세대및 2세대패키징으로제공됩니다. 2세대패키징의경우공급자여유용량을사용하여스

크래치조직을만들려면 ProviderFreePlatformCache 기능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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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리패키지가 AppExchange 인증및보안검토를거치지않은경우패키지설치시공급자여유용량이 0으

로다시설정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온라인도움말: 공급자여유용량을사용하여플랫폼캐시파티션설정(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

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콜아웃을작성하는호출가능한 Apex 메서드플래그지정

이제콜아웃을수행하는호출가능한작업에서콜아웃특성을호출가능한 Apex 메서드주석에추가할수있습니다.

이정보를통해작업을호출하는플로에서런타임시트랜잭션을관리하는방법을알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방법: @InvocableMethod로주석이달린 Apex 메서드에서콜아웃에플래그를지정하려면 callout 특성을주석

에추가하고 true로설정합니다.

@InvocableMethod(callout=true, label=”My Action Label”)

작업에서콜아웃을작성할경우 callout 특성을 true로설정합니다. 플로를통해작업을실행하는경우런타임

시플로가새트랜잭션또는현재실행중인트랜잭션에서작업을성공적으로실행하는방법을결정합니다.

콜아웃특성이 false로설정된경우트랜잭션에커밋되지않은작업이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트랜잭션에서안

전하게수행되도록해당작업에플래그가지정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화면플로에서자동으로콜아웃오류방지

향상된성능에최적화된쿼리커서

Apex의쿼리커서사용방법이최적화되었습니다. for 루프를사용하는 SOQL 쿼리와같은경우더이상 Apex에서쿼

리커서를내부적으로생성하거나사용하지않습니다. 대신성능향상및쿼리커서경합감소를위해메모리가버

퍼링됩니다. 해당최적화는배치 Apex 쿼리에적용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새 LeadConvert 메서드를사용하여 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으로동시

에변환

고객이개인및그룹을포함하는경우세일즈팀은변환된리드를개인계정및비즈니스계정에동시에연결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은행은가족의각구성원별로개인계정을만들고가족을비즈니스계정으로그룹화할수있

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방법: APEX 리드변환, 개인계정, 여러계정에연락을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의경우 LeadConvert 클래스에새메서드

를사용할수있습니다. getRelatedPersonAccountId(), setRelatedPersonAccountId(),

getRelatedPersonAccountRecord(), setRelatedPersonAccountRecord()메서드를사용하면리드를연

락처대신비즈니스계정및개인계정으로변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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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ConvertResult 클래스의새 getRelatedPersonAccountId() 메서드는신규또는기존연결된개인계

정의 ID를반환합니다.

API
일부레거시버전 API가 Summer ’21 릴리스에사용중지됩니다.

이섹션에서는:

플랫폼 API 레거시버전의향후사용중지에대한사전공지

Summer ’21 릴리스이후 Salesforce Platform API의레거시버전이사용중지되며더이상 Salesforce에서지원되지않

습니다.

플랫폼 API 레거시버전의향후사용중지에대한사전공지

Summer ’21 릴리스이후 Salesforce Platform API의레거시버전이사용중지되며더이상 Salesforce에서지원되지않습니

다.

적용조건: 다음 API 버전이사용중지되며더이상 Salesforce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

SOAP API
7.0, 8.0, 9.0, 10.0, 11.0, 11.1,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REST API
20.0

대량 API
16.0, 17.0, 18.0, 19.0, 20.0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API 액세스사용),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시기: 고객은레거시 API 버전이만료되는 Summer '21 릴리스까지계속해서해당레거시버전을사용할수있습니다.

해당레거시버전이사용중지되면해당 API를사용하는응용프로그램이중단됩니다. 요청된끝점이비활성화되었

음을나타내는오류메시지와함께요청에실패합니다.

대상: 이사용중지는모든 API 사용조직 Edition에영향을미치며 Salesforce Classic 및 Lightning Experience 모두에적용됩

니다.

이유: Salesforce는응용프로그램을통해사용자정의기능을구축할경우전반적인 Salesforce 환경을향상하기위해

최신 API 버전개선에개발노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

방법: 고객은 Summer ’21 릴리스전에사용가능한최신 API 버전에서작동하도록응용프로그램을수정또는업그레

이드해야합니다. 새버전의 API를사용하면고급성능및개선된보안과성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Knowledge 기사번호 000351312를참조하십시오.

패키징

패키지릴리스버전을지정하여패키지에예정된기능을테스트합니다. 이제정식출시된조직에종속된패키지를

사용하여조직메타데이터를풀기힘들때잠금해제패키지를사용하면됩니다. 다단계인증을사용하는라이센스

관리조직에있는구독자지원콘솔을보호합니다. 새 API 필드를사용해패키징작업을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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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릴리스전환시패키지에특정릴리스를대상으로지정

주요 Salesforce 릴리스전환시패키지버전을만들때 preview 또는 previous를지정할수있습니다. 패키지

의릴리스버전을지정하면 Salesforce 조직에적용된릴리스와관계없이향후기능테스트, 재발테스트, 고객지

원이가능합니다. 이전에는 Dev Hub 조직에있는 Salesforce 릴리스와일치하는패키지버전만만들수있었습니

다.

메타데이터를풀수없습니까? 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사용(정식출시)

잠금해제패키지의변형인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는설치조직의비패키지메타데이터에따라패키

지를만들수있습니다. 프로덕션조직메타데이터를푸는과업이너무벅찰경우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

지를사용하십시오. 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를사용하면패키지버전을생성할때가아니라패키지를

설치하는동안메타데이터확인이이루어집니다.

새 API 필드를사용해패키징작업모니터

SOAP 및툴링 API 개체의세가지새필드를사용해푸시업그레이드및패키지생성과관련된문제를모니터링하

고해결할수있습니다. SOAP API의 PackagePushRequest 및 PackagePushJob 개체에는푸시업그레이드시작시간, 종

료시간, 완료까지걸린시간을나타내는새필드가있습니다. 툴링 API의 Package2Version 개체에는패키지버전을

만드는데걸린시간을나타내는새필드가있습니다. 또한 package:version:list 또는

package:version:report의 --verbose를사용해패키지버전의 BuildDurationInSeconds를볼수있

습니다.

구독자조직에로그인시다단계인증필요(업데이트)

LMO(라이센스관리조직)에로그인시 MFA(다단계인증)를요구하여구독자조직에안전하게액세스합니다.

패키지버전생성테스트를위한비패키지메타데이터지정(정식출시)

패키지에는필요하지않지만패키지버전을생성하는동안 Apex 테스트를실행하는데메타데이터가필요한경

우가간혹있습니다. 이러한경우 sfdx-project.json 파일에서비패키지메타데이터를포함하는경로를지

정할수있습니다. 비패키지메타데이터는패키지에포함되지않으며구독자조직에설치되지않습니다.

Salesforce 릴리스 전환시패키지에특정릴리스를대상으로지정

주요 Salesforce 릴리스전환시패키지버전을만들때 preview 또는 previous를지정할수있습니다. 패키지의릴

리스버전을지정하면 Salesforce 조직에적용된릴리스와관계없이향후기능테스트, 재발테스트, 고객지원이가능

합니다. 이전에는 Dev Hub 조직에있는 Salesforce 릴리스와일치하는패키지버전만만들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잠금해제패키지및 2세대관리패키지에적용됩니다.

시기: Dev Hub 조직이 Spring '21 릴리스에업데이트되고나면 previous 릴리스버전집합을사용해패키지를만들

수있습니다.

Summer '21 릴리스전환부터릴리스버전을 preview 또는 previous로지정할수있습니다.

방법: 이전 Salesforce 릴리스버전에근거해패키지버전을만들려면다음을포함하는스크래치정의파일을만듭니

다.

{
"release": "prev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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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음, 패키지버전을만들때정의파일을지정합니다.

sfdx force:package:version:create -f config/project-scratch-def.json

메타데이터를풀수없습니까? 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사용(정식출시)
잠금해제패키지의변형인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는설치조직의비패키지메타데이터에따라패키지를

만들수있습니다. 프로덕션조직메타데이터를푸는과업이너무벅찰경우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를사

용하십시오. 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를사용하면패키지버전을생성할때가아니라패키지를설치하는동

안메타데이터확인이이루어집니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Salesforce CLI를사용하여생성된잠금해제패키지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시스템관리자프로필또는 2세대패키지만들기및업데이트권한이필요합니다.

이유: 오래된대형프로덕션조직은대량의메타데이터가누적되는경우가자주있어패키지기반인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관리(ALM) 방식을채택할때모듈화하기가어렵습니다. 복잡한대형조직고객은종속된잠금해제패키

지를통해메타데이터종속성일체를해결할필요없이잠금해제패키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주: 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는잠금해제패키지의변형으로서별도의패키지유형이아닙니다. 이패키지는

잠금해제패키지와같은패키지개발단계를따르며지원되는동일한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방법: 패키징을활성화하려면 Dev Hub부터활성화해야합니다.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Dev Hub를입력한다

음, Dev Hub를선택합니다. 그런다음, Dev Hub 활성화를선택한후잠금해제패키지및 2세대관리패키지활성화를

선택합니다.

orgdependent  CLI 매개변수를package:create  CLI 명령에사용합니다.

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를개발하려면 Sandbox에서소스추적을사용해보십시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DX 개발자가이드: 조직에종속된잠금해제패키지만들기

새 API 필드를사용해패키징작업모니터

SOAP 및툴링 API 개체의세가지새필드를사용해푸시업그레이드및패키지생성과관련된문제를모니터링하고

해결할수있습니다. SOAP API의 PackagePushRequest 및 PackagePushJob 개체에는푸시업그레이드시작시간, 종료시

간, 완료까지걸린시간을나타내는새필드가있습니다. 툴링 API의 Package2Version 개체에는패키지버전을만드는

데걸린시간을나타내는새필드가있습니다. 또한 package:version:list 또는 package:version:report

의 --verbose를사용해패키지버전의 BuildDurationInSeconds를볼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잠금해제패키지및 2세대관리패키지에적용됩니다. 푸시업그레이드시작및종료

시간은 1세대관리패키지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구독자조직에로그인시다단계인증필요(업데이트)
LMO(라이센스관리조직)에로그인시 MFA(다단계인증)를요구하여구독자조직에안전하게액세스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1세대와 2세대관리패키지를지원하기위해사용되는라이센스관리조직에적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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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Salesforce는 Summer '21부터이업데이트를적용합니다. 인스턴스에대한주요릴리스업그레이드날짜를확인

하려면신뢰상태로이동하여인스턴스를검색하고서비스점검탭을클릭하십시오.

이유: 이번변경사항은지원이필요한구독자가조직에액세스할때사용자 ID를확인하여구독자에게추가보안을

제공합니다. 또한구독자조직에로그인하는사용자를더욱잘관리하고책임질수있습니다.

방법: 다단계인증을사용하는라이센스관리조직설정되지않았을경우이번업데이트는구독자지원콘솔에대

한액세스시도를차단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테스트하고적용하려면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릴리스 업데이트를입력하고릴리스업데이

트를선택합니다. 구독자조직에로그인시다단계인증필요를찾아테스트및활성화단계를따릅니다.

다음사항도참조:

ISVforce 가이드: 구독자조직에로그인

릴리스업데이트

패키지버전생성테스트를위한비패키지메타데이터지정(정식출시)
패키지에는필요하지않지만패키지버전을생성하는동안 Apex 테스트를실행하는데메타데이터가필요한경우

가간혹있습니다. 이러한경우 sfdx-project.json 파일에서비패키지메타데이터를포함하는경로를지정할

수있습니다. 비패키지메타데이터는패키지에포함되지않으며구독자조직에설치되지않습니다.

적용조건: 이변경사항은 Salesforce CLI를사용하여생성된 2세대관리패키지와잠금해제된패키지에적용됩니다.

대상: 사용자에게시스템관리자프로필또는 2세대패키지만들기및업데이트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sfdx-project.json 파일에서비패키지메타데이터에대한경로를지정합니다.

이예에서 my-unpackaged-directory의메타데이터는 TV_unl 패키지의패키지버전이생성되는동안테스트를

실행할수있습니다.

"packageDirectories": [
{

"path": "force-app",
"package": "TV_unl",
"versionName": "ver 0.1",
"versionNumber": "0.1.0.NEXT",
"default": true,
"unpackagedMetadata": {

"path": "my-unpackaged-directory"
}

},
{

"path": "my-unpackaged-directory",
"default": false

}
]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DX 개발자가이드: 패키지버전생성테스트를위한비패키지메타데이터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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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조직

스크래치조직은각기다른목적으로신속하게전환할수있는구성가능한전용 Salesforce 환경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성가능한새기능에대한지원이추가됩니다.

이섹션에서는:

다양한기능을포함하는스크래치조직만들기

스크래치조직용새기능을사용하면더많은옵션을활용하여스크래치조직을설계할수있습니다.

다양한기능을포함하는스크래치조직만들기

스크래치조직용새기능을사용하면더많은옵션을활용하여스크래치조직을설계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eveloper, Enterprise, Group, Professional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Salesforce Classic 및모든

Salesforce 앱버전에적용됩니다.

방법: 스크래치조직정의파일에기능을추가합니다.

• AddCustomFields:<value>

• AdmissionsConnectUser

• AIReplyRecommendations

• AnalyticsAppEmbedded

• CallCoaching

• CampaignInfluence2

• CoachingManagerGroupAccess

• CustomerAssetLifecycleManagement

• CustomerExperienceAnalytics

• CustomFieldDataTranslation

• DecisionTable

• EinsteinAnalyticsForB2BMarketing

• EinsteinSearch

• EnableSetPasswordInApi

• ERMAnalytics

• FinanceLogging

• GoalManagerGroupAccess

• IndustriesCompliantDataSharing

• ManufacturingAnalytics

• MyTrailhead

• OrderManagement

• OrderSaveBehaviorBoth

• OrderSaveLogicEnabled

• PardotEinstein

• Public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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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sCadenceFolderSharing

• Walkthroughs

• WorkPerform

• WorkplaceCommandCenterUser

변경된스크래치조직기능

PlatformConnect는 1~5 사이의수량이필요합니다.

PlatformConnect:<value>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DX 개발자가이드: 스크래치조직기능

Sandbox
짧은시간안에데이터를마스킹하고마스킹구성을세밀하게제어하거나새로추가된데이터만증분적으로마스

킹합니다. 소스추적으로로컬프로젝트및조직간변경사항목록을확인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Data Mask로데이터보안상세조정

짧은시간안에데이터를마스킹하고마스킹구성을세밀하게제어하거나새로추가된데이터만증분적으로마

스킹합니다. 중요한데이터일체를보호하기위한강력한새로운방법을제공하는고급 Data Mask 기능입니다.

Data Mask를사용하여 Sandbox의데이터를자동으로마스킹하십시오.

로컬프로젝트및 Sandbox 간변경사항추적(정식출시)

Salesforce DX 플랫폼에서개발할때소스추적을실행하여로컬프로젝트및 Salesforce Sandbox 간생성, 업데이트

또는삭제한구성요소목록을확인합니다.

Data Mask로데이터보안상세조정

짧은시간안에데이터를마스킹하고마스킹구성을세밀하게제어하거나새로추가된데이터만증분적으로마스

킹합니다. 중요한데이터일체를보호하기위한강력한새로운방법을제공하는고급 Data Mask 기능입니다. Data Mask

를사용하여 Sandbox의데이터를자동으로마스킹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됩니다.

대상: Data Mask를설치하거나업데이트할수있는사용자는시스템관리자프로필이있는사용자입니다.

이유:

특정필드에서레코드필터링규칙을설정하여마스킹할데이터레코드를대상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이제 Data Mask는 8가지언어로지원됩니다.

• 브라질어

• 포르투갈어

• 네덜란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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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일본어

• 멕시코스페인어

• 스페인스페인어

방법: Data Mask는프로덕션조직에설치하여실행하는관리패키지입니다. 프로덕션조직에서만든 sandbox에마스

킹프로세스를실행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필터기준설정

로컬프로젝트및 Sandbox 간변경사항추적(정식출시)
Salesforce DX 플랫폼에서개발할때소스추적을실행하여로컬프로젝트및 Salesforce Sandbox 간생성, 업데이트또는

삭제한구성요소목록을확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Database.com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이유: 변경사항목록을나열하는대신소스추적을통해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 메타데이터구성요소에대한변경사항을자동추적하여번거롭게수동추적하지않아도됩니다.

• 다른개발자가 Sandbox에전달한변경사항을확인합니다.

• 변경된소스를전달하거나가져옵니다.

• 소스를전달하거나가져오기전에로컬프로젝트및 Sandbox 간충돌을식별하고해결합니다.

방법: 다음예는 Salesforce CLI 명령을사용합니다. 터미널창또는명령창에서변경사항을확인할프로젝트디렉터

리로이동합니다. 이예에서디렉터리의이름은 MyProject입니다.

cd MyProject

로컬프로젝트및 Sandbox 간변경사항을보려면 force:source:status 명령을실행하십시오. -u 매개변수를포함하여로

컬프로젝트와비교할 Sandbox의사용자이름을지정합니다. 이예에서사용자이름은 DevSandbox입니다.

sfdx force:source:status -u DevSandbox

CLI는로컬프로젝트및 Sandbox 간차이점을표시합니다. 이예에서로컬프로젝트는이름이 WidgetClass인 Apex 클래

스를포함합니다. Sandbox는로컬프로젝트로가져오지않았지만로컬프로젝트의 Widget__c와충돌하는이름이

Widget__c인사용자정의개체의변경사항을포함합니다. 이예에서 Sandbox에서작업하는사람은 Widget__c에서 All

로명명된목록보기를삭제하고이름이 WidgetPermissions인권한집합을포함합니다. Sandbox에소스를전달하면

WidgetClass ApexClass가추가됩니다. Sandbox에서소스를가져오면 Widget__c가변경되고 Widget__c의 All 목록보기가

삭제되며로컬프로젝트에이름이 WidgetPermissions인권한집합이생성됩니다.

=== Source Status
STATE FULL NAME TYPE PROJECT PAT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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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dd WidgetClass ApexClass /WidgetClass.cls-meta.xml
Local Add WidgetClass ApexClass /WidgetClass.cls
Remote Changed (Conflict) Widget__c . CustomObject
force-app/main/default/objects/Widget__c/Widget__c.object-meta.xml
Remote Deleted Widget__c.all ListView .
force-app/main/default/objects/Widget__c/listViews/All.listView-meta.xml
Remote Add WidgetPermissions PermissionSet

플랫폼개발도구

Customer 360 플랫폼에서쉽게개발할수있게해주는열린통합형환경인 Salesforce Developer Experience(DX)를사용해

응용프로그램을공동작업으로구축하고지속적으로제공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Customer 360 플랫폼앱쉽게개발하기

Salesforce DX 도구집합에는 Visual Studio 코드용 Salesforce 확장및 Salesforce CLI가포함되어있습니다. 팀에게가장

적합한도구를선택하고비즈니스요구를충족하십시오. 두도구의새버전은매주릴리스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Visual Studio 코드용 Salesforce 확장

Salesforce CLI 명령참조

Customer 360 플랫폼앱쉽게개발하기

Salesforce DX 도구집합에는 Visual Studio 코드용 Salesforce 확장및 Salesforce CLI가포함되어있습니다. 팀에게가장적합

한도구를선택하고비즈니스요구를충족하십시오. 두도구의새버전은매주릴리스됩니다.

Visual Studio 코드용 Salesforce 확장

이확장팩에는가볍고확장가능한 VS 코드편집기로 Customer 360 플랫폼에서개발하기위한도구가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업데이트에대해알아보려면주간릴리스노트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CLI

Salesforce CLI를사용하여개발및테스트용환경을만들고소스코드를동기화하며테스트를실행하고응용프로

그램전과정을제어합니다. 핵심 salesforcedx 플러그인의최근업데이트에대해알아보려면주간릴리스

노트를참조하십시오.

Lightning Design System
Salesforce Lightning 설계시스템(SLDS)에는 Salesforce Lightning 원칙, 설계언어및모범사례와일치하는사용자인터페

이스를만들기위한리소스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릴리스에서는스타일지정후크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기존구성요소동작업데이트와버그수정이자주이루어지므로최신변경사항은 Lightning 설계시스템의새로운

기능문서를참조하십시오. 이페이지에는변경사항이완료일자별로나와있습니다. 변경사항은다음주요 Salesforce

릴리스에도롤업됩니다. Spring '21에서주목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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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이중대시가있는 BEM 표기사용되지않음

이중대시(--)가있는 BEM 표시가 Summer '21부터 Lightning Design System에서사용이중단되며단일밑줄표시(_)

로교체됩니다.

Lightning Design System 구성요소청사진업데이트

고급기능및버그수정을통해 SLDS 구성요소청사진과유틸리티를최대한활용하십시오.

이중대시가있는 BEM 표기사용되지않음

이중대시(--)가있는 BEM 표시가 Summer '21부터 Lightning Design System에서사용이중단되며단일밑줄표시(_)로

교체됩니다.

이유: 이중대시는설명을포함하는 XML 파일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 이표시변경은 2017년 5월 25일, SLDS(Salesforce

Lightning Design System) 릴리스 2.3.1에처음발표되었으며, Winter ’21 릴리스노트에서다시발표되었습니다.

방법: Summer '21부터는이중대시가있는모든 BEM 표기를 SLDS 2.13.0 이상버전에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SLDS

2.13.0 이상버전을사용해작업을계속하기위한스타일을위해 CSS에서 --를 _로바꿉니다. 예를들어,

slds-button--brand를 slds-button_brand로바꾸십시오. SLDS 2.12.2 이전버전을사용하고있을경우해당

버전에변경사항이적용되지않았기때문에스타일이계속작동합니다.

VSCode를사용해개발하는경우 SLDS 유효성검사기확장을사용하여노드의 BEM 표시를수정하십시오. 확장은독

립형으로사용가능하지만 Salesforce Extension Pack의일부이기도합니다.

Lightning Design System 구성요소청사진업데이트

고급기능및버그수정을통해 SLDS 구성요소청사진과유틸리티를최대한활용하십시오.

Lightning Design System 스타일지정후크(베타)는몇몇구성요소청사진을위해 Winter '21에도입되었습니다. 이번릴

리스를통해다음의추가적인구성요소청사진에스타일지정후크가추가됩니다.

• 카드

• 확인란

• 확인란전환

• 입력

• 라디오그룹

• 선택

• 슬라이더

• Textarea

청사진개요에는스타일지정후크가있는구성요소가표시됩니다. 청사진과사용가능한스타일지정후크를보

려면구성요소를클릭하십시오.

SLDS 구성요소청사진에대한최근업데이트사항을적용하여 UI를개선합니다.

아코디언

머리글버튼이사용가능한모든간격을쓸수있도록업데이트되어아코디언기능을전환하기위해누를수있

는대상이더넓어졌습니다.

아코디언머리글의색을설정하기위한스타일지정후크가추가되었습니다.

547

Lightning Design System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salesforce.salesforce-vscode-slds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salesforce.salesforce-vscode-slds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salesforce.salesforcedx-vscode
https://www.lightningdesignsystem.com/components/overview/


경고

경고텍스트색의스타일지정후크이름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상태단계의구성요소수준스타일지정후크가제거되었습니다.

테마유틸리티클래스를포함하거나포함하지않는함수에대한마크업을업데이트하였습니다.

버튼

음영에대한스타일지정후크를추가하였습니다.

간격에대해변형이구체적인스타일링후크가추가되었습니다.

스타일지정후크 --sds-c-button-inverse-color-border-focus가제거되었습니다.

비활성화된단계의구성요소수준스타일지정후크가제거되어이제전역수준에서처리됩니다.

양식요소

모바일뷰포트의양식레이블과정보버튼아이콘사이의간격이조정되었습니다.

아이콘

구성요소수준아이콘의상태단계를수정하기위한후크가제거되었습니다.

모달

콘텐츠, 머리글, 바닥글의텍스트색을위한스타일지정후크가추가되었습니다.

콘텐츠, 머리글, 바닥글, 배경의백그라운드색을위한스타일지정후크가추가되었습니다.

머리글의잘못된스타일지정후크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필

포커스단계의스타일지정후크이름이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접미사는이제 -focus로써 -active가아닙니

다.

범위가지정된탭

범위가지정된탭에대한변형이구체적인스타일링후크가제거되었습니다.

스피너

데모 background-color가컨테이너포함및컨테이너고정예에추가되었습니다.

탭

탭상위컨테이너의표면색을드러내기위해 .slds-tabs_default에서흰 background-color가제거되었

습니다.

크기, 간격, 줄높이, 텍스트색을위한스타일지정후크가추가되었습니다.

알림

텍스트색을위한스타일지정후크가추가되었습니다.

Visual Picker

확인표시세로위치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pExchange 파트너

AppExchange App Analytics를사용하여구독자의 Apex 사용자정의코드사용에대한새로운인사이트를얻습니다. 새

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토인터페이스에서보안검토를위한솔루션을제출하고, 진행률을추적하고, 내역

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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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AppExchange App Analytics를사용하여 Apex 사용자정의코드분석

구독자가 AppExchange App Analytics 패키지사용로그및패키지사용요약을사용하여솔루션의 Apex 코드와상

호작용하는방법을알아봅니다. 고객중심전략의일환으로 Apex 이벤트및예외데이터를사용하면기능개발

결정을내리고구독자경험을개선하는데도움이됩니다.

새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토를사용하여신속하게솔루션을제출하고진행률을추적

새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토인터페이스에 Salesforce B2C Commerce 및 Quip 앱과같은더많은솔루션유

형에대한지원이추가됩니다. 검토진행률구성요소를확인하여남은과업, 검토상태, 제품보안요청을점검

합니다.

AppExchange 결제정보를빠르게업데이트

AppExchange 보안검토및연간목록수수료의결제방법을변경하려면목록의결제업데이트버튼을클릭하십

시오. 이기능을사용하면 AppExchange 목록에대한파일에있는결제정보를쉽게변경할수있습니다.

AppExchange App Analytics를사용하여 Apex 사용자정의코드분석

구독자가 AppExchange App Analytics 패키지사용로그및패키지사용요약을사용하여솔루션의 Apex 코드와상호작

용하는방법을알아봅니다. 고객중심전략의일환으로 Apex 이벤트및예외데이터를사용하면기능개발결정을

내리고구독자경험을개선하는데도움이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에적용됩니다.

대상: AppExchange 앱분석은보안검토를통과한관리패키지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AppExchange App Analytics를활성화하려면 Salesforce 파트너커뮤니티지원을통해새사례를기록하십시오. 파

트너커뮤니티에로그인하여지원을선택한후새사례를클릭합니다. 기타 AppExchange 항목 | 사례만들기를선택

합니다. 그후선택목록에서 App Analytics 활성화를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AppExchange App Analytics

새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토를사용하여신속하게솔루션을제출하고

진행률을추적

새롭게설계된 AppExchange 보안검토인터페이스에 Salesforce B2C Commerce 및 Quip 앱과같은더많은솔루션유형

에대한지원이추가됩니다. 검토진행률구성요소를확인하여남은과업, 검토상태, 제품보안요청을점검합니다.

적용조건: 새롭게설계된인터페이스는 Salesforce 파트너커뮤니티게시콘솔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대상: 목록관리권한이있는 AppExchange 파트너는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새플로에 AppExchange 파트너를위한간소호된보안검토제출프로세스가도입됩니다. Lightning Platform, API

전용, B2C 및 B2B 상거래, Quip 앱유형에대한지원을통해기술인지도가높아졌습니다.

진행률구성요소에는주요정보가통합되어있습니다. 한곳에서남은제출과업을확인하고, 검토의제출후상태

를추적하고, 제품보안요청을확인합니다.

549

AppExchange 파트너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packagingGuide.meta/packagingGuide/app_analytics_intro.htm


방법: Salesforce 파트너커뮤니티에로그인하여게시를클릭하고 AppExchange 목록을찾아서연후보안검토탭으로

이동합니다.

AppExchange 결제정보를빠르게업데이트

AppExchange 보안검토및연간목록수수료의결제방법을변경하려면목록의결제업데이트버튼을클릭하십시오.

이기능을사용하면 AppExchange 목록에대한파일에있는결제정보를쉽게변경할수있습니다.

대상: 목록관리권한이있는 AppExchange 파트너는활성가입이있는 AppExchange 목록에서이기능에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방법: Salesforce 파트너커뮤니티에로그인하여게시를클릭합니다. AppExchange 목록을찾아엽니다. 그런다음, 보안

검토탭으로이동하여결제업데이트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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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변경

필드로이벤트메시지를풍부하게만들고추가개체에대한변경알림을수신합니다.

이섹션에서는:

필드를하나더사용해변경이벤트메시지보강(정식출시)

이벤트보강을사용하면변경이벤트에변경되지않은필드를포함하여쉽게데이터를처리하고복제할수있

습니다. 유형이지원됨인필드를선택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앱에외부시스템의일치하는레코드의외부 ID

필드가필요한경우보강을사용합니다. 또는변경된레코드에관한중요정보를제공하는필드를항상포함합

니다. 이벤트보강은 CometD 기반의구독자에게만지원됩니다. 이전릴리스에서파일럿으로제공한이벤트보

강이이제정식출시되었습니다.

추가개체에대한변경이벤트알림수신

이제변경데이터캡처를사용하여 VideoCall 및 VideoCallRecording 개체의레코드변경에대한알림을수신할수있

습니다.

필드를하나더사용해변경이벤트메시지보강(정식출시)
이벤트보강을사용하면변경이벤트에변경되지않은필드를포함하여쉽게데이터를처리하고복제할수있습니

다. 유형이지원됨인필드를선택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앱에외부시스템의일치하는레코드의외부 ID 필드가

필요한경우보강을사용합니다. 또는변경된레코드에관한중요정보를제공하는필드를항상포함합니다. 이벤

트보강은 CometD 기반의구독자에게만지원됩니다. 이전릴리스에서파일럿으로제공한이벤트보강이이제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변경데이터캡처를위해선택한개체를참조하는채널및해당채널의구성원에대한보강필드를정의합니

다. 이채널은사용자정의채널또는 ChangeEvents 채널일수있습니다. 보강된변경이벤트는보강에맞게구성된채

널에서만제공됩니다. 채널구성원및채널에보강필드를추가하려면툴링 API 또는메타데이터 API의

PlatformEventChannelMember 개체를사용하십시오.

이예에서는툴링 API를사용하여 SalesEvents__chn 사용자정의채널에서 AccountChangeEvent 구성원을보강합

니다. 변경이벤트가사용자정의필드(External_Account_ID__c) 및표준필드(Industry)의두필드로보강됩

니다. 툴링 API를사용하여보강한필드를구성하려면

/services/data/v51.0/tooling/sobjects/PlatformEventChannelMember에 POST REST 요청을수행합니

다.

요청본문:

{
"FullName": "SalesEvents_AccountChangeEvent",
"Metadata": {
"enrichedFields": [
{
"name": "External_Account_ID__c"

},
{
"name": "Indust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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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Channel": "SalesEvents__chn",
"selectedEntity": "AccountChangeEvent"

}
}

다음사항도참조:

변경데이터캡처개발자가이드: CometD로구독할경우추가필드를사용하여변경이벤트향상

추가개체에대한변경이벤트알림수신

이제변경데이터캡처를사용하여 VideoCall 및 VideoCallRecording 개체의레코드변경에대한알림을수신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Classic

에적용됩니다.

방법: 변경데이터캡처는 Salesforce 조직에서정의된모든사용자정의개체와표준개체의하위집합에사용할수

있습니다. 설정의변경데이터캡처페이지에서알림을받을개체를선택하거나사용자정의채널을만듭니다. 다

음은변경데이터캡처를지원하는새개체입니다.

• LoyaltyLedger

• TransactionJournal

플랫폼이벤트

플랫폼이벤트트리거를구성하여기본사용자및배치크기를재정의합니다.

이섹션에서는:

플랫폼이벤트트리거에대한사용자및배치크기구성

플랫폼이벤트 Apex 트리거의기본실행사용자및배치크기를재정의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트리거는자

동프로세스시스템사용자로실행되며배치크기는이벤트메시지 2,000개입니다. 사용자및배치크기를구성

하면기본값사용으로인해야기되기도하는일부제한을무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레코드시스템및

OwnerId 필드는지정된사용자로채워집니다. 또한배치크기를 2,000 미만으로설정할경우 Apex 총괄자제한

에도달하지않도록방지할수있습니다.

표준볼륨플랫폼이벤트가이제비동기식으로게시됨

기존에는표준볼륨이벤트가동기식으로게시되었습니다. 즉, SaveResult가성공한참인값을반환하면이벤트가

성공적으로게시되었습니다. 이제성공적인결과반환은이벤트게시가대기열에할당되었음을의미합니다. 시

스템은대량플랫폼이벤트와유사하게나중에게시를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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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벤트트리거에대한사용자및배치크기구성

플랫폼이벤트 Apex 트리거의기본실행사용자및배치크기를재정의할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트리거는자동

프로세스시스템사용자로실행되며배치크기는이벤트메시지 2,000개입니다. 사용자및배치크기를구성하면기

본값사용으로인해야기되기도하는일부제한을무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레코드시스템및 OwnerId 필드

는지정된사용자로채워집니다. 또한배치크기를 2,000 미만으로설정할경우 Apex 총괄자제한에도달하지않도록

방지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메타데이터 API 또는툴링 API에서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를사용하여플랫폼이벤트트리거를구성합니

다.

다음예는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하는 OrderEventTrigger 구성입니다. 사용자는 user@example.com으로그리고배

치크기는 200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 xmlns="http://soap.sforce.com/2006/04/metadata">

<platformEventConsumer>OrderEventTrigger</platformEventConsumer>
<batchSize>200</batchSize>
<masterLabel>OrderEventTriggerConfig</masterLabel>
<user>user@example.com</user>
<isProtected>false</isProtected>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

다음사항도참조:

플랫폼이벤트개발자가이드: 플랫폼이벤트트리거에대한사용자및배치크기구성

메타데이터 API 개발자가이드: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

툴링 API 개발자가이드: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

표준볼륨플랫폼이벤트가이제비동기식으로게시됨

기존에는표준볼륨이벤트가동기식으로게시되었습니다. 즉, SaveResult가성공한참인값을반환하면이벤트가성

공적으로게시되었습니다. 이제성공적인결과반환은이벤트게시가대기열에할당되었음을의미합니다. 시스템

은대량플랫폼이벤트와유사하게나중에게시를시도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주:  Spring '19부터더이상표준볼륨플랫폼이벤트를정의할수없습니다. 기존에정의된표준볼륨플랫폼이

벤트는계속게시할수있습니다.

개발자를위한신규및변경된항목

여기에서 Salesforce 기능을사용자정의하는데도움이되는신규및변경된개체, 통화, 클래스, 구성요소, 명령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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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Lightning 구성요소: 신규및변경된항목

신규및변경된자원으로간편하게 UI를구축합니다.

Apex: 신규및변경된항목

이러한클래스, 열거형, 인터페이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ConnectApi(Connect in Apex): 신규및변경된클래스및열거형

Connect in Apex를사용하여 Salesforce에서사용자정의경험을만듭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주문및위시리

스트를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할수있습니다. 일부 Lightning용 B2B Commerce 메서드는게스트사용자에게제

공됩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 CMS 관리콘텐츠를가져옵니다.

API: 신규및변경된항목

API 버전 51.0에서는더많은데이터개체및메타데이터유형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 신규및변경된항목

신규및변경된자원으로간편하게 UI를구축합니다.

이섹션에서는:

신규및변경된 Lightning 웹구성요소

이러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를사용하여손쉽게 UI를구성합니다.

Lightning 웹구성요소에대한신규및변경된모듈

모듈을사용하면 Lightning 웹구성요소로더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Aura 구성요소

이러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를사용하여손쉽게 UI를구성합니다.

신규및변경된 Lightning 웹구성요소

이러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를사용하여손쉽게 UI를구성합니다.

다음의기본구성요소를정식사용할수있습니다.

• lightning-formatted-date-time

• lightning-formatted-number

• lightning-relative-date-time

변경된 Lightning 웹구성요소

다음구성요소는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button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aria-haspopup  - 보조기술의경우버튼으로트리거되는팝업요소의유형을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

true, dialog, menu, listbox, tree, grid입니다.

lightning-button-menu

다음은새로운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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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 드롭다운메뉴가닫히면이벤트가시작됩니다.

lightning-datatable

다음 typeAttribute 속성은통화및백분율데이터유형에새롭게도입되었습니다.

• step  - 인라인편집중값의세분화로, 0.001 등양의부동소수점숫자로지정됩니다. 세분화를고려하지

않을경우 any를사용합니다. 이값은 0.01로기본설정됩니다.

lightning-formatted-phone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disabled  - 링크대신일반텍스트로전화번호를표시합니다. 숫자는클릭하거나포커스를받을수없습니

다.

lightning-formatted-url

다음은변경된특성입니다.

• target  -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이제 _blank 대상값이 _self 대상과유사하게동작하며, 가능한경우

웹브라우저대신앱안에서링크를엽니다.

lightning-icon

이제구성요소가 icon-name 특성과함께전달된 SLDS 아이콘을느리게로드하여이구성요소의전반적인성

과가향상됩니다. 생성된구성요소마크업은변경할수있으므로사용자정의스타일및기능후크에의존하지

마십시오. 초기렌더링동안아이콘의마크업을쿼리하는경우로드지연으로인해코드에영향을미칠수있습

니다.

아이콘에사용자정의스타일추가등구성요소의내부마크업관련작업을수행하는경우 SLDS 스타일후크를

사용합니다. 예를들어아이콘에사용자정의색상채우기를추가하려면 --sds-c-icon-color-foreground

또는 --sds-c-icon-color-foreground-default  CSS 사용자정의속성을사용합니다.

lightning-input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selection-start  - 입력요소에서선택할첫번째글자의색인을지정합니다. 이특성은텍스트유형에대

해서만지원됩니다. selection-end와함께사용하여문자열을프로그램방식으로선택하십시오.

• selection-end  - 입력요소에서선택할마지막글자의색인을지정합니다. 이특성은텍스트유형에대해

서만지원됩니다. selection-start와함께사용하여문자열을프로그램방식으로선택하십시오.

다음특성이변경되었습니다.

• label  - 보조장치에서사용자정의레이블을숨길수있습니다. label 및 variant="label-hidden" 특

성을지정하고 aria-labelledby를사용하여레이블을참조합니다. 구성요소는 HTML <label> 요소를

렌더링하지않습니다.

lightning-input-rich-text

링크를삽입하는초기에팝업의링크 URL 필드는공백상태입니다. 기존에는필드에 https:// 프로토콜이사

전입력되었습니다. 링크에프로토콜을포함해야합니다.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required  - 텍스트편집기를사용자입력필요로표시합니다. 별표를표시하여입력이필요하다고알리려

는경우 label-visible도지정하십시오. 별표다음에기본레이블이나타납니다. 구성요소가필수입력

에대해유효성검사를진행하지않으므로자체유효성검사논리를연결하십시오.

lightning-map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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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s  - 지도에서컨트롤을활성화또는비활성화설정할수있는부울속성을지정합니다.

– draggable을사용하면드래그를통해지도를움직일수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zoomControl을사용하면축소/확대컨트롤을사용할수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scrollwheel을사용하면마우스휠로축소/확대할수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disableDefaultUI을사용하면축소/확대하거나맵레이어를선택할수없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

다.

– disableDoubleClickZoom을사용하면마우스를두번클릭하여축소/확대할수없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다음은 map-markers 특성에서새로운속성입니다.

• type  - 위치를표시하는컬러형태를정의합니다. 사용가능한형태유형은Circle, Rectangle, Polygon

입니다.

• radius  - Circle 유형크기를미터단위로정의합니다.

• bounds  - Rectangle 유형의가장자리를동서남북좌표로정의합니다.

• paths  - Polygon 유형의세그먼트를좌표쌍으로정의합니다.

• mapIcon  - 마커에대한사용자정의 SVG 아이콘을정의합니다.

• path  - mapIcon에대한 SVG 경로를정의합니다.

• scale  - mapIcon 배율을정의하여적절한크기로조정합니다.

• type 및 mapIcon의스타일속성에는 strokeColor, strokeOpacity, strokeWeight, fillColor,

fillOpacity가포함됩니다.

자세한정보는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마커사용자정의및지도동작제어페이지 514를참조하십시오.

lightning-tree

items 특성의이속성이변경되었습니다.

• disabled  - 이제비활성화된트리항목이밝은텍스트로표시되며포커스를맞출수없습니다. 기존에는비

활성화된항목이일반텍스트로표시되었고포커스를맞출수있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구성요소라이브러리

Lightning 웹구성요소에대한신규및변경된모듈

모듈을사용하면 Lightning 웹구성요소로더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변경된모듈

이모듈이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navigation

다음은새로운 pageReference 유형입니다.

• standard__managedContentPage  - pageReference를사용하여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특정 CMS 콘

텐츠페이지로이동할수있도록구성요소를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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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및변경된 Aura 구성요소

이러한신규및변경된구성요소를사용하여손쉽게 UI를구성합니다.

다음의기본구성요소를정식사용할수있습니다.

• lightning:formattedDateTime

• lightning:formattedNumber

• lightning:relativeDateTime

변경된 Lightning 웹구성요소

다음구성요소는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datatable

다음 typeAttribute 속성은통화및백분율데이터유형에새롭게도입되었습니다.

• step  - 인라인편집중값의세분화로, 0.001 등양의부동소수점숫자로지정됩니다. 세분화를고려하지

않을경우 any를사용합니다. 이값은 0.01로기본설정됩니다.

lightning:formattedPhone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disabled  - 링크대신일반텍스트로전화번호를표시합니다. 숫자는클릭하거나포커스를받을수없습니

다.

lightning:formattedUrl

다음은변경된특성입니다.

• target  - Salesforce 모바일앱에서이제 _blank 대상값이 _self 대상과유사하게동작하며, 가능한경우

웹브라우저대신앱안에서링크를엽니다.

lightning:icon

이제구성요소가 iconName 특성과함께전달된 SLDS 아이콘을느리게로드하여이구성요소의전반적인성과

가향상됩니다. 생성된구성요소마크업은변경할수있으므로사용자정의스타일및기능후크에의존하지마

십시오. 초기렌더링동안아이콘의마크업을쿼리하는경우로드지연으로인해코드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

다.

lightning:input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selectionStart  - 입력요소에서선택할첫번째글자의색인을지정합니다. 이특성은텍스트유형에대

해서만지원됩니다. selectionEnd와함께사용하여문자열을프로그램방식으로선택하십시오.

• selectionEnd  - 입력요소에서선택할마지막글자의색인을지정합니다. 이특성은텍스트유형에대해서

만지원됩니다. selectionStart와함께사용하여프로그래밍방식으로문자열을선택합니다.

다음은변경된특성입니다.

• label  - 보조장치에서사용자정의레이블을숨길수있습니다. label 및 variant="label-hidden" 특

성을지정하고 aria-Labelledby를사용하여레이블을참조합니다. 구성요소는 HTML <label> 요소를

렌더링하지않습니다.

lightning:inputRichText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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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 텍스트편집기를사용자입력필요로표시합니다. 별표를표시하여입력이필요하다고알리려

는경우 labelVisible="true"도설정합니다. 별표다음에기본레이블이나타납니다. 구성요소가필수

입력에대해유효성검사를진행하지않으므로자체유효성검사논리를연결하십시오.

lightning:map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options  - 지도에서컨트롤을활성화또는비활성화설정할수있는부울속성을지정합니다.

– draggable을사용하면드래그를통해지도를움직일수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zoomControl을사용하면축소/확대컨트롤을사용할수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scrollwheel을사용하면마우스휠로축소/확대할수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disableDefaultUI을사용하면축소/확대하거나맵레이어를선택할수없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

다.

– disableDoubleClickZoom을사용하면마우스를두번클릭하여축소/확대할수없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다음은 mapMarkers 특성에서새로운속성입니다.

• type  - 위치를표시하는컬러형태를정의합니다. 사용가능한형태유형은Circle, Rectangle, Polygon

입니다.

• radius  - Circle 유형크기를미터단위로정의합니다.

• bounds  - Rectangle 유형의가장자리를동서남북좌표로정의합니다.

• paths  - Polygon 유형의세그먼트를좌표쌍으로정의합니다.

• mapIcon  - 마커에대한사용자정의 SVG 아이콘을정의합니다.

• path  - mapIcon에대한 SVG 경로를정의합니다.

• scale  - mapIcon 배율을정의하여적절한크기로조정합니다.

• type 및 mapIcon의스타일속성에는 strokeColor, strokeOpacity, strokeWeight, fillColor,

fillOpacity가포함됩니다.

자세한정보는 lightning-map 기본구성요소에서마커사용자정의및지도동작제어페이지 514를참조하십시오.

lightning:navigation

다음은새로운 pageReference 유형입니다.

• standard__managedContentPage  - pageReference를사용하여익스피리언스빌더사이트의특정 CMS 콘

텐츠페이지로이동할수있도록구성요소를활성화합니다.

lightning:textarea

다음은새로운특성입니다.

• autocomplete  - 브라우저의기능지원여부에따라 Textarea 필드를자동으로채울수있습니다. 특성값이

브라우저로전달됩니다.

lightning:tree

items 특성의이속성이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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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led  - 이제비활성화된트리항목이밝은텍스트로표시되며포커스를맞출수없습니다. 기존에는비

활성화된항목이일반텍스트로표시되었고포커스를맞출수있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구성요소라이브러리

Apex: 신규 및변경된항목

이러한클래스, 열거형, 인터페이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Apex 개발자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네임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

니다.

스키마네임스페이스

스키마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다.

Sfdc_Checkout 네임스페이스

Sfdc_Checkout 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

다.

시스템네임스페이스

시스템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Apex: 새기능

데이터베이스네임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다.

기존클래스의신규또는변경메서드

리드를비즈니스계정과개인계정으로동시에변환

ConvertLead 클래스의새 Apex getRelatedPersonAccountId(),
setRelatedPersonAccountId(relatedPersonAccountId), getRelatedPersonAccountRecord(),

setRelatedPersonAccountRecord(Entity relatedPersonAccountRecord) 메서드를사용하여리드

를신규또는기존개인계정레코드로변환합니다.

주: 연결된개인계정을설정하려면 setRelatedPersonAccountId ()를사용하여기존 ID를지정하거

나 setRelatedPersonAccountRecord()를사용하여새레코드를지정하십시오. 둘중하나만지정해

야합니다. 개인계정은비즈니스의레코드홈페이지의관련연락처목록에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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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를비즈니스계정및개인계정으로변환할때신규또는기존개인계정레코드지정

새 relatedPersonAccountId 및 relatedPersonAccountRecord 속성을사용하여기존레코드 ID 또는새

엔티티레코드를나타낼수있습니다.

리드변환후개인계정 ID 가져오기

LeadConvertResult 클래스의 getRelatedPersonAccountId() 메서드를사용하여신규또는기존연결된개인

계정의 ID를반환합니다.

스키마네임스페이스

스키마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다.

기존클래스의신규또는변경메서드

버전이있는동작변경: 버전 51.0부터 Schema.DescribeFieldResult 클래스의 getReferenceTo() 메서드

가컨텍스트사용자가액세스할수없는참조된개체를반환합니다.

컨텍스트사용자가다른개체를참조하는개체의필드에액세스할수있는경우컨텍스트사용자가상호참조

개체에액세스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 DescribeFieldResult.getReferenceTo() 메서드는참조를

반환합니다. 버전 50.0 이하에서는컨텍스트사용자가상호참조된개체에액세스할수없는경우메서드가빈

목록을반환합니다.

Sfdc_Checkout 네임스페이스

Sfdc_Checkout 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다.

새클래스

B2B Commerce 통합의동기실행을지원합니다.

다음은새 IntegrationStatus클래스속성의핵심적인부분입니다. IntegrationStatus.Status속성은

실행중인통합의상태를나타냅니다.

B2B Commerce 체크아웃내에서통합을지원합니다.

다음은새 IntegrationInfo 클래스속성의핵심적인부분입니다. IntegrationInfo.IntegrationId 속

성은고유한통합 ID를제공합니다. IntegrationInfo.JobId 속성은통합작업에대한고유 ID를제공합니다.

B2B Commerce 체크아웃내에서배달방법을사용자정의합니다.

다음은새 B2BCheckoutController 클래스속성의핵심적인부분입니다. getDeliveryMethods 메서드를

사용하여체크아웃을배달정보와연결합니다.

새열거형

현재 B2B Commerce 통합의상태를확인합니다.

새 IntegrationStatus.Status 열거형을사용합니다.

새인터페이스

Lightning B2B Commerce에서비동기통합을구현합니다.

새 AsyncCartProcessor 인터페이스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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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네임스페이스

시스템네임스페이스에는이러한신규또는변경클래스, 메서드, 인터페이스, 열거형또는예외가있습니다.

기존클래스의신규또는변경메서드

모든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레코드또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의단일레코드 sObject를포함하는맵을가

져옵니다.

새 Apex getAll(), getInstance(recordId), getInstance(qualifiedApiName) 또는

getInstance(developerName) 메서드를사용하여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레코드를검색합니다.

예:

이샘플은레코드 ID가 m00000000000001로지정된 Games_mdt라는사용자정의메타데이터유형에대한단

일레코드 sObject를반환합니다.

Games__mdt mc = Games__mdt.getInstance('m00000000000001');

18자 ID 값을 15자대/소문자구분문자열로변환합니다.

System.Id 클래스의 to15() 메서드를사용합니다. 이메서드는 18자 ID 값으로된대/소문자구분체크섬을

사용하여잘못된대/소문자를수정하고 15자대/소문자구분문자열을반환합니다.

예:

String Id_15_char = '0D5B000001DVM9t';
String Id_18_char = '0D5B000001DVM9tkAh';
ID testId = Id_18_char;
System.assertEquals(testId.to15(),Id_15_char);

버전이있는동작변경: 버전 51.0부터 System.String 클래스의 format() 메서드는 stringToFormat 매개변수

에서작은따옴표를지원합니다.

String.format() 메서드는 stringToFormat 매개변수에서작은따옴표를지원하며

formattingArguments 매개변수를사용하여형식이지정된문자열을반환합니다. 버전 50.0 이하에서는작

은따옴표가지원되지않았습니다.

버전이있는동작변경: 버전 51.0부터 System.System 클래스의 hashCode() 메서드는동일한 ID 값에대해동

일한 hashCode를반환합니다.

버전 50.0 이하에서는동일한 ID 값이항상동일한 hashCode 값을생성하지는않았습니다.

ConnectApi(Connect in Apex): 신규 및변경된클래스및열거형

Connect in Apex를사용하여 Salesforce에서사용자정의경험을만듭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주문및위시리스

트를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할수있습니다. 일부 Lightning용 B2B Commerce 메서드는게스트사용자에게제공됩

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 CMS 관리콘텐츠를가져옵니다.

많은 Connect REST API 자원작업이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의 Apex 클래스에정적메서드로노출됩니다. 이러한

메서드는다른 ConnectApi 클래스를사용하여정보를입력하고반환합니다. Salesforce에서는 ConnectApi 네임

스페이스를 Connect in Apex라고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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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새로운 Connect in Apex 클래스및변경된 Connect in Apex 클래스

이러한액세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신규 Connect in Apex 입력클래스

다음입력클래스가새로추가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in Apex 출력클래스

이러한출력클래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in Apex 열거형

이러한열거형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Connect REST API

Apex 개발자가이드: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

Connect REST API 개발자가이드

새로운 Connect in Apex 클래스및변경된 Connect in Apex 클래스

이러한액세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CommerceBuyerExperience 클래스에있습니다.

주문배달그룹요약가져오기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pageSize)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pageParam)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fields)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pageParam, fields)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fields, pageSize)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fields, sortParam)

• getOrderDeliveryGroup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fields, pageSize, sortParam)

주문항목요약가져오기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pag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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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pageSize)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pageParam)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fields)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fields, pageSize)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fields, pageParam)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fields, sortParam)

• getOrderItem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orderSummaryId,
orderDeliveryGroupSummaryId, fields, pageSize, sortParam)

주문요약가져오기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fields)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fields, pageSize, pageToken)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fields, pageSize, pageToken,
sortOrder)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fields, pageSize, pageToken,
sortOrder, earliestDate, latestDate)

• getOrder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fields, pageSize, pageToken,
sortOrder, earliestDate, latestDate, ownerScoped)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및변경된메서드가 ConnectApi.CommerceCatalog 클래스에있습니다.

변형및특성정보가있는제품가져오기

• getProduct(webstoreId, productId, effectiveAccountId, fields, excludeFields,
mediaGroups, excludeMedia, excludeEntitlementDetails, excludePrimaryProductCategory,
excludeVariationInfo, excludeAttributeSetInfo)

이제다음메서드가게스트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 getProduct(webstoreId, productId, effectiveAccountId, fields, excludeFields,
mediaGroups, excludeMedia, excludeEntitlementDetails, excludePrimaryProductCategory)

• getProductCategory(webstoreId, productCategoryId, effectiveAccountId, fields,
excludeFields, mediaGroups, excludeMedia)

• getProductCategoryPath(webstoreId, productCategoryId)

다음메서드가 ConnectApi.CommerceStorePricing 클래스에있습니다.

이제다음메서드가게스트사용자에게제공됩니다.

• getProductPrice(webstoreId, productId, effectiveAccoun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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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ProductPric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pricingInput)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CommerceWishlist 클래스에있습니다.

주: 중요한새쿼리매개변수를추가하면서위시리스트가져오기메서드수를줄이기위해이전에문서화된

위시리스트가져오기메서드를다음의새메서드로대체합니다. 유일한예외는계속사용할수있는버전 49.0

에도입된 getWishlist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includeDisplayedList)

메서드입니다.

페이지당지정된수의항목이있는, 항목별로정렬된제품필드가있는위시리스트가져오기

• getWishlist(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wishlistId, productFields, sortItemsBy)

• getWishlist(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wishlistId, productFields, pageSize,
sortItemsBy)

제품필드및페이지당지정된수의항목이있는정렬된위시리스트항목가져오기

• getWishlistItem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wishlistId, productFields,
pageParam, sortItemsBy)

• getWishlistItem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wishlistId, productFields,
pageParam, pageSize, sortItemsBy)

페이지당지정된수의항목이있는, 항목별로정렬된제품필드가있는위시리스트요약가져오기

• getWishlist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includeDisplayedList,
productFields, sortItemsBy)

• getWishlistSummaries(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includeDisplayedList,
productFields, pageSize, sortItemsBy)

위시리스트삭제

• deleteWishlist(webstoreId, effectiveAccountId, wishlistId)

CMS 관리콘텐츠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ManagedContent 클래스에있습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채널의게시된관리콘텐츠버전가져오기

• getContentByContentKeys(channelId, contentKeys, pageParam, pageSize, language,
managedContentType, includeMetadata, startDate, endDate, showAbsoluteUrl)

콘텐츠키를사용하여커뮤니티의게시된관리콘텐츠버전가져오기

• getManagedContentByContentKeys(communityId, contentKeys, pageParam, pageSize,
language, managedContentType, showAbsoluteUrl)

콘텐츠키및콘텐츠주제이름을사용하여커뮤니티의게시된관리콘텐츠버전가져오기

• getManagedContentByTopicsAndContentKeys(communityId, contentKeys, topics, pageParam,
pageSize, language, managedContentType, showAbsoluteUrl)

결제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Payments 클래스에있습니다.

결제권한부여취소

reverseAuthorization(AuthReversalInput, authorizatio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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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권한부여

authorize(authorizePayment)

직원프로필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EmployeeProfiles 클래스에있습니다.

직원의배너사진또는사진가져오기

• getBannerPhoto(employeeId)

• getPhoto(employeeId)

직원의배너사진또는사진설정하고잘라내기

• setBannerPhoto(employeeId, fileId, versionNumber)

• setBannerPhoto(employeeId, fileUpload)

• setBannerPhotoWithAttributes(employeeId, bannerPhoto)

• setBannerPhotoWithAttributes(employeeId, bannerPhoto, fileUpload)

• setPhoto(employeeId, fileId, versionNumber)

• setPhoto(employeeId, fileUpload)

• setPhotoWithAttributes(employeeId, photo)

• setPhotoWithAttributes(employeeId, photo, fileUpload)

직원의배너사진또는사진삭제

• deleteBannerPhoto(employeeId)

• deletePhoto(employeeId)

Field Service

다음과같은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FieldService 클래스에있습니다.

패턴에서교대근무미리보기및만들기

• previewShiftsFromPattern(shiftsFromPatternInput, shiftPatternId)

• createShiftsFromPattern(shiftsFromPatternInput, shiftPatternId)

개인설정

이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Personalization 클래스에있습니다.

사용자컨텍스트와일치하고필드기반기준이있는할당된대상그룹가져오기

• getAudiences(communityId, ipAddress, domain, userId, publishStatus,
includeAudienceCriteria, targetTypes, recordId)

주문관리

이새로운메서드가 ConnectApi.FulfillmentOrder 클래스에있습니다.

단일요청에서여러개의 FulfillmentOrders를만듭니다.

• createMultipleFulfillmentOrder(multipleFulfillmentOrder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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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은메서드가새로운 ConnectApi.Routing 클래스에있습니다.

지정된배송분할의제한내에서주문을처리할수있는재고위치의조합을찾습니다.

• findRoutesWithFewestSplits(findRoutesWithFewestSplitsInputRepresentation)

주문을처리할수있는다양한위치집합의평균배송거리를비교합니다.

• rankAverageDistance(rankAverageDistanceInputRepresentation)

옴니채널재고

다음과같은메서드가새로운 ConnectApi.OmnichannelInventoryService 클래스에있습니다.

옴니채널재고의재고예약만들기

• createReservation(create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하나이상의재고예약을처리합니다.

• fulfillReservation(fulfill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하나이상의재고위치또는위치그룹에서하나이상의제품에대한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합니다.

• getInventoryAvailability(inventoryAvailabilityInputRepresentation)

재고가용성업로드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 getInventoryAvailabilityUploadStatus(uploadId)

위치구조게시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 getPublishLocationStructureStatus(uploadId)

재고위치와위치그룹에대한정보를옴니채널재고에비동기식으로게시합니다.

• publishLocationStructure()

하나이상의기존재고예약을해제하여재고를확보합니다.

• releaseReservation(release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재고가용성데이터파일을옴니채널재고에업로드합니다.

• submitInventoryAvailabilityUpload(fileUpload)

위치또는위치그룹간에하나이상의재고예약을전달합니다.

• transferReservation(transfer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신규 Connect in Apex 입력클래스

다음입력클래스가새로추가되었습니다.

Field Service

ConnectApi.ShiftsFromPatternInput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schedulingEndDate  - YYYY-MM-DD 형식의예약종료일자입니다.

• schedulingOccurrences  - 예약발생수입니다.

• schedulingStartDate  - YYYY-MM-DD 형식의예약시작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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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ResourceId  - 교대근무를배정할서비스리소스의 ID입니다.

• serviceResourceId  - 교대근무를배정할서비스영역의 ID입니다.

결제

ConnectApi.AddressRequest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ity  - 결제방법구/군/시입니다.

• companyName  - 결제방법회사이름입니다.

• country  - 결제방법국가입니다.

• postalCode  - 결제방법우편번호입니다.

• state  - 결제방법시/도입니다.

• street  - 결제방법도로명입니다.

ConnectApi.AuthApiPaymentMethodRequest

이새로운입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ApiPaymentMethodRequest의하위클래스이며다음속성이포

함됩니다.

• cardPaymentMethod  - 카드결제방법정보입니다.

ConnectApi.AuthorizationReversalRequest

이새로운입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Request의하위클래스이며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결제권한부여번복을위한계정입니다. 결제권한부여계정과일치해야합니다.

• amount  - 결제권한부여에적용된조정금액입니다.

• comments  - 사용자는댓글을추가하여레코드에대한추가세부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최대 1,000자를

입력할수있습니다.

• effectiveDate  - 조정이권한부여에적용되는날짜입니다.

ConnectApi.AuthorizationRequest

이새로운입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Request의하위클래스이며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권한부여중인결제트랜잭션을포함하는 Salesforce 계정입니다.

• amount  - 권한부여금액입니다.

• comments  - 결제권한부여를위한옵션설명입니다.

• currencyIsoCode  - 결제그룹레코드와연결된 3자리 ISO 4217 통화코드입니다.

• effectiveDate  - 트랜잭션에권한부여가적용되는날짜입니다.

• paymentGatewayId  - 권한부여를처리하는결제게이트웨이입니다.

• paymentGroup  - 권한부여를위한결제그룹입니다. 페이로드가 paymentGroup 또는 paymentGroupId

를참조해야하며둘다참조해서는안됩니다.

• paymentMethod  - 권한부여트랜잭션을위해결제게이트웨이에사용된결제방법입니다.

ConenctApi.BaseApiPaymentMethodRequest

이새로운추상입력클래스는 ConnectApi.AuthApiPaymentMethodRequest의상위클래스이며다음속성

이포함됩니다.

• address  - 결제방법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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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결제방법레코드 ID입니다. 결제트랜잭션에사용됩니다.

• saveForFuture  - Salesforce가나중에사용할수있도록결제방법을저장할지여부를표시합니다.

ConnectApi.BasePaymentMethodRequest

이새로운추상입력클래스는 ConnectApi.CardPaymentMethodRequest의상위클래스이며추가속성이

없습니다.

ConnectApi.CardPaymentMethodRequest

이새로운입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PaymentMethodRequest의하위클래스이며다음속성이포함

됩니다.

• accountId  - 이결제방법이연결된 Salesforce 계정입니다.

• cardCategory  - 카드처리유형입니다.

• cardHolderFirstName  - 카드보유자의이름(성없이)입니다.

• cardHolderLastName  - 카드보유자의성입니다.

• cardHolderName  - 카드보유자의전체이름입니다.

• cardNumber  - 카드번호입니다.

• cardType  - 카드네트워크유형입니다.

• comments  - 카드결제방법에대한옵션설명입니다.

• cvv  - CVV입니다.

• email  - 이메일입니다.

• expiryMonth  - 카드만료월입니다.

• expiryYear  - 카드만료연도입니다.

• nickName  - 카드의옵션별칭입니다.

• startMonth  - 카드의시작월입니다.

• startYear  - 카드의시작연도입니다.

ConnectApi.BaseRequest

이새로운추상입력클래스는 ConnectApi.AuditParamsRequest의하위클래스이며

ConnectApi.AuthorizationRequest, ConnectApi.CaptureRequest, ConnectApi.RefundRequest

의상위클래스이며다음추가속성이있습니다.

• additionalData  - 결제게이트웨이로보낼추가매개변수의옵션맵입니다.

• idempotencyKey  - 멱등키입니다.

주문관리

ConnectApi.FindRoutesWithFewestSplits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AvailableInventory  - 각목록요소는재고위치의사용가능제품수량을나타냅니다.

• maximumNumberOfSplits  - 배송분할의최대허용수입니다. 이분할수보다많은수를포함하는라우팅

옵션은반환되지않습니다.

• orderedQuantities  - 각목록요소는처리를위해라우팅할제품의수량을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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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Api.Loc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untryCode  - 위치의국가코드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위치식별자입니다.

• postalCode  - 위치의우편번호입니다.

ConnectApi.LocationAvailability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xternalReferenceId  - 재고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quantity  - 제품의사용가능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제품의재고관리단위입니다.

ConnectApi.MultipleFulfillmentOrder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mentOrders  - 각요소에는하나의처리주문을만들기위한데이터가포함되어있습니다.

ConnectApi.QuantityWithSku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quantity  - 제품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RankAverageDistanc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liveryCountryCode  - 주문수신자의국가코드입니다.

• deliveryPostalCode  - 주문수신자의우편번호입니다.

• distanceUnit  - mi 또는 km를지정하여각각마일또는킬로미터로반환합니다.

• sortResult  - ASC 또는 DESC를지정하여각각오름차순및내림차순으로평균배송거리를기준으로결

과의순위를매깁니다.

• targetLocations  - 각요소는주문을처리하기위해결합할수있는재고위치집합입니다.

ConnectApi.TargetLoc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s  - 국가코드및우편번호에대한정보가있는위치의목록입니다.

옴니채널재고

ConnectApi.OCICreate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allowPartialReservations  - true인경우시스템에서전체예약을생성하지못하면부분예약생성을시

도합니다.

• createRecords  - 제품수량및위치또는위치그룹의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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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irationSeconds  - 초단위의시간입니다. reservationTime 이후시간내에처리되지않으면예약

이만료됩니다.

• externalRefId  - 외부참조 ID입니다.

• reservationTime  - 예약을기록하는시간입니다. 예: 2020-07-24T21:13:00Z

ConnectApi.OCICreateReservationSingl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재고를예약할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재고를예약할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예약할제품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예약할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Fulfill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mentRecords  - 재고예약목록입니다.

ConnectApi.OCIFulfillReservationSingl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을처리하는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을처리하는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처리중인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처리중인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GetInventoryAvailability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이값을지정하면

이그룹에속하는모든위치에대한재고데이터를검색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s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위치그룹의최대 100개의식별자목록입니

다.

• locationIdentifiers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위치의최대 100개의식별자목록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제품의 SKU입니다. 위치또는위치그룹없이 SKU를지

정하면위치그룹에할당되지않은모든재고위치에서해당 SKU에대한가용성데이터가반환됩니다.

• stockKeepingUnits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제품의최대 100개의 SKU 목록입니다.

• useCache  - 캐시에서재고데이터를가져올지여부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ConnectApi.OCIRelease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releaseRecords  - 발주할재고예약목록입니다.

ConnectApi.OCIReleaseReservationSingl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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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externalRefId  - 예약된위치또는위치그룹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된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발주할예약된재고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발주할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TransferReserv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llOrNothingTransferId  - 실패한단일전송요청이호출의다른모든요청을취소할지제어합니다.

• transferRecords  - 재고예약전달목록입니다.

ConnectApi.OCITransferReservationSingl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입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externalRefId  - 전달을받는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from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보내는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from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보내는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전달중인재고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전달중인제품의 SKU입니다.

• to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받는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to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받는위치의식별자입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in Apex 출력클래스

이러한출력클래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ConnectApi.CartProductAttribute(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label  - 특성이름의레이블또는표시이름

• sequence  - 특성집합내특성순서

• value  - 특성의표시값

ConnectApi.CartProductSummary

이출력클래스에는이일반적으로사용가능한속성이포함됩니다.

• variationAttributes  - 제품과관련이있는변형특성

ConnectApi.OrderDeliveryGroupSummary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571

개발자를위한신규및변경된항목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 fields  - 주문배달그룹요약및쿼리된기타관련개체의필드맵입니다.

ConnectApi.OrderDeliveryGroupSummaryCollec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urrentPageToken  - 주문배달그룹요약의현재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currentPageUrl  - 주문배달그룹요약의현재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nextPageToken  - 주문배달그룹요약의다음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nextPageUrl  - 주문배달그룹요약의다음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orderDeliveryGroups  - 주문배달그룹요약의컬렉션입니다.

• previousPageToken  - 주문배달그룹요약의이전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previousPageUrl  - 주문배달그룹요약의이전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ConnectApi.OrderItemSummary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ields  - 주문항목요약및쿼리된기타관련개체의필드맵입니다.

• orderItemSummaryId  - 주문항목요약요약의 ID입니다.

• orderSummaryId  - 주문요약요약의 ID입니다.

• product  - 연결된제품항목정보입니다.

ConnectApi.OrderItemSummaryCollec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urrentPageToken  - 항목의현재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currentPageUrl  - 항목의현재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items  - 주문항목요약의컬렉션입니다.

• nextPageToken  - 항목의다음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nextPageUrl  - 항목의다음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previousPageToken  - 항목의이전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previousPageUrl  - 항목의이전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ConnectApi.OrderItemSummaryProduct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anViewProduct  - 컨텍스트사용자가제품을볼수있는지(true) 아닌지(false) 여부를지정합니다.

• errorCode  - 오류가있는제품의오류코드입니다.

• errorMessage  - 오류가있는제품의오류메시지입니다.

• fields  - 쿼리된제품필드맵입니다.

• media  - 연결된제품미디어입니다.

• productAttributes  - 제품특성요약입니다.

• productId  - 제품의 ID입니다.

ConnectApi.OrderSummary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reatedDate  - 주문요약작성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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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s  - 요청된주문요약필드맵입니다.

• orderNumber  - 주문요약의주문번호입니다.

• orderSummaryId  - 주문요약요약의 ID입니다.

• orderedDate  - 주문요약의주문날짜입니다.

• ownerId  - 주문요약소유자의 ID입니다.

• status  - 주문요약의상태입니다.

• totalAmount  - 주문요약의총액입니다.

ConnectApi.OrderSummaryCollection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unt  - 현재페이지에반환된총주문요약수입니다.

• currentPageToken  - 현재페이지를식별하는토큰입니다.

• currentPageUrl  - 현재페이지를식별하는 Connect REST API URL입니다.

• nextPageToken  - 다음페이지를식별하는토큰으로, 다음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nextPageUrl  - 다음페이지를식별하는 Connect REST API URL로, 다음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orderSummaries  - 주문요약의컬렉션입니다.

• previousPageToken  - 이전페이지를식별하는토큰으로, 이전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previousPageUrl  - 이전페이지를식별하는 Connect REST API URL로, 이전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sortOrder  - 주문요약의정렬순서입니다. 값은다음과같습니다.

– CreatedDateAsc  - 가장오래된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CreatedDateDesc  - 가장최근의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OrderedDateAsc  - 가장오래된주문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OrderedDateDesc  - 가장최근의주문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ConnectApi.ProductAttributeInfo(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llowableValues  - 특성에허용되는값

• apiName  - 특성의 API 이름

• availableValues  - 제품에사용할수있는특성값

• fieldEnumOrId  - 사용자정의필드에서는필드 ID 또는표준필드에서는열거값

• label  - 특성의레이블

• objectName  - 필드를포함하는개체의이름

• sequence  - 특성집합의특성순서

ConnectApi.ProductAttributeSelectionInfo(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piName  - 특성의 API 이름

• label  - 특성의레이블

• sequence  - 특성집합의특성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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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특성의표시값

ConnectApi.ProductAttributeSet(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s  - 특성집합의구성원인특성의맵

• developerName  - 특성집합의이름

• id  - 제품특성집합을나타내는제품특성레코드의 ID

ConnectApi.ProductAttributeSetInfo(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Info  - 특성메타데이터에특성필드의 API 이름매핑

• description  - 특성집합의설명

• developerName  - 특성집합의개발자이름

• id  - 특성집합의 ID

• masterLabel  - 특성집합의마스터레이블

• sequence  - 제품에대한특성집합의순서

ConnectApi.ProductAttributeSetSummary(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piName  - 특성집합의 API 이름

• attributes  - 특성집합의특성목록

• label  - 특성집합의표시레이블

ConnectApi.ProductAttributeSummary(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piName  - 특성의 API 이름

• label  - 특성의표시레이블

• sequence  - 특성집합의특성순서

• value  - 특성의표시값

ConnectApi.ProductAttributesToProductEntry(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canonicalKey  - 특성집합의특성순서번호를기반으로밑줄(_)을사용하여연결된특성 API 값

• productId  - 특성선택항목에대한변형제품 ID

• selectedAttributes  - 제품 ID에매핑되는키를구성하기위해사용가능한특성값및메타데이터의순

서가있는목록.

ConnectApi.ProductDetail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의일반적으로사용가능한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SetInfo  - 메타데이터에특성집합개발자이름매핑

• productClass  - 제품등급값은다음과같습니다.

– 간단한 방법

–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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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tionParent

• variationAttributeSet  - 제품의변형특성집합

• variationInfo  - 변형특성에사용할수있고허용되는값및특성값조합에서변형제품 ID를확인하기위

한맵

• variationParentId  - 변형상위의 ID

ConnectApi.ProductVariationInfo(정식출시)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sToProductMappings  - 변형제품 ID에특성값조합매핑

• variationAttributeInfo  - 제품특성정보에필드 API 이름매핑

Chatter

ConnectApi.CallCollaborationCapability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FeedElementCapability의하위클래스이며다음속성이포함됩니

다.

• commentEndTime  - 미디어플레이어의댓글종료시간(초)

• commentStartTime  - 미디어플레이어의댓글시작시간(초)

ConnectApi.FeedElementCapabilities

이출력클래스에는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allCollaboration  - 피드요소에이기능이있을경우녹음댓글이있음

CMS 관리콘텐츠

ConnectApi.ManagedContentMediaNodeValue

이출력클래스에는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Key  - 관리콘텐츠의콘텐츠키

ConnectApi.ManagedContentVersion

이출력클래스에는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Key  - 관리콘텐츠의콘텐츠키

Field Service

ConnectApi.ShiftsFromPatter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unt  - 생성된교대근무총수

• recordIds  - 생성된교대근무 ID의컬렉션

결제

ConnectApi.AbstractGatewayResponse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gatewayReferenceDetails  - 게이트웨이통신에대한정보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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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wayReferenceNumber  - 결제게이트웨이에서만든고유한트랜잭션 ID입니다.

ConnectApi.PaymentAuthAdjustmentResponse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조정중인결제권한부여가포함된계정의 ID

• amount  - 결제권한부여조정금액

• currencyIsoCode  - 결제권한부여조정과연결된 3자리 ISO 4217 통화조정코드입니다.

• effectiveDate  - 권한부여조정이적용되는날짜입니다.

• id  - PaymentAuthAdjustment 레코드의 ID입니다.

• paymentAuthAdjustmentNumber  - 시스템정의참조번호입니다.

• requestDate  - 권한부여조정트랜잭션이발생한날짜입니다.

• status  - 결제권한부여조정의상태입니다.

ConnectApi.AuthReversalGatewayResponse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 ConnectApi.AbstractGatewayResponse의하위클래스이며추가속성이없습

니다.

ConnectApi.AuthorizationReversalResponse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새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  - 권한부여번복에대한오류응답표현입니다.

• gatewayResponse  - 권한부여번복에대한게이트웨이응답표현입니다.

• paymentAuthAdjustment  - 권한부여번복에대한결제권한부여조정응답표현입니다.

• paymentGatewayLogs  - 권한부여번복에대한게이트웨이로그컬렉션표현입니다.

ConnectApi.AuthorizationGatewayResponse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 ConnectApiAbstractGatewayResponse의하위클래스이며다음의새속성이

포함됩니다.

• gatewayAuthorizationCode  - 결제게이트웨이의권한부여코드입니다.

ConnectApi.AuthorizationResponse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새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  - 결제권한부여에대한오류표현입니다.

• gatewayResponse  - 결제권한부여에대한게이트웨이응답표현입니다.

• paymentAuthorization  - 결제권한부여표현입니다.

• paymentGatewayLogs  - 결제권한부여에대한게이트웨이로그목록표현입니다.

• paymentGroup  - 결제권한부여에대한결제그룹표현입니다.

• paymentMethod  - 결제권한부여에대한결제방법표현입니다.

ConnectApi.PaymentAuthorizationResponse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새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결제권한부여를위한 Salesforce 계정입니다.

• amount  - 게이트웨이가결제트랜잭션에대해권한부여한금액입니다.

• currencyIsoCode  - 결제그룹레코드와연결된 3자리 ISO 4217 통화코드입니다.

• effectiveDate  - 권한부여가적용되는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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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irationDate  - 권한부여가만료되는날짜입니다.

• id  - 결제권한부여레코드의 ID입니다.

• paymentAuthorizationNumber  - 시스템에서결제권한부여레코드에지정한번호입니다.

• requestDate  - 권한부여가발생한날짜입니다.

• status  - 게이트웨이에서반환한결제권한부여의상태입니다.

ConnectApi.PaymentMethodResponse

이출력클래스에는다음과같은새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결제방법에대한계정입니다.

• id  - 결제방법의 ID입니다.

• status  - 결제방법의상태입니다.

개인설정

ConnectApi.AudienceTargetAssignment

이출력클래스에는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formulaScope  - 대상의수식범위입니다.

주문관리

ConnectApi.AvailableLoc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s  - 재고위치목록

ConnectApi.AverageDistanceResult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Calculation  - 배송거리계산결과

ConnectApi.DistanceCalcul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verageDistance  - 위치에서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

• locations  - 주문수신자의위치및거리목록

• rank  - 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를기준으로모든결과의순위

ConnectApi.FindRoutesWithFewestSplits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속성

이포함됩니다.

• targetLocations  - 목록의각요소는라우팅되는주문을함께처리할수있는재고위치의집합입니다.

ConnectApi.FulfillmentGroup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edFromLocationId  - (생성실패) 입력 FulfilledFromLocationId

• fulfillmentOrderId  - 성공적으로생성된 FulfillmentOrder의 FulfillmentOrderId

• fulfillmentType  - (생성실패) 입력 FulfillmentType

•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DeliveryGroupSummar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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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ItemSummaries  - (생성실패) 입력 OrderItemSummaries 목록

• order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SummaryId

• referenceId  - FulfillmentGroup 입력표현의 referenceId

ConnectApi.Loc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  - 위치에서주문수신자까지의거리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위치식별자입니다.

ConnectApi.MultipleFulfillmentOrder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속성

이포함됩니다.

• fulfillmentOrders  - 생성및실패한 FulfillmentOrders에대한응답데이터목록입니다.

ConnectApi.OrderItemSummary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OrderItemSummary가있는경우해당오류목록입니다.

• orderItemSummaryId  - OrderItemSummary의 ID입니다.

• quantity  - OrderItemSummary의수량입니다.

ConnectApi.RankAverageDistanc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속성

이포함됩니다.

• distanceUnit  - 지정된거리의단위(마일또는킬로미터)입니다.

• results  - 배송거리계산결과입니다.

옴니채널재고

ConnectApi.OCIBas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추상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반환된모든오류입니다.

•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ConnectApi.OCICreateReservationError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입니다.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ConnectApi.OCICreateReserv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예약에서각제품의세부사항입니다.

• errors  - 예약요청에서반환된오류입니다.

• expirationTime  - 예약이만료될시간입니다.

• reservationTime  - 예약이기록된시간입니다.

• success  - 예약이성공적으로생성되었는지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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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Api.OCICreateReservationSingl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locationGroupIdentifier  - 재고가예약된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재고가예약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제품이예약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예약된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FulfillReservationError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성공한경우, 처리된예약의세부사항입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ConnectApi.OCIFulfillReserv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처리요청에서개별예약에대한응답입니다.

•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ConnectApi.OCIFulfillReservationSingl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원본예약처리요청을식별하는 UUID입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을처리한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을처리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처리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처리한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FutureInventory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xpectedDate  - 향후재고가예상되는날짜입니다.

• quantity  - 향후재고의수량입니다.

ConnectApi.OCIGetInventoryAvailability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OC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

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Groups  - 개별위치그룹에대한재고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 locations  - 개별위치에대한재고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ConnectApi.OCIInventoryRecord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vailableToFulfill  - 처리가능한수량입니다.

• availableToOrder  - 주문가능한수량입니다.

• effectiveDate  - 재고의유효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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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s  - 예상되는향후재고보충목록입니다.

• onHand  - 보유수량입니다.

• reserved  - 예약된수량입니다.

• safetyStockCount  - 안전재고수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LocationAvailability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inventoryRecords  - 이위치에서개별제품에대한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위치식별자입니다.

ConnectApi.OCILocationGroupAvailability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inventoryRecords  - 개별제품에대한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데이터는이위치그룹에속하는모든

위치의수량을결합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ConnectApi.OCIPublishLocationStructur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OC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

속성이포함됩니다.

• uploadId  - 게시작업의식별자입니다. 이값을사용하여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ConnectApi.OCIPublishLocationStructureStatus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OC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

속성이포함됩니다.

• endTimeUTC  - 작업이완료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4:08.012Z")

• recordsProcessedCount  - 작업에서처리된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ReadCount  - 작업에서읽은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SkippedCount  - 작업에서건너뛴레코드의수입니다.

• startTimeUTC  - 작업이시작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3:06.788Z")

• status  - 작업의상태입니다. (예: "PENDING," "COMPLETED" 등).

• uploadId  - 작업의식별자입니다.

• validationErrors  - 작업에서반환된유효성검사오류의목록입니다.

• validationStatus  - 작업의유효성검사상태입니다.

ConnectApi.OCIReleaseReservationError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성공한경우, 해제된예약의세부사항입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ConnectApi.OCIReleaseReserv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해제요청에서개별예약에대한응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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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ConnectApi.OCIReleaseReservationSingl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원본예약해제요청을식별하는 UUID입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이해제된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이해제된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이해제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해제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해제된제품의 SKU입니다.

ConnectApi.OCITransferReservationError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전달된예약의세부사항입니다(성공한경우).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ConnectApi.OCITransferReservation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전달요청에서개별예약에대한응답입니다.

•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ConnectApi.OCITransferReservationSingle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원본예약전달요청을식별하는 UUID입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을받은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from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보낸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from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보낸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전달된재고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전달된제품의 SKU입니다.

• to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받은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to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받은위치의식별자입니다.

ConnectApi.OCIUploadInventoryAvailability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OC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

속성이포함됩니다.

• uploadId  - 업로드작업의식별자입니다. 이값을사용하여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ConnectApi.OCIUploadInventoryAvailabilityStatusOut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출력클래스는 ConnectApi.OCIBaseOutputRepresentation의하위클래스입니다. 다음추가

속성이포함됩니다.

• endTimeUTC  - 작업이완료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4:08.012Z")

• recordsProcessedCount  - 작업에서처리된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ReadCount  - 작업에서읽은레코드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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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sSkippedCount  - 작업에서건너뛴레코드의수입니다.

• startTimeUTC  - 작업이시작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3:06.788Z")

• status  - 작업의상태입니다. (예: "PENDING," "COMPLETED" 등).

• uploadId  - 작업의식별자입니다.

• validationErrors  - 작업에서반환된유효성검사오류의목록입니다.

• validationStatus  - 작업의유효성검사상태입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in Apex 열거형

이러한열거형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열거형에대한내용은 Apex 개발자가이드의 ConnectApi 열거형을참조하십시오.

ConnectApi.CardCategory

이새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CreditCard  - 카드가신용카드임을표시합니다.

• DebitCard  - 카드가직불카드임을표시합니다.

ConnectApi.CardType

이새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AmericanExpress

• DinersClub

• JCB

• Maestro

• MasterCard

• Visa

ConnectApi.FeedElementCapabilityType

이열거형에는이새값이포함됩니다.

• CallCollaboration  - 피드요소에녹음댓글이있습니다.

ConnectApi.OrderDeliveryGroupSummarySort

이새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IdAsc  - ID를기준으로영숫자오름차순으로정렬합니다(A~Z, 0~9).

• IdDesc  - ID를기준으로영숫자내림차순으로정렬합니다(Z~A, 9~0).

ConnectApi.OrderItemSummarySort

이새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IdAsc  - ID를기준으로영숫자오름차순으로정렬합니다(A~Z, 0~9).

• IdDesc  - ID를기준으로영숫자내림차순으로정렬합니다(Z~A, 9~0).

ConnectApi.OrderSummarySortOrder

이새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CreatedDateAsc  - 가장오래된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CreatedDateDesc  - 가장최근의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OrderedDateAsc  - 가장오래된주문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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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edDateDesc  - 가장최근의주문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ConnectApi.ProductClass(정식출시)

이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간단한 방법

• 변형

• VariationParent

ConnectApi.WishlistItemSortOrder

이새열거형에는다음값이포함됩니다.

• CreatedDateAsc  - 가장오래된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CreatedDateDesc  - 가장최근의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API: 신규및변경된항목

API 버전 51.0에서는더많은데이터개체및메타데이터유형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신규및변경된개체

이러한신규및변경된표준개체를통해더많은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신규및변경된표준플랫폼이벤트

이러한신규및변경된표준플랫폼이벤트의채널을구독하여 Salesforce에서실시간으로알림을받습니다.

SOQL

이제 SOQL(Salesforce Object Query Language)을사용하면새 FIELDS() 함수를사용하여쿼리문내에미리정의된

필드그룹을쉽게포함할수있습니다.

REST API

REST API에는새로운리소스, 변경된리소스및사용되지않는리소스가포함되어있습니다.

Connect REST API

Connect REST API를사용하여모바일앱, 인트라넷사이트및타사웹응용프로그램과 Salesforce를통합합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주문, 위시리스트, 정식출시된제품변형을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콘텐

츠키를사용하여 CMS 관리콘텐츠를가져옵니다.

Tableau CRM REST API

Tableau CRM REST API를사용하여 Analytics 제한에대한정보를검색합니다. 레시피내역레코드를검색하고되돌

립니다. 데이터플로작업에대한향상된필터링을경험하십시오.

사용자인터페이스 API

레코드레이아웃에대한저장옵션을가져옵니다.

대량 API 및대량 API 2.0

더많은개체에서범위가확장되어쿼리성능이향상되었습니다.

툴링 API 신규및변경된개체

툴링 API에신규및변경된개체가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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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API

메타데이터 API에는신규및변경된유형과필드가포함됩니다.

Salesforce CPQ 및 Billing API

Salesforce CPQ 및 Billing API에는 Apex, REST, SOAP CPQ 및 Billing API의새로운기능, 변경된기능및사용되지않는기능

이포함되어있습니다.

Lightning Console JavaScript API

Lightning Console JavaScript API에는 Lightning 콘솔앱과유틸리티막대를프로그래밍방식으로사용자정의할수있

는새로운메서드와업데이트된메서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신규및변경된개체

이러한신규및변경된표준개체를통해더많은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Salesforce 전체

앱내지침에더많은위치에서이미지추가및선택

PromptVersion개체의새 ImageId, ImageLocation, ImageAltText 필드를사용합니다. DisplayPosition

필드를사용하여프롬프트의추가위치옵션에서선택합니다. Salesforce에서프롬프트의페이지위치를식별할

수있도록 TargetPageKey1Ref 및 TargetPageKey3 필드를추가했습니다.

앱내지침다시알림

최종사용자는앱내지침을다시알릴수있습니다. PromptAction 개체에서새 SnoozeUntil 및 TimesSnoozed

필드와수정된 LastResult 필드를사용합니다.

사용되지않음: PromptVersion 개체의 TargetAppDeveloperName 및 TargetAppNamespacePrefix 필드는사

용되지않습니다.

해당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사용되지않습니다.

Chatter

질문및답변의날짜및시간값저장

새 NetworkFeedResponseMetric 개체를사용합니다.

상거래

레이아웃에 CartDeliveryGroup 개체추가

이제 CartDeliveryGroup 개체특성 layoutable이 true입니다.

레이아웃에 CartTax 개체추가

이제 CartTax 개체특성 layoutable이 true입니다.

게스트구매자가매장을볼수있도록허용

새 GuestBuyerProfile 개체를사용합니다.

조직에 ProductAttribute 선택목록항목추가

새 ProductAttribute 개체를사용합니다.

제품특성을 ProductAttributeSet으로그룹화

새 ProductAttributeSet 개체를사용합니다.

584

개발자를위한신규및변경된항목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제품에 ProductAttributeSetItem 연결

새 ProductAttributeSetItem 개체를사용합니다.

SalesStoreCatalog 검색

이제 SalesStoreCatalog 개체가 retrievable입니다.

매장의게스트구매자프로필식별

기존 WebStore 개체의새 GuestBuyerProfileId 필드를사용합니다.

매장의게스트구매활성화여부확인

기존 WebStore 개체의새 OptionsGuestBrowsingEnabled 필드를사용합니다.

레이아웃에 WishlistItem 개체추가

이제 WishlistItem 개체특성 layoutable이 true입니다.

옴니채널재고를사용하여재고위치관리

위치개체의새 ShouldSyncWithOci 필드를사용합니다.

옴니채널재고위치를그룹으로구성

새옴니채널재고기능에서새 LocationGroup 및 LocationGroupAssignment 개체를사용합니다.

옴니채널재고서비스의외부동기화진행및상태정보추적

새옴니채널재고기능에서새 AsyncOperationLog 개체를사용합니다.

배송별주문항목추적

배송개체에서새 ShipmentItem 개체및새 DeliveryMethodId, FulfillmentOrderId, OrderSummaryId,

TotalItemsQuantity 필드를사용합니다.

계정또는유형없이주문처리만들기

이제 FulfillmentOrder 개체에서 AccountId, Type, TypeCategory 필드가 nillable입니다.

처리를위해주문요약을재고위치로라우팅하려는시도를예약및기록합니다.

새 OrderSummaryRoutingSchedule 개체를사용합니다.

처리를위해주문요약을재고위치로라우팅하기위해시도한횟수를추적합니다.

OrderSummary 개체의새 RoutingAttempts 필드를사용합니다.

상거래결제

CardPaymentMethod 또는 DigitalWallet과같은다른사전정의된결제방법유형으로표시되지않는결제방법정보

를저장하는결제방법엔티티만들기

새 AlternativePaymentMethod 개체를사용합니다.

미결결제승인에대한변경관련정보저장

새 PaymentAuthorizationAdjustment 엔티티를사용합니다.

동작변경: PaymentAuthorization의 TotalAuthReversalAmount에대한새수식

이제 TotalAuthReversalAmount 수식은결제승인에대해처리된모든승인번복의합계입니다.

동작변경: PaymentAuthorization의잔액에대한새수식

이제잔액수식은승인금액 - 처리된캡처총액 - 처리된승인번복총액입니다. 잔액은양수또는음수일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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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wyProvPaymentMethodType이 AlternativePaymentMethod에연결될수있도록지정

GtwyProvPaymentMethodType개체의기존 PaymentMethodType필드에새 AlternativePaymentMethod

값을사용합니다.

PaymentGatewayLogs가승인번복관련정보를기록할수있도록지정

PaymentGatewayLog 개체의기존 InteractionType 필드에새 AuthorizationReversal 값을사용합니

다.

사용자정의

플로인터뷰의상태가져오기

FlowInterview 개체의새 InterviewStatus 필드를사용합니다.

개발

푸시업그레이드에대한모니터링정보가져오기

PackagePushRequest 및 PackagePushJob 개체에서 DurationSeconds, EndTime, StartTime 필드를사용합니다.

다음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새로추가되었습니다.

조직에서 AI 앱에관한정보가져오기

AIApplication, AIApplicationConfig, MLField, MLPrediction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이벤트모니터링

클라이언트요청의지리적위치확인

EventLogFile 개체의 Lightning 오류, Lightning 상호작용, Lightning 페이지보기, Lightning 성능에있는새 CLIENT_GEO

필드를사용합니다.

Commerce 인스턴스내에서사용량모니터링

EventLogFile 개체의새 One Commerce Usage 이벤트를사용합니다.

Experience Cloud

Knowledge 검색결과의필드에대한프로필액세스제어

네트워크개체의새 OptionsProfileBasedLayoutsForKnowledgeSearchEnabled 필드를사용합니다.

Lightning 구성요소

이벤트로그파일에서 Aura 또는 Lightning 웹구성요소의 Apex 메서드요청에관한정보를봅니다.

EventLogFile 개체의 Aura Request 이벤트유형을사용하여벤치마킹요청시간이나실패한요청의 URI 식별과

같은정보를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

모바일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Field Service 모바일앱에서오프라인일경우특정사용자가볼수있는레코드선택

새 Briefcase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선택한레코드를사용자및사용자그룹에할당

새 BriefcaseAssignment 개체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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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필터링규칙만들기

새 BriefcaseRule 개체를사용합니다.

레코드선택을위한필터기준포함

새 BriefcaseRuleFilter 개체를사용합니다.

매출

구매한항목수를기반으로계층화된할인적용

새 PriceAdjustmentSchedule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47.0에도입된이개체가 SOAP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

었습니다.

가격조정일정에대한할인계층정의

새 PriceAdjustmentTier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47.0에도입된이개체가 SOAP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었습

니다.

계층화된가격적용방법선택

PriceAdjustmentSchedule 개체의새 AdjustmentMethod 필드를사용하여계층별로슬래브또는범위가격을설

정합니다.

가격조정일정과연결된가격목록항목확인

PricebookEntryAdjustment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47.0에도입된이개체가 SOAP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었

습니다.

서비스계약에서구독가격이있는제품확인

ContractLineItem 개체의새 SubscriptionPricing 필드를사용합니다.

자산의매출총액확인

자산개채의새 TotalLifecycleAmount 필드를사용하여자산의수명주기에서각상태의매출을확인합니

다.

세일즈

참석한사람및말한내용등화상통화관련정보저장

새 VideoCall, VideoCallRecording, VideoCallParticipant 개체를사용합니다. Einstein 대화인사이트에서가장중요한녹음

이어떤것인지알려줍니다.

유용한음성통화그룹생성및공유

새 SharingRecordCollection, SharingRecordCollectionItem, SharingRecordCollectionMember 개체를사용하여 Einstein 대화인

사이트사용자에게유용한범주로통화를구성합니다.

공유, 공개, 리소스및사용자목록캘린더생성및배포

CalendarView 개체를사용하여사용자의공유, 공개, 리소스또는사용자목록캘린더를보고, 만들고, 배포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API에서개체캘린더만만들수있었습니다.

사용자가표준또는사용자정의개체에대한검색관계를통해기회제품레코드에대한추가정보를추적하도록

허용

OpportunityLineItem 개체에서새 LastReferencedDate 및 LastViewedDate 필드를사용합니다.

주문제품이제품행인지요금행인지여부를표시합니다.

OrderItemType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48.0에도입된이유형이 SOAP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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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대한공유엔티티정의

OrderShare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48.0에도입된이유형이 SOAP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었습니다.

주문상태정의

OrderStatus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48.0에도입된이유형이 SOAP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었습니다.

Salesforce Einstein

회신권장사항에사용된언어확인

ReplyText 개체에서새 언어 필드를사용합니다.

의도교육모델에추가할고객입력평가

새 MlIntentUtteranceSugges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Salesforce 설문조사

설문조사질문에추가된유효성검사

SurveyQuestion 개체에 ValidationType 필드를추가했습니다.

더많은엔티티유형사용가능

SurveySubject 개체의 SubjectEntityType 필드에서더많은값을선택할수있습니다.

• LoyaltyProgram

• 프로모션

• 자산캠페인

• LoyaltyProgramPartner

• VolunteerProject

• TransactionJournal

• ServiceResource

• RebateProgram

설문조사에이메일보낸사람추가

SurveyVersionAddlInfo 개체의 EmailSender 필드를사용하여조직전체이메일주소를정의합니다.

설문조사에참여컨텍스트추가

SurveyVersionAddlInfo 개체의 EngagementContextMetadata 필드를사용하여설문조사에참여컨텍스트를매

핑합니다.

보안, 개인정보및 ID

인증이벤트에대한성공및실패정보확인

새 IdentityProviderEventStore 개체를사용합니다.

ID 공급자가조직에로그인하는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모니터링

기존 LoginHistory 개체의새 AuthMethodReference 필드를사용합니다.

실행된데이터주체액세스요청정책의내역및완료에대한정보가져오기

Customer 360 개인정보보호센터의기존 DsarPolicyLog 개체에있는새 CompletionDateTime, DataSubjectId,

DeletedDateTime, DownloadedDateTime, DsarError, RequestDateTime, RequestUserId필드를사용

합니다. 또한기존 RequestStatus 필드에서새다운로드됨및만료됨값을사용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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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화항목에서이벤트가발생한시기에대한보다세부적인정보얻기

ConversationEntry 개체에서새언어필드를사용합니다. EntryTimeMilliSecs, ClientTimestamp,
ClientDuration, ServerReceivedTimestamp

Experience Cloud 사이트사용자에게더이상표시되지않는 BCC 주소를사용하여수신자의개인정보를보호합니

다.

EmailMessage 개체에서 BccAddress 및 BccIds 필드는이업데이트된동작을반영합니다.

비용레코드의항목단가및수량에서총비용을계산합니다.

비용개체의새 할인, 수량, 소계, TotalPrice, UnitPrice 필드를사용합니다.

대화를초기화하는데사용된채널의레코드 ID를쿼리합니다.

대화개체의새 ConversationChannelId 필드를사용합니다.

동작변경: 이제 ConversationParticipant 개체의 AppType은 nillable입니다.

이제 AppType 필드를 null로설정하고콘텐츠를비울수있습니다.

음성구성의테넌트공급업체에대한버전정보가져오기

VoiceVendorInfo 개체의새 TenantConfigVersion 필드를사용합니다.

음성사용시더많은통화유형지정

VoiceCall 개체의 CallType 필드에서새 콜백 선택목록값을사용합니다. 또한 VoiceCall 개체의 CurrencyCode

필드에 CNH 선택목록값을추가했습니다.

제거: MessagingChannel 개체의 TargetUserId 필드가제거됨

TargetUserId 필드는더이상 MessagingChannel 개체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MessagingChannel 개체검색

이제 MessagingChannel 개체를검색할수있습니다.

MessagingTemplate 개체검색

이제 MessagingTemplate 개체를검색할수있습니다.

동작변경: MessagingChannel 개체의 ConsentType 필드는더이상생성시기본값으로설정되지않습니다.

MessagingChannel 개체의 ConsentType 필드에있는속성 defaultedOnCreate가 false로변경되었습니다.

교대근무를위한서비스약속필터만들기

새 RecordsetFilterCriteria 및 RecordsetFilterCriteriaRule 개체를사용합니다.

모바일앱에시간시트항목의시간대기록

FieldServiceMobileSettings 개체의새 IsTimeZoneEnabled 필드를사용합니다.

Work.com

직원사진 URL의정보가져오기

직원개체의새 BannerPhotoUrl, FullPhotoUrl, MediumPhotoUrl, SmallPhotoUrl 필드를사용합니다.

신규및변경된표준플랫폼이벤트

이러한신규및변경된표준플랫폼이벤트의채널을구독하여 Salesforce에서실시간으로알림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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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전체

Lightning Scheduler에서서비스약송이생성, 업데이트또는삭제될경우알림수신

새 AppointmentSchedulingEvent를구독하면 Lightning Scheduler에서새서비스약속또는수정되거나삭제된서비스

약속과관련된알림을받을수있습니다. 이이벤트는 Lightning Scheduler의일부입니다.

세일즈

주문상태변경시알림받기

새 OrderStatusChangedEvent를구독하여주문상태변경과관련된알림을수신합니다.

Salesforce에서는초안주문생성시이벤트를게시하지않습니다.

모바일

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개체에서제거된필드

MobileEmailEvent, MobileEnforcedPolicyEvent, MobileScreenshotEvent, MobileTelephonyEvent의 사용자 이름 필드가제거

되었습니다.

조직에서선택적 Apex 트리거를사용하는경우 Apex 트리거에서 obj.UserName__c = event.UserName;을

제거하여문제를방지합니다.

보안및 ID: 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

인증요청시 ID 공급자추적

새 IdentityProviderEventStore 개체를사용하여다른앱공급자의인증요청이벤트를모니터링합니다.

사용자가조직에인증되는방식모니터링

기존 LoginEvent 및 LoginEventStream 개체의새 AuthMethodReference 필드를사용하여타사 ID 공급자가 OpenId

연결싱글사인온이벤트중에사용자를인증하는방법을확인합니다.

개발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사용하여 ISV 응용프로그램을모니터링합니다.

이제 BatchApexErrorEvent를관리패키지에추가할수있습니다. 관리패키지에 BatchApexErrorEvent 트리거를포함

하여배치작업의상태를모니터링하고사후설치단계없이필요한수정작업을수행합니다.

상거래

Commerce의브라우저유형, 버전관리및매장유형모니터링

기존 CommerceDiagnostic 이벤트개체의새 B2BEdition, B2BVersion, BrowswerDeviceType, OsVersion,

WebStoreType 필드를사용합니다.

SOQL

이제 SOQL(Salesforce Object Query Language)을사용하면새 FIELDS() 함수를사용하여쿼리문내에미리정의된필

드그룹을쉽게포함할수있습니다.

이유: 이전버전의 SOQL에서필드검색은검색할모든필드의모든이름을지정하는것을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

로이를위해서는먼저필드목록을가져오기위해개체를설명하는 API 호출을수행한후해당하는모든필드를선

590

개발자를위한신규및변경된항목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택하기위해 SOQL 쿼리를힘들게구성해야했습니다. 또한이러한쿼리는많은데이터를검색하는크고복잡한쿼

리의경우문자제한을초과할수있습니다. 새 FIELDS() 함수를사용하면이름을몰라도모든필드를선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SOQL 문을준비하기위해서버를왕복할필요가없고, 조사를하기위해입력을많이하지않아도

되며, 쿼리문을단순화하고, 개체의형태를훨씬쉽게탐색할수있습니다.

방법: SELECT 문에 FIELDS(ALL), FIELDS(STANDARD) 또는 FIELDS(CUSTOM)를사용합니다. 자세한내용은

SOQL 및 SOSL 참조의 FIELDS()를참조하십시오.

REST API

REST API에는새로운리소스, 변경된리소스및사용되지않는리소스가포함되어있습니다.

플로에서서식있는이메일보내기

emailSimple 표준호출가능작업의기존요청본문에서새로운옵션 sendRichBody 속성을사용합니다. true

로설정하여서식있는텍스트형식으로작성된이메일을보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릴리스노트의이메일보내기작업을사용하여플로에서서식있는텍스트이메일보내기페이지 437를참조하

십시오.

동의쓰기 API 호출을사용하여여러레코드에대한동의업데이트및쓰기

새로운 /consent/action 자원에대한 PATCH 요청을수행합니다. 자세한내용은여러레코드에서동의데이

터동기화페이지 510를참조하십시오.

Connect REST API

Connect REST API를사용하여모바일앱, 인트라넷사이트및타사웹응용프로그램과 Salesforce를통합합니다. Lightning

용 B2B Commerce 주문, 위시리스트, 정식출시된제품변형을사용하여더많은작업을수행합니다. 콘텐츠키를사

용하여 CMS 관리콘텐츠를가져옵니다.

이섹션에서는: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리소스

이러한리소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요청본문

이러한요청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응답본문

이러한응답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ConnectApi(Connect in Apex): 신규및변경된클래스및열거형

Connect REST API 개발자가이드

Apex 개발자가이드: ConnectApi 네임스페이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리소스

이러한리소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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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용 B2B Commerce

주문요약가져오기

새 /commerce/webstores/webstoreId/order-summarie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주문배달그룹가져오기

새 /commerce/webstores/webstoreId/order-summaries/orderSummaryId/delivery-groups리소

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주문항목가져오기

새 /commerce/webstores/webstoreId/order-summaries/orderSummaryId/items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제품을가져올때특성및변형정보제외(정식출시)

excludeAttributeSetInfo 또는 excludeVariationInfo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products/productId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제품필드를사용하여위시리스트가져오기

새 productFields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wishlistId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항목별로정렬된위시리스트가져오기

새 sortItemsBy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wishlistId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페이지당지정된수의항목이포함된위시리스트가져오기

새 pageSize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wishlistId 리소

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제품필드를사용하여위시리스트항목가져오기

새 productFields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wishlistId/wishlist-items 리소스에대한 GET 요

청을수행합니다.

정렬된위시리스트항목가져오기

새 sortItemsBy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wishlistId/wishlist-items 리소스에대한 GET 요

청을수행합니다.

제품필드를포함하는위시리스트요약가져오기

새 productFields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 리소스에대

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항목별로정렬된위시리스트요약가져오기

새 sortItemsBy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페이지당지정된수의항목이포함된위시리스트요약가져오기

새 pageSize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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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리스트삭제

새 effectiveAccountId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mmerce/webstores/webstoreId/wishlists/wishlistId 리소스에대한 DELETE 요청을수행합니다.

Chatter

피드요소의통화공동작업에액세스

새 /chatter/feed-elements/feedElementId/capabilities/call-collaboration 리스소에대해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CMS 관리콘텐츠

콘텐츠키를사용하여커뮤니티의게시된관리콘텐츠버전가져오기

새 contentKeys 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nnect/communities/communityId/managed-content/delivery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

니다.

콘텐츠키를사용하여채널의게시된관리콘텐츠버전가져오기

새 contentKeys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nnect/cms/delivery/channels/channelId/contents/query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대화

대화대량업로드

multipart/form-data 요청의이진파일이포함된새 /connect/conversations/upload 리소스에대한 POST 요

청을수행합니다.

대량대화업로드상태가져오기

uploadIds 요청매개변수로새 /connect/conversations/upload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대화항목가져오기

새 /connect/conversation/conversationIdentifier/entries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대화항목업데이트

새대화항목업데이트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

/connect/conversation/conversationIdentifier/entries리소스에대한 PATCH 요청을수행합니다.

직원프로필

직원의배너사진가져오기

새 /connect/employee-profiles/employeeId/banner-photo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직원의배너사진만들고잘라내기

배너사진입력이포함된새 /connect/employee-profiles/employeeId/banner-photo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직원의배너사진삭제하기

새 /connect/employee-profiles/employeeId/banner-photo 리소스에대한 DELETE 요청을수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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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사진가져오기

새 /connect/employee-profiles/employeeId/photo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직원의사진만들고잘라내기

사진입력이포함된새 /connect/employee-profiles/employeeId/photo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

행합니다.

직원의사진삭제하기

새 /connect/employee-profiles/employeeId/photo 리소스에대한 DELETE 요청을수행합니다.

Field Service

패턴에서교대근무미리보기

새패턴에서교대근무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

/connect/field-service/shift-patterns/shiftPatternId/shift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

합니다.

패턴에서교대근무만들기

새패턴에서교대근무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

/connect/field-service/shift-patterns/shiftPatternId/shifts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

행합니다.

Lightning Scheduler

약속시간슬롯의향상된기간가져오기

이제 /connect/scheduling/available-territory-slots 리소스에서시작시간부터 31일동안사용가

능한시간슬롯을반환합니다.

서비스약속수정

새서비스약속입력업데이트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 /connect/scheduling/service-appointments

리소스에대한 PATCH 요청을수행하여예약된시간, 할당된리소스, 서비스영역, 기존약속의작업유형을업데

이트합니다.

결제

권한부여된결제취소

새권한부여번복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payments/authorizations/authorizationId/reversals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

행합니다.

결제방법토큰화

새결제방법토큰화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payments/payment-methods 리소스에

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개인설정

사용자컨텍스트와일치하고필드기반기준이있는할당된대상그룹가져오기

새 recordId매개변수를사용하여 /connect/communities/communityId/personalization/audience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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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연결

인바운드네트워크연결을프로비저닝, 동기화또는해제할경우응답받기

/network-connection/inbound/connections/developerName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49.0~50.0 버전에서이요청을수행하면빈응답이생성됩니다. 51.0 버전이상에서이요청을수행하면새네트워

크연결응답본문이생성됩니다.

아웃바운드네트워크연결을프로비저닝, 동기화또는해제할경우응답받기

/network-connection/outbound/connections/developerName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49.0~50.0 버전에서이요청을수행하면빈응답이생성됩니다. 51.0 버전이상에서이요청을수행하면새네트워

크연결응답본문이생성됩니다.

주문관리

단일요청에서여러개의 FulfillmentOrders를만듭니다.

새여러처리주문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fulfillment/actions/create-multiple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지정된배송분할의제한내에서주문을처리할수있는재고위치의조합을찾습니다.

새분할이가장적은경로찾기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rder-management/routing/actions/find-routes-with-fewest-splits 리소스에대

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주문을처리할수있는다양한위치집합의평균배송거리를비교합니다.

새평균거리순위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rder-management/routing/actions/rank-byaverage-distance리소스에대한 POST 요

청을수행합니다.

옴니채널재고

옴니채널재고의재고예약만들기

새 OCI 예약만들기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reservation/actions/reservations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하나이상의재고예약을처리합니다.

새 OCI 예약처리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reservation/actions/fulfillments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하나이상의재고위치또는위치그룹에서하나이상의제품에대한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합니다.

새 OCI 재고가용성가져오기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availability/availability-records/actions/get-availability 리소스에대

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재고가용성업로드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새로운 /commerce/oci/availability-records/uploads/uploadId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

니다.

위치구조게시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새로운 /commerce/oci/location-graph/uploads/uploadId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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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위치와위치그룹에대한정보를옴니채널재고에비동기식으로게시합니다.

요청없음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location-graph/uploads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

수행합니다.

하나이상의기존재고예약을해제하여재고를확보합니다.

새 OCI 예약해제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reservation/actions/releases 리소

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재고가용성데이터파일을옴니채널재고에업로드합니다.

JSON 파일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availability-records/uploads 리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위치또는위치그룹간에하나이상의재고예약을전달합니다.

새 OCI 예약전달입력요청본문이포함된새로운 /commerce/oci/reservation/actions/transfers 리

소스에대한 POST 요청을수행합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요청본문

이러한요청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고유값세분화입력

이요청본문에는이일반적으로사용가능한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Type  - 특성유형을검색합니다. 값은다음과같습니다.

– Custom

– ProductAttribute

– Standard

패싯가능특성입력

이요청본문에는다음의변경된속성이포함됩니다.

• type  - 이제이속성은 ProductAttribute 값을지원합니다(정식출시).

제품검색그룹화입력(파일럿)

주: 선택된고객에게파일럿프로그램을통해그룹화를제공하며, 특정사용약관에대한동의가필요합니

다. 그룹화는변경될수있으며 Salesforce에서설명서또는보도자료나공식발표문을통해정식출시를알

리지않으면사용할수없습니다. 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일반가용성을전혀보장할

수없습니다.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groupingOption  - 검색결과에대한그룹화옵션입니다. 값은다음과같습니다.

– NoGrouping  - 검색결과가그룹화되지않습니다.

– VariationParent  - 변형상위별로검색결과를그룹화합니다.

• topProductType  - 검색결과의각제품그룹별로반환할상위제품의유형입니다. 값은 VariationPar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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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색입력

이요청본문에는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grouping(파일럿) - 검색결과의제품그룹화여부및그룹화방법을지정합니다.

검색가능특성입력

이요청본문에는다음의변경된속성이포함됩니다.

• type  - 이제이속성은 ProductAttribute 값을지원합니다(정식출시).

대화

대화항목업데이트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EntriesUpdates  - 대화항목업데이트목록입니다.

대화항목업데이트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identifier  - 업데이트된대화항목의식별자입니다.

• messageText  - 업데이트된대화항목의메시지텍스트입니다.

Field Service

패턴에서교대근무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schedulingEndDate  - YYYY-MM-DD 형식의예약종료일자입니다.

• schedulingOccurrences  - 예약발생수입니다.

• schedulingStartDate  - YYYY-MM-DD 형식의예약시작일자입니다.

• serviceResourceId  - 교대근무를배정할서비스리소스의 ID입니다.

• serviceResourceId  - 교대근무를배정할서비스영역의 ID입니다.

Lightning Scheduler

사용가능한영역슬롯입력

이요청본문에는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filterByResources  - 쉼표로구분된서비스리소스 ID 목록입니다. API는목록및리소스 ID가전달되는순

서에따라정렬된, 선택된서비스영역에있는적격서비스리소스만반환합니다.

서비스약속입력업데이트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ssignedResources  - 서비스약속에할당된서비스리소스

• schedulingPolicyId  - AppointmentSchedulingPolicy 개체의 ID입니다.

• serviceAppointment  - 고객의서비스작업을완료하기위한약속입니다.

• serviceAppointmentId  - 업데이트할서비스약속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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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관리

분할이가장적은입력으로경로찾기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AvailableInventory  - 각목록요소는재고위치의사용가능제품수량을나타냅니다.

• maximumNumberOfSplits  - 배송분할의최대허용수입니다. 이분할수보다많은수를포함하는라우팅

옵션은반환되지않습니다.

• orderedQuantities  - 각목록요소는처리를위해라우팅할제품의수량을나타냅니다.

위치가용성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xternalReferenceId  - 재고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quantity  - 제품의사용가능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제품의재고관리단위입니다.

위치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untryCode  - 위치의국가코드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위치식별자입니다.

• postalCode  - 위치의우편번호입니다.

여러처리주문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mentOrders  - 각요소에는하나의처리주문을만들기위한데이터가포함되어있습니다.

SKU 입력이있는수량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quantity  - 제품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제품의 SKU입니다.

평균거리순위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liveryCountryCode  - 주문수신자의국가코드입니다.

• deliveryPostalCode  - 주문수신자의우편번호입니다.

• distanceUnit  - mi 또는 km을지정하여각각마일또는킬로미터로반환합니다.

• sortResult  - ASC 또는 DESC를지정하여각각오름차순및내림차순으로평균배송거리를기준으로결과

의순위를매깁니다.

• targetLocations  - 각요소는주문을처리하기위해결합할수있는재고위치집합입니다.

대상위치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s  - 국가코드및우편번호에대한정보가있는위치의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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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재고

OCI 예약만들기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allowPartialReservations  - true인경우시스템에서전체예약을생성하지못하면부분예약생성을시

도합니다.

• createRecords  - 제품수량및위치또는위치그룹의목록입니다.

• expirationSeconds  - 초단위의시간입니다. reservationTime 이후시간내에처리되지않으면예약이만료

됩니다.

• externalRefId  - 외부참조 ID입니다.

• reservationTime  - 예약을기록하는시간입니다.

OCI 예약만들기단일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재고를예약할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재고를예약할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예약할제품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예약할제품의 SKU입니다.

OCI 예약처리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mentRecords  - 재고예약목록입니다.

OCI 예약처리단일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을처리하는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을처리하는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처리중인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처리중인제품의 SKU입니다.

OCI 재고가용성입력가져오기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이값을지정하면

이그룹에속하는모든위치에대한재고데이터를검색합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s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위치그룹의최대 100개의식별자목록입니

다.

• locationIdentifiers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위치의최대 100개의식별자목록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제품의 SKU입니다. 위치또는위치그룹없이 SKU를지

정하면위치그룹에할당되지않은모든재고위치에서해당 SKU에대한가용성데이터가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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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KeepingUnits  - 재고가용성데이터를검색할제품의최대 100개의 SKU 목록입니다.

• useCache  - 캐시에서재고데이터를가져올지여부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OCI 예약해제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이속성이포함됩니다.

• releaseRecords  - 발주할재고예약목록입니다.

OCI 예약해제단일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externalRefId  - 예약된위치또는위치그룹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된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발주할예약된재고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발주할제품의 SKU입니다.

OCI 예약전달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llOrNothingTransferId  - 실패한단일전송요청이호출의다른모든요청을취소할지제어합니다.

• transferRecords  - 재고예약전달목록입니다.

OCI 예약전달단일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요청을식별하는 UUID 입니다. 응답데이터의작업요청 ID를사용하여성공또는실패

한요청을식별합니다.

• externalRefId  - 전달을받는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from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보내는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from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보내는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전달중인재고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전달중인제품의 SKU입니다.

• to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받는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to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받는위치의식별자입니다.

결제

권한부여번복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결제권한부여번복을위한계정입니다. 결제권한부여계정과일치해야합니다.

• additionalData  - 필요한경우사용자가결제요청에추가데이터를입력할수있습니다. additionalData 개

체는항목으로구성되며각항목에는키와값이포함됩니다. 최대 5개의키-값쌍을지원합니다. 각키및값

에서는최대 255자까지입력할수있습니다.

• amount  - 결제권한부여에적용된조정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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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  - 사용자는댓글을추가하여레코드에대한추가세부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최대 1,000자를

입력할수있습니다.

• effectiveDate  - 조정이권한부여에적용되는날짜입니다.

• email  - 요청을시작한클라이언트의이메일입니다.

• idempotencyKey  - 결제요청에사용된멱등키입니다. 페이로드또는머리글에제공될수있지만양쪽모

두에동시제공되지는않습니다.

• ipAddress  - 요청한클라이언트의 IP 주소입니다.

• macAddress  - 요청한클라이언트의 MAC 주소입니다.

• phone  - 요청을시작한클라이언트의전화번호입니다.

결제방법토큰화입력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dditionalData  - 필요한경우사용자가결제요청에추가데이터를입력할수있습니다. additionalData 개

체는항목으로구성되며각항목에는키와값이포함됩니다. 최대 5개의키-값쌍을지원합니다. 각키및값

에서는최대 255자까지입력할수있습니다.

• address  - 결제방법주소입니다.

• cardPaymentMethod  - 카드결제방법입니다.

• email  - 요청을시작한클라이언트의이메일입니다.

• idempotencyKey  - 결제요청에사용된멱등키입니다. 페이로드또는머리글에제공될수있지만양쪽모

두에동시제공되지는않습니다.

• ipAddress  - 요청한클라이언트의 IP 주소입니다.

• macAddress  - 요청한클라이언트의 MAC 주소입니다.

• paymentGatewayId  - 결제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 phone  - 요청을시작한클라이언트의전화번호입니다.

신규및변경된 Connect REST API 응답본문

이러한응답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Lightning용 B2B Commerce

카트제품특성(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label  - 특성이름의레이블또는표시이름

• sequence  - 특성집합내특성순서

• value  - 특성의표시값

카트제품요약

이응답본문에는이일반적으로사용가능한속성이포함됩니다.

• variationAttributes  - 제품과관련이있는변형특성

고유값검색패킷

이응답본문에는다음의변경된속성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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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Type  - 이제이속성은 ProductAttribute 값을지원합니다(정식출시).

패싯가능특성

이응답본문에는다음의변경된속성이포함됩니다.

• type  - 이제이속성은 ProductAttribute 값을지원합니다(정식출시).

주문배달그룹요약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ields  - 주문배달그룹요약및쿼리된기타관련개체의필드맵입니다.

주문배달그룹요약컬렉션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urrentPageToken  - 주문배달그룹요약의현재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currentPageUrl  - 주문배달그룹요약의현재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nextPageToken  - 주문배달그룹요약의다음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nextPageUrl  - 주문배달그룹요약의다음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orderDeliveryGroups  - 주문배달그룹요약의컬렉션입니다.

• previousPageToken  - 주문배달그룹요약의이전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previousPageUrl  - 주문배달그룹요약의이전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주문항목요약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ields  - 주문항목요약및쿼리된기타관련개체의필드맵입니다.

• orderItemSummaryId  - 주문항목요약요약의 ID입니다.

• orderSummaryId  - 주문요약요약의 ID입니다.

• product  - 연결된제품항목정보입니다.

주문항목요약컬렉션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urrentPageToken  - 항목의현재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currentPageUrl  - 항목의현재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items  - 주문항목요약의컬렉션입니다.

• nextPageToken  - 항목의다음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nextPageUrl  - 항목의다음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 previousPageToken  - 항목의이전페이지에대한토큰입니다.

• previousPageUrl  - 항목의이전페이지에대한 URL입니다.

주문항목요약제품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anViewProduct  - 컨텍스트사용자가제품을볼수있는지(true) 아닌지(false) 여부를지정합니다.

• errorCode  - 오류가있는제품의오류코드입니다.

• errorMessage  - 오류가있는제품의오류메시지입니다.

• fields  - 쿼리된제품필드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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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 연결된제품미디어입니다.

• productAttributes  - 제품특성요약입니다.

• productId  - 제품의 ID입니다.

주문요약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reatedDate  - 주문요약작성일자입니다.

• fields  - 요청된주문요약필드맵입니다.

• orderNumber  - 주문요약의주문번호입니다.

• orderSummaryId  - 주문요약요약의 ID입니다.

• orderedDate  - 주문요약의주문날짜입니다.

• ownerId  - 주문요약소유자의 ID입니다.

• status  - 주문요약의상태입니다.

• totalAmount  - 주문요약의총액입니다.

주문요약컬렉션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unt  - 현재페이지에반환된총주문요약수입니다.

• currentPageToken  - 현재페이지를식별하는토큰입니다.

• currentPageUrl  - 현재페이지를식별하는 Connect REST API URL입니다.

• nextPageToken  - 다음페이지를식별하는토큰으로, 다음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nextPageUrl  - 다음페이지를식별하는 Connect REST API URL로, 다음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orderSummaries  - 주문요약의컬렉션입니다.

• previousPageToken  - 이전페이지를식별하는토큰으로, 이전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previousPageUrl  - 이전페이지를식별하는 Connect REST API URL로, 이전페이지가없는경우 null입니다.

• sortOrder  - 주문요약의정렬순서입니다. 값은다음과같습니다.

– CreatedDateAsc  - 가장오래된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CreatedDateDesc  - 가장최근의만든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OrderedDateAsc  - 가장오래된주문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 OrderedDateDesc  - 가장최근의주문날짜를기준으로정렬합니다.

제품특성정보(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llowableValues  - 특성에허용되는값

• apiName  - 특성의 API 이름

• availableValues  - 제품에사용할수있는특성값

• fieldEnumOrId  - 사용자정의필드에서는필드 ID 또는표준필드에서는열거값

• label  - 특성의레이블

• objectName  - 필드를포함하는개체의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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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 특성집합의특성순서

제품특성선택항목정보(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piName  - 특성의 API 이름

• label  - 특성의레이블

• sequence  - 특성집합의특성순서

• value  - 특성의표시값

제품특성집합(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s  - 특성집합의구성원인특성의맵

• developerName  - 특성집합의이름

• id  - 제품특성집합을나타내는제품특성레코드의 ID

제품특성집합정보(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Info  - 특성메타데이터에특성필드의 API 이름매핑

• description  - 특성집합의설명

• developerName  - 특성집합의개발자이름

• id  - 특성집합의 ID

• masterLabel  - 특성집합의마스터레이블

• sequence  - 제품에대한특성집합의순서

제품특성집합요약(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piName  - 특성집합의 API 이름

• attributes  - 특성집합의특성목록

• label  - 특성집합의표시레이블

제품특성요약(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piName  - 특성의 API 이름

• label  - 특성의표시레이블

• sequence  - 특성집합의특성순서

• value  - 특성의표시값

제품항목에대한제품특성(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canonicalKey  - 특성집합의특성순서번호를기반으로밑줄(_)을사용하여연결된특성 API 값

• productId  - 특성선택항목에대한변형제품 ID

• selectedAttributes  - 제품 ID에매핑되는키를구성하기위해사용가능한특성값및메타데이터의순

서가있는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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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세부사항

이응답본문에는다음의일반적으로사용가능한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SetInfo  - 메타데이터에특성집합개발자이름매핑

• productClass  - 제품등급값은다음과같습니다.

– 간단한 방법

– 변형

– VariationParent

• variationAttributeSet  - 제품의변형특성집합

• variationInfo  - 변형특성에사용할수있고허용되는값및특성값조합에서변형제품 ID를확인하기위

한맵

• variationParentId  - 변형상위의 ID

제품요약

이응답본문에는다음의일반적으로사용가능한속성이포함됩니다.

• productClass  - 제품등급값은다음과같습니다.

– 간단한 방법

– 변형

– VariationParent

• variationAttributeSet  - 제품과관련이있는변형특성

제품변형정보(정식출시)

이응답본문에는다음과같은속성이포함됩니다.

• attributesToProductMappings  - 변형제품 ID에특성값조합매핑

• variationAttributeInfo  - 제품특성정보에필드 API 이름매핑

검색가능특성

이응답본문에는다음의변경된속성이포함됩니다.

• type  - 이제이속성은 ProductAttribute 값을지원합니다(정식출시).

Chatter

통화공동작업기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mmentEndTime  - 미디어플레이어의댓글종료시간(초)

• commentStartTime  - 미디어플레이어의댓글시작시간(초)

피드요소기능

이응답본문에는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allCollaboration  - 피드요소에이기능이있을경우녹음댓글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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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관리콘텐츠

관리콘텐츠미디어노드값

이응답본문에는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Key  - 관리콘텐츠의콘텐츠키

관리콘텐츠버전

이응답본문에는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Key  - 관리콘텐츠의콘텐츠키

관리콘텐츠검색결과

이응답본문에는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Key  - 관리콘텐츠의콘텐츠키

대화

대화대량업로드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Identifier  - 대화의식별자입니다.

• errorDetail  - 업로드에실패한경우, 실패한이유입니다.

• status  - 업로드시도의상태입니다.

• uploadId  - 대화의업로드 ID입니다.

대화대량업로드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BulkUploadsResults  - 대화대량업로드결과목록입니다.

대화대량업로드상태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Id  - 대화의 ID

• errorDetail  - 대화의오류세부사항

• failedEntryCount  - 대화의실패한항목수

• failedEntryIds  - 대화의실패한대화항목 ID 목록

• lastUpdatedTimestamp  - 대화의마지막업데이트타임스탬프(밀리초)

• status  - 대화업로드요청의상태

• successEntryCount  - 대화의성공한항목수

• uploadId  - 대화의업로드 ID

대화대량업로드상태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BulkUploadStatuses  - 대화대량업로드의상태목록

대화항목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Entries  - 대화항목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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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항목업데이트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versationEntriesUpdateResults  - 대화항목업데이트결과목록

대화항목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lientDuration  - 대화항목에대한클라이언트기간(밀리초)

• clientTimestamp  - 대화항목에대한클라이언트타임스탬프(밀리초)

• identifier  - 대화항목의식별자

• messageText  - 대화항목의메시지텍스트이텍스트는텍스트유형의정적콘텐츠메시지를포함하는메

시지항목유형에대해서만반환됩니다.

• sender  - 대화항목의보낸사람

• serverReceivedTimestamp  - 서버에서대화항목에대한타임스탬프를받음(밀리초)

대화항목업데이트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ailureReason  - 업데이트에실패한경우, 실패한이유

• identifier  - 업데이트된대화항목의식별자

• success  - 업데이트시도상태가성공인지(true) 아닌지(false) 여부를지정

대화참가자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ppType  - 참가자의앱유형

• role  - 참가자의역할

• subject  - 참가자의주제

Field Service

패턴에서교대근무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unt  - 생성된교대근무총수

• recordIds  - 생성된교대근무 ID의컬렉션

주문관리및옴니채널재고

사용가능한위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s  - 재고위치목록

평균거리결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Calculation  - 배송거리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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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계산결과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verageDistance  - 위치에서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

• locations  - 주문수신자의위치및거리목록

• rank  - 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를기준으로모든결과의순위

분할이가장적은출력으로경로찾기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targetLocations  - 목록의각요소는라우팅되는주문을함께처리할수있는재고위치의집합입니다.

처리그룹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edFromLocationId  - (생성실패) 입력 FulfilledFromLocationId

• fulfillmentOrderId  - 성공적으로생성된 FulfillmentOrder의 FulfillmentOrderId

• fulfillmentType  - (생성실패) 입력 FulfillmentType

•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orderItemSummaries  - (생성실패) 입력 OrderItemSummaries 목록

• order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SummaryId

• referenceId  - FulfillmentGroup 입력표현의 referenceId

사용가능한위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s  - 재고위치목록

평균거리결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Calculation  - 배송거리계산결과

거리계산결과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verageDistance  - 위치에서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

• locations  - 주문수신자의위치및거리목록

• rank  - 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를기준으로모든결과의순위

분할이가장적은출력으로경로찾기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targetLocations  - 목록의각요소는라우팅되는주문을함께처리할수있는재고위치의집합입니다.

처리그룹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edFromLocationId  - (생성실패) 입력 FulfilledFromLocationId

• fulfillmentOrderId  - 성공적으로생성된 FulfillmentOrder의 FulfillmentOrderId

• fulfillmentType  - (생성실패) 입력 FulfillmentType

•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DeliveryGroupSummar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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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ItemSummaries  - (생성실패) 입력 OrderItemSummaries 목록

• order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SummaryId

• referenceId  - FulfillmentGroup 입력표현의 referenceId

결제

권한부여조정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countID  - 조정중인결제권한부여가포함된계정의 ID

• amount  - 결제권한부여조정금액

• currencyIsoCode  - 결제권한부여조정과연결된 3자리 ISO 4217 통화조정코드입니다.

• effectiveDate  - 권한부여조정이적용되는날짜입니다.

• id  - PaymentAuthAdjustment 레코드의 ID입니다.

• paymentAuthAdjustmentNumber  - 시스템정의참조번호입니다.

• requestDate  - 권한부여조정트랜잭션이발생한날짜입니다.

• status  - 결제권한부여조정의상태입니다.

권한부여번복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  - 권한부여번복에대한오류응답표현입니다.

• gatewayResponse  - 권한부여번복에대한게이트웨이응답표현입니다.

• paymentAuthAdjustment  - 권한부여번복에대한결제권한부여조정응답표현입니다.

• paymentGatewayLogs  - 권한부여번복에대한게이트웨이로그컬렉션표현입니다.

권한부여번복게이트웨이응답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gatewayAvsCode  - 게이트웨이 AVS 코드입니다.

• gatewayDate  - 게이트웨이날짜입니다.

• gatewayMessage  - 게이트웨이에서반환된메시지입니다.

• gatewayReferenceDetails  - 게이트웨이참조세부사항입니다.

• gatewayReferenceNumber  - 게이트웨이참조번호입니다.

• gatewayResultCode  - 게이트웨이결과코드입니다.

• gatewayResultCodeDescription  - 게이트웨이결과코드설명입니다.

• salesforceResultCode  - Salesforce 결과코드입니다.

결제방법토큰화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  - 실패한결제방법토큰화요청후오류응답입니다.

• gatewayResponse  - 실패한결제방법토큰화요청후게이트웨이응답입니다.

• paymentGatewayLogs  - 결제방법토큰화요청후결제게이트웨이로그입니다.

• paymentMethod  - 결제방법토큰화요청에대한결제방법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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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토큰화게이트웨이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gatewayAvsCode  - 게이트웨이 AVS 코드입니다.

• gatewayDate  - 게이트웨이날짜입니다.

• gatewayMessage  - 게이트웨이에서반환된메시지입니다.

• gatewayResultCode  - 게이트웨이결과코드입니다.

• gatewayResultCodeDescription  - 게이트웨이결과코드설명입니다.

• gatewayToken  - 결제게이트웨이의결제방법토큰입니다.

• salesforceResultCode  - Salesforce 결과코드입니다.

개인설정

대상그룹대상할당

이응답본문에는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formulaScope  - 대상의수식범위입니다.

비공개연결

AWS 인바운드네트워크연결속성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wsVpcEndpointId  - AWS 인바운드네트워크연결의 VPC 끝점 ID입니다.

• region  - AWS 인바운드네트워크연결의클라우드영역입니다.

AWS 아웃바운드네트워크연결속성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wsVpcEndpointId  - AWS 아웃바운드네트워크연결의 VPC 끝점 ID입니다.

• awsVpcEndpointServiceName  - AWS 아웃바운드네트워크연결의 VPC 끝점서비스이름입니다.

• region  - AWS 아웃바운드네트워크연결의클라우드영역입니다.

네트워크연결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nectionProperties  - 네트워크연결의속성이름및값입니다.

• connectionType  - 네트워크연결의유형입니다. 값은 AwsPrivateLink입니다.

• description  - 네트워크연결의설명입니다.

• developerName  - 네트워크연결의이름입니다.

• id  - 네트워크연결의 ID입니다.

• isActive  - 네트워크연결이활성상태인지(true) 아닌지(false)를지정합니다.

• masterLabel  - 네트워크연결의마스터레이블입니다.

• namespacePrefix  - 네트워크연결의네임스페이스접두사입니다.

• status  - 네트워크연결의상태입니다. 값은다음과같습니다.

– Allo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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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dRemotely

– PendingAcceptance

– PendingActivation

– Ready

– RejectedRemotely

– TeardownInProgress

– Unprovisioned

주문관리

사용가능한위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s  - 재고위치목록

평균거리결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Calculation  - 배송거리계산결과

거리계산결과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verageDistance  - 위치에서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

• locations  - 주문수신자의위치및거리목록

• rank  - 주문수신자까지의평균거리를기준으로모든결과의순위

분할이가장적은출력으로경로찾기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targetLocations  - 목록의각요소는라우팅되는주문을함께처리할수있는재고위치의집합입니다.

처리그룹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edFromLocationId  - (생성실패) 입력 FulfilledFromLocationId

• fulfillmentOrderId  - 성공적으로생성된 FulfillmentOrder의 FulfillmentOrderId

• fulfillmentType  - (생성실패) 입력 FulfillmentType

•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DeliveryGroupSummaryId

• orderItemSummaries  - (생성실패) 입력 OrderItemSummaries 목록

• orderSummaryId  - (생성실패) 입력 OrderSummaryId

• referenceId  - FulfillmentGroup 입력표현의 referenceId

위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  - 위치에서주문수신자까지의거리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위치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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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처리주문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fulfillmentOrders  - 생성및실패한 FulfillmentOrders에대한응답데이터목록입니다.

주문항목요약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OrderItemSummary가있는경우해당오류목록입니다.

• orderItemSummaryId  - OrderItemSummary의 ID입니다.

• quantity  - OrderItemSummary의수량입니다.

평균거리순위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istanceUnit  - 지정된거리의단위(마일또는킬로미터)입니다.

• results  - 배송거리계산결과입니다.

옴니채널재고

OCI 예약만들기오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입니다.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OCI 예약만들기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예약에서각제품의세부사항입니다.

• errors  - 예약요청에서반환된오류입니다.

• expirationTime  - 예약이만료될시간입니다.

• reservationTime  - 예약이기록된시간입니다.

• success  - 예약이성공적으로생성되었는지나타냅니다.

OCI 예약만들기단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locationGroupIdentifier  - 재고가예약된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재고가예약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제품이예약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예약된제품의 SKU입니다.

OCI 예약처리오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성공한경우, 처리된예약의세부사항입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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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예약처리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처리요청에서개별예약에대한응답입니다.

•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OCI 예약처리단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원본예약처리요청을식별하는 UUID입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을처리한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을처리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처리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처리한제품의 SKU입니다.

OCI 향후재고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xpectedDate  - 향후재고가예상되는날짜입니다.

• quantity  - 향후재고의수량입니다.

OCI 재고가용성가져오기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ocationGroups  - 개별위치그룹에대한재고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 locations  - 개별위치에대한재고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OCI 재고레코드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vailableToFulfill  - 처리가능한수량입니다.

• availableToOrder  - 주문가능한수량입니다.

• effectiveDate  - 재고의유효날짜입니다.

• futures  - 예상되는향후재고보충목록입니다.

• onHand  - 보유수량입니다.

• reserved  - 예약된수량입니다.

• safetyStockCount  - 안전재고수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제품의 SKU입니다.

OCI 위치가용성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inventoryRecords  - 이위치에서개별제품에대한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위치식별자입니다.

OCI 위치그룹가용성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inventoryRecords  - 개별제품에대한가용성데이터목록입니다. 데이터는이위치그룹에속하는모든

위치의수량을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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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GroupIdentifier  - 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OCI 위치구조게시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uploadId  - 게시작업의식별자입니다. 이값을사용하여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OCI 위치구조게시상태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ndTimeUTC  - 작업이완료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4:08.012Z")

• recordsProcessedCount  - 작업에서처리된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ReadCount  - 작업에서읽은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SkippedCount  - 작업에서건너뛴레코드의수입니다.

• startTimeUTC  - 작업이시작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3:06.788Z")

• status  - 작업의상태입니다. (예: "PENDING," "COMPLETED" 등).

• uploadId  - 작업의식별자입니다.

• validationErrors  - 작업에서반환된유효성검사오류의목록입니다.

• validationStatus  - 작업의유효성검사상태입니다.

OCI 예약해제오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성공한경우, 해제된예약의세부사항입니다.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OCI 예약해제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해제요청에서개별예약에대한응답입니다.

•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OCI 예약해제단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원본예약해제요청을식별하는 UUID입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이해제된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이해제된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locationIdentifier  - 예약이해제된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해제된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해제된제품의 SKU입니다.

OCI 예약전달오류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details  - 전달된예약의세부사항입니다(성공한경우).

• errorCode  - 오류코드(있는경우)

• message  - 오류의세부사항(가능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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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예약전달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rrors  - 전달요청에서개별예약에대한응답입니다.

• success  - 요청이성공했는지여부를나타냅니다.

OCI 예약전달단일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RequestId  - 원본예약전달요청을식별하는 UUID입니다.

• externalRefId  - 예약을받은위치의외부참조 ID입니다.

• from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보낸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from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보낸위치의식별자입니다.

• quantity  - 전달된재고의수량입니다.

• stockKeepingUnit  - 전달된제품의 SKU입니다.

• toLocationGroupIdentifier  - 예약을받은위치그룹의식별자입니다.

• toLocationIdentifier  - 예약을받은위치의식별자입니다.

OCI 재고가용성업로드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uploadId  - 업로드작업의식별자입니다. 이값을사용하여작업의상태를검색합니다.

OCI 재고가용성업로드상태출력

이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endTimeUTC  - 작업이완료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4:08.012Z")

• recordsProcessedCount  - 작업에서처리된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ReadCount  - 작업에서읽은레코드의수입니다.

• recordsSkippedCount  - 작업에서건너뛴레코드의수입니다.

• startTimeUTC  - 작업이시작된 UTC 시간입니다. (예: "2020-07-06T22:53:06.788Z")

• status  - 작업의상태입니다. (예: "PENDING," "COMPLETED" 등).

• uploadId  - 작업의식별자입니다.

• validationErrors  - 작업에서반환된유효성검사오류의목록입니다.

• validationStatus  - 작업의유효성검사상태입니다.

Tableau CRM REST API

Tableau CRM REST API를사용하여 Analytics 제한에대한정보를검색합니다. 레시피내역레코드를검색하고되돌립니

다. 데이터플로작업에대한향상된필터링을경험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신규및변경된 Tableau CRM REST API 리소스

이러한리소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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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및변경된 Tableau CRM REST API 요청본문

이러한요청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Tableau CRM REST API 응답본문

이러한응답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신규및변경된 Tableau CRM REST API 리소스

이러한리소스가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Analytics 제한가져오기

새로운 /wave/limits 자원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요청매개변수를사용하여결과를필터링할수있

습니다.

레시피내역레코드가져오기

새로운 historyId 요청매개변수로 /wave/recipes/recipeId 자원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레시피를이전내역레코드로되돌리기

AssetRevertHistoryInputRepresentation리소스로 /wave/recipes/recipeId리소스에대한 PUT 요

청을수행합니다.

라이센스유형별로데이터플로작업가져오기

새로운 licenseType 요청매개변수로 /wave/dataflowjob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유효

한값은다음과같습니다. EinsteinAnalytics 및 Sonic

상태별데이터플로작업가져오기

새로운 status 요청매개변수로 /wave/dataflowjob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검색용어를사용하여데이터플로작업가져오기

새로운 q 요청매개변수로 /wave/dataflowjobs/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쿼리소스별쿼리가져오기

새로운 querySource 요청매개변수로 /wave/query 리소스에대한 GET 요청을수행합니다.

신규및변경된 Tableau CRM REST API 요청본문

이러한요청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구성요소저장된보기입력(ComponentSavedViewInputRepresentation)

새요청본문에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pageId  - 저장된보기에대한구성요소페이지의 ID

• state  - 저장된보기의구성요소에적용된선택사항및필터입니다.

구성요소저장된보기상태입력(ComponentSavedViewStateInputRepresentation)

새요청본문에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datasets  - 데이터집합상태에대해정규화된데이터집합이름의맵입니다.

• steps  - 단계상태에대한단계 ID의맵입니다.

구성요소위젯매개변수입력(ComponentWidgetParameters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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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State  - 구성요소상태가상위대시보드와연결되어있는지(true) 아닌지(false) 여부를나타냅니

다.

• attributes  - 구성요소특성값컬렉션입니다.

• step  - 구성요소의단계입니다.

대시보드입력(Dashboard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대시보드를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다

음과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대시보드저장된보기입력(DashboardSavedView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대시보드저장된보기를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

효한값은다음과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데이터집합입력(Dataset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데이터집합을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

다음과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렌즈입력(Lens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렌즈를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다음과

같습니다. All 및 Limited

숫자위젯매개변수입력(NumberWidgetParameters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tooltip  - 이위젯의툴팁입니다.

레시피입력(RecipeInputRepresentation)

요청본문에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historyLabel  - 저장되는레시피버전에태그를지정하기위한옵션내역레이블입니다.

• licenseAttributes  - 저장되는레시피에태그를지정하기위한옵션라이센스특성입니다.

레시피이름레이블입력(RecipeNameLabel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abel  - 레시피노드의레이블입니다.

• name  - 레시피노드의이름입니다.

레시피노드입력(RecipeNod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  - 레시피노드유형입니다. 유효한값은다음과같습니다. Aggregate, Append, Append_V2, Bucket,
Clustering, ComputeRelative, DateFormatConversion, DetectSentiment, Discovery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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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Extract, Filter, Flatten, Formula, Join, Load, OutputExternal, PredictMissingValues,
Save, Schema, Split, SqlFilter, TimeSeries, TypeCast

• schema  - 노드에대한스키마가변경됩니다.

• sources  - 소스노드 ID의목록입니다.

각레시피노드작업에는기본 RecipeNodeInputRepresentation의확장인고유한요청표현이있습니다.

전체개발자가이드에는해당표현이자세히설명되어있습니다.

레시피유형이름입력(RecipeTypeNam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abel  - 레시피유형의레이블입니다.

• name  - 레시피유형의이름입니다.

SQL 단계입력(SqlStep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broadcastFacet  - 단계에서패싯을브드캐스트하는지(true) 아닌지(false)를나타냅니다.

• connectionName  - 외부데이터쿼리에사용된연결의이름입니다.

툴팁콘텐츠입력(TooltipContent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body  - 툴팁의시각화콘텐츠입니다.

• description  - 툴팁의텍스트콘텐츠입니다.

툴팁입력(Tooltip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  - 툴팁의콘텐츠입니다.

• customizeTooltip  - 툴팁이사용자정의되었는지(true) 아닌지(false)를나타냅니다.

툴팁소스입력(TooltipSource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name  - 툴팁소스의이름입니다.

• namespace  - 툴팁소스의네임스페이스입니다.

• type  - 툴팁소스의유형입니다. 지원되는값: Step

툴팁시각화입력(TooltipVisualizationInputRepresentation)

이새로운요청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height  - 툴팁소스의높이입니다.

• source  - 표시되는툴팁시각화의소스입니다.

• width  - 툴팁소스의너비입니다.

신규및변경된 Tableau CRM REST API 응답본문

이러한응답본문이새로추가되었거나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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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저장된보기(ComponentSavedViewRepresentation)

새응답본문에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pageId  - 저장된보기에대한구성요소페이지의 ID

• state  - 저장된보기의구성요소에적용된선택사항및필터입니다.

구성요소저장된보기상태(ComponentSavedViewStateRepresentation)

새응답본문에다음새속성이포함됩니다.

• datasets  - 데이터집합상태에대해정규화된데이터집합이름의맵입니다.

• steps  - 단계상태에대한단계 ID의맵입니다.

구성요소위젯매개변수(ComponentWidgetParameters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러한새속성이포함됩니다.

• shareState  - 구성요소상태가상위대시보드와연결되어있는지(true) 아닌지(false) 여부를나타냅니

다.

• attributes  - 구성요소특성값컬렉션입니다.

• step  - 구성요소의단계입니다.

대시보드(Dashboard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대시보드를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다

음과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대시보드저장된보기(DashboardSavedView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대시보드저장된보기를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

효한값은다음과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데이터플로작업(DataflowJob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licenseAttributes  - 저장되는레시피에태그를지정하기위한옵션라이센스특성입니다.

데이터플로작업컬렉션(DataflowJobCollection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러한새속성이포함됩니다.

• nextPageUrl  - 컬렉션에서작업의다음페이지로이동하는 URL입니다.

• totalSize  - 페이지에관계없이컬렉션의총데이터플로작업수입니다.

데이터집합(Dataset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데이터집합을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

다음과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렌즈(Lens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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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bility  - 보기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에게렌즈를숨길지여부를나타냅니다. 유효한값은다음과

같습니다. All 및 Limited

링크대량작업대상(LinkMassActionDestination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Name  - 작업이름입니다.

• field  - 작업의필드이름입니다.

• step  - 작업을호출하는단계입니다.

숫자위젯매개변수(NumberWidgetParameters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tooltip  - 위젯의툴팁입니다.

레시피(Recipe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러한새속성이포함됩니다.

• historiesUrl  - 레시피의버전내역 URL입니다.

• licenseType  - 레시피의 Analytcis 라이센스유형입니다.

레시피정의(RecipeDefinition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업데이트된속성이포함됩니다.

• nodes  - RecipeNodeRepresentation 개체의컬렉션입니다.

레시피이름레이블(RecipeNameLabel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label  - 레시피노드의레이블입니다.

• name  - 레시피노드의이름입니다.

레시피노드(RecipeNode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action  - 레시피노드유형입니다. 유효한값은다음과같습니다. Aggregate, Append, Append_V2, Bucket,
Clustering, ComputeRelative, DateFormatConversion, DetectSentiment, DiscoveryPredict,
Export, Extract, Filter, Flatten, Formula, Join, Load, OutputExternal, PredictMissingValues,
Save, Schema, Split, SqlFilter, TimeSeries, TypeCast

• schema  - 노드출력에대한스키마가변경됩니다.

• sources  - 소스입력노드의목록입니다.

각레시피노드작업에는기본 RecipeNodeRepresentation의확장인고유한응답표현이있습니다. 전체개

발자가이드에는해당표현이자세히설명되어있습니다.

SQL 단계(SqlStep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broadcastFacet  - 단계에서패싯을브드캐스트하는지(true) 아닌지(false)를나타냅니다.

• connectionName  - 외부데이터쿼리에사용된연결의이름입니다.

• query  - 단계의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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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 단계의시작값입니다.

• visualizationParameters  - 단계의시각화매개변수입니다.

툴팁콘텐츠(TooltipContent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body  - 툴팁의시각화콘텐츠입니다.

• description  - 툴팁의텍스트콘텐츠입니다.

툴팁(Tooltip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content  - 툴팁의콘텐츠입니다.

• customizeTooltip  - 툴팁이사용자정의되었는지(true) 아닌지(false)를나타냅니다.

툴팁소스(TooltipSource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name  - 툴팁소스의이름입니다.

• namespace  - 툴팁소스의네임스페이스입니다.

• type  - 툴팁소스의유형입니다. 지원되는값: Step

툴팁시각화(TooltipVisualizationRepresentation)

새로운응답본문에는다음속성이포함됩니다.

• height  - 툴팁소스의높이입니다.

• source  - 표시되는툴팁시각화의소스입니다.

• width  - 툴팁소스의너비입니다.

지원되지않는레코드(UnsupportedRecord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descriptorCount  - 레코드에대한설명의수입니다.

Wave 기능(WaveFeaturesRepresentation)

응답본문에이새속성이포함됩니다.

• canUseDataPrepPilot  - 데이터준비파일럿기본설정이활성화되었는지(true) 아닌지(false)를나타냅

니다.

사용자인터페이스 API

레코드레이아웃에대한저장옵션을가져옵니다.

레코드레이아웃에대한저장옵션가져오기

레코드레이아웃응답본문의새 saveOptions 속성은레코드레이아웃의저장옵션목록을반환합니다. 저장

옵션은해당레이아웃을사용하여개체생성또는수정시발생하는동작을정의합니다.

사례또는 CaseComment가생성또는업데이트된경우이메일알림보내기

/ui-api/records 및 /ui-api/records/{recordId}를통해레코드를생성또는업데이트시새

triggerOtherEmail 및 triggerUserEmail 요청매개변수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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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OtherEmail을사용하여조직외부의사용자에게이메일을보낼것인지여부를지정합니다. 이이메

일은 Salesforce 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사례에대한연락처를생성, 편집또는삭제하여트리거할수있습니다.

triggerUserEmail을사용하여조직의사용자에게이메일을보낼것인지여부를지정합니다. 이이메일은

Salesforce 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암호재설정, 사용자생성또는사례에댓글추가를통해트리거할수있습니

다.

계정, 사례, 리드생성또는업데이트시할당규칙지정

/ui-api/records 및 /ui-api/records/{recordId}를통해레코드를생성또는업데이트시새

useDefaultRule 요청매개변수를사용합니다.

사례또는리드의경우기본(활성) 할당규칙을사용할것인지여부를지정합니다. 계정의경우계정업데이트시

모든영역할당규칙적용여부를지정합니다.

관련목록에대한필드 API 이름및개체 API 이름목록가져오기

관련목록정보응답본문의새 fieldApiName 및 objectApiNames 속성은관련목록에대한추가정보를반

환합니다.

지원되는개체

이러한개체는이제대부분의사용자인터페이스 API 자원에서지원됩니다. 목록보기리소스와가장최근에사

용한항목(MRU) 목록보기리소스가아래나열된더작은개체집합을지원합니다.

• AiVisitTaskRcmd

• AiVisitTaskRcmdRequest

• AppExtension

• ApplicationCase

• AssessmentTaskDefinition

• AssessmentTaskIndDefinition

• BusinessHours

• CareProviderAdverseAction

• CareSpecialtyTaxonomy

• ClaimCoverage

• ClaimCoveragePaymentDetail

• ClaimCoverageReserveDetail

• ClaimCovPaymentAdjustment

• ClaimCovReserveAdjustment

• ClaimPaymentSummary

• DataStream

• FieldServiceMobileExtension

• FieldServiceMobileSettings

• ForecastingOwnerAdjustment

• Holiday

• InsurancePolicySurcharge

• InsurancePolicyTransaction

• Interaction

• InteractionAtten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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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Summary

• InteractionSummaryParticipant

• LiveChatTranscript

• MobileSettingsAssignment

• OmniDataTransform

• OmniDataTransformItem

• OmniProcess

• OmniProcessCompilation

• OmniProcessElement

• OmniScriptSavedSession

• OmniUiCard

• OpportunityHistory

• ProducerCommission

• ProductConsumed

• ProductItem

• ProductItemTransaction

• ProductRequest

• ProductRequestLineItem

• ProductRequired

• ProductServiceCampaignItem

• RegulatoryTrxnFee

• RegulatoryTrxnFeeItem

• ShiftPatternEntry

• ShiftTemplate

• SkillLevelDefinition

• Survey

• SwarmRequest

• VehicleUserAssignment

• Voucher

• VoucherDefinition

• WebStore

이제목록보기리소스가이러한개체를지원합니다.

• AiVisitTaskRcmd

• AiVisitTaskRcmdRequest

• ApplicationCase

• AssessmentTaskDefinition

• CareProviderAdverseAction

• CareSpecialtyTaxonomy

• ClaimCoverage

• ClaimCoveragePayment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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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CoverageReserveDetail

• ClaimCovPaymentAdjustment

• ClaimCovReserveAdjustment

• ClaimPaymentSummary

• InsurancePolicySurcharge

• InsurancePolicyTransaction

• Interaction

• InteractionAttendee

• InteractionSummary

• InteractionSummaryParticipant

• OmniDataTransform

• OmniDataTransformItem

• OmniProcess

• OmniProcessCompilation

• OmniProcessElement

• OmniScriptSavedSession

• OmniUiCard

• ProducerCommission

• ProductConsumed

• ProductItem

• ProductItemTransaction

• ProductRequest

• ProductRequestLineItem

• ProductRequired

• ProductServiceCampaignItem

• RegulatoryTrxnFee

• RegulatoryTrxnFeeItem

• ShiftPatternEntry

• ShiftTemplate

• SkillLevelDefinition

• Survey

• SwarmRequest

• VehicleUserAssignment

• Voucher

이제가장최근에사용한항목(MRU) 목록보기리소스가이러한개체를지원합니다.

• AiVisitTaskRcmd

• AiVisitTaskRcmdRequest

• ApplicationCase

• AssessmentTaskDefinition

• CareProviderAdvers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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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SpecialtyTaxonomy

• ClaimCoverage

• ClaimCoveragePaymentDetail

• ClaimCoverageReserveDetail

• ClaimCovPaymentAdjustment

• ClaimCovReserveAdjustment

• ClaimPaymentSummary

• InsurancePolicySurcharge

• InsurancePolicyTransaction

• Interaction

• InteractionAttendee

• InteractionSummary

• InteractionSummaryParticipant

• OmniDataTransform

• OmniDataTransformItem

• OmniProcess

• OmniProcessCompilation

• OmniProcessElement

• OmniScriptSavedSession

• OmniUiCard

• ProducerCommission

• ProductConsumed

• ProductItem

• ProductItemTransaction

• ProductRequest

• ProductRequestLineItem

• ProductServiceCampaignItem

• RegulatoryTrxnFee

• RegulatoryTrxnFeeItem

• ShiftPatternEntry

• ShiftTemplate

• SkillLevelDefinition

• Survey

• SwarmRequest

• VehicleUserAssignment

• Voucher

이제관련목록보기리소스가이러한개체를지원합니다.

• Voucher

• Voucher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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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API 및대량 API 2.0

더많은개체에서범위가확장되어쿼리성능이향상되었습니다.

대량 API 및대량 API 2.0과함께 12개의새로운 PK 청크활성화개체사용

이제다음개체의대량 API 쿼리에대한 PK 청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대량 2.0에서요청이자동으로이루어집니

다.

• B2BMktActivity

• B2BMktProspect

• Claim

• ClaimParticipant

• ContractLineItem

• CustomerProperty

• InsurancePolicy

• InsurancePolicyAsset

• InsurancePolicyParticipant

• ProductConsumed

• ProductRequired

• ServiceContract

PK 청크지원개체의전체목록은 Salesforce 개발자문서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대량 API 개발자가이드 "PK 청크헤더"

Salesforce 대량 API 2.0 개발자가이드 "요청처리방법"

툴링 API 신규 및변경된개체

툴링 API에신규및변경된개체가포함됩니다.

모바일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Field Service 모바일앱에서오프라인일경우특정사용자가볼수있는레코드선택

Briefcase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50.0에도입된이개체가툴링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되었습니다.

Salesforce 설문조사

고객수명주기맵에대한정보저장

BusinessProcessGroup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51.0에도입된이개체가툴링 API 개발자가이드에추가

되었습니다.

고객수명주기맵의단계에대한정보저장

BusinessProcessDefinition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51.0에도입된이개체가툴링 API 개발자가이드

에추가되었습니다.

고객수명주기맵의각단계와연결된설문조사및질문에대한정보저장

BusinessProcessFeedback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51.0에도입된이개체가툴링 API 개발자가이드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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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견수집에사용되는사용자의견수집방법에대한구성저장

BusProcessFeedbackConfig 개체를사용합니다. API 버전 51.0에도입된이개체가툴링 API 개발자가이드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정의

외부데이터소스만들기및관리

새 ExternalDataSource 및 CustomHttpHeader 개체를사용하여 Salesforce 조직외부에저장된데이터및콘텐츠와의통

합을위한연결세부사항을관리합니다.

보안및 ID

명명된자격증명만들기및관리

새 NamedCredential 개체를사용하여콜아웃끝점의 URL 및필수인증매개변수를하나의정의로지정할수있습

니다.

Salesforce 조직의이전내도메인이름및접미사에대한정보가져오기

새 MyDomainLog 개체를사용합니다.

개발

플랫폼이벤트 Apex 트리거에대한배치크기및실행중인사용자설정

새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 개체를사용하여플랫폼이벤트트리거를구성합니다.

패키지버전생성에사용된 Salesforce 버전에대한정보가져오기

Package2Version 개체의새 ReleaseVersion 필드를사용합니다. 이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새로추가되었습니

다.

패키지버전생성에소요되는시간에대한정보가져오기

Package2Version 개체의새 BuildDurationInSeconds 필드를사용합니다. 이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새로추

가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 API

메타데이터 API에는신규및변경된유형과필드가포함됩니다.

Salesforce 전체

앱내지침에이미지추가

프롬프트메타데이터유형의 PromptVersion 하위유형에새 image, imageAltText, imageLocation 필드를사

용합니다.

사용되지않음: 프롬프트메타데이터유형의 PromptVersion 하위유형에있는 targetAppDeveloperName 및

targetAppNamespacePrefix 필드는사용되지않습니다.

해당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사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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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OS 및 Android용 Salesforce Field Service 모바일앱에서특정사용자가선택한레코드를오프라인으로사용할수있

도록설정

BriefcaseDefinition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API 버전 50.0에도입된이유형이메타데이터 API 개발자가이드

에추가되었습니다.

상거래

Salesforce 옴니채널재고를켜고 Salesforce B2C Commerce와통합

새 Inventory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세일즈

주문상태변경에대한 OrderStatusChangedEvent 알림전송활성화

Order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의 EnableOrderEvents 설정을사용합니다.

새조직 Developer Edition 조직에배포할때 Salesforce Developer Edition 조직에서 ContractStatus 필드를내보냅니다.

메타데이터 API를사용하여계약엔티티의 ContractStatus 필드를읽고배포합니다.

서비스

Service용 Einstein 기능에대한설정구성

ServiceAISetupDefinition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Einstein 기사권장사항에대한사례또는기사지정

ServiceAISetupField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모바일작업자도착시각과추적알림을 Field Service에추가

FieldService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에새 apptAssistantExpiration, apptAssistantInfoUrl,

apptAssistantRadiusUnitValue, apptAssistantRadiusValue, apptAssistantStatus 필드를사용

합니다.

분석

새 Analytics 기능활성화

Analytics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에서다음의새필드를사용하여해당기능을활성화합니다.

• enableOrgHasMobileOfflineEnabled 필드를사용하여모바일오프라인기능을활성화합니다.

• enableReportHideXlsExportPref 필드를사용하여 Lightning Experience 보고서의 XLS 보고서숨기기기

능을활성화합니다.

• enableSalesforceOutputConnector 필드를사용하여 Salesforce 출력커넥터를활성화합니다.

• enableSqlLiveDataset 필드를사용하여 SQL 실시간데이터집합을활성화합니다.

• enableTableauHyperOutputConnector 필드를사용하여 Tableau 하이퍼출력커넥터를활성화합니다.

• sonicEnabled 필드를사용하여 Sonic 기능을활성화합니다.

제거: 다음필드는 API 버전 51.0의 Analytics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에서제거되었습니다.

• canSubscribeDashboardWidgets

• enablePower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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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WaveTemplate

• enableSmartDataDiscovery

배치관리

데이터처리를위한배치관리작업정의

새 BatchProcessJobDefinition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데이터처리엔진

데이터처리엔진정의를통한데이터변형

새 BatchCalcJobDefinition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결정테이블

레코드를처리하기위한결정테이블규칙만들기

새 DecisionTable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결정테이블에대한매핑정의를정의

새 DecisionTableDatasetLink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Experience Cloud

새탐색및추천주제이미지마이그레이션

ContentAsset 및 ManagedTopics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API 버전 49.0 이하에서업로드된관리주제이미지

의경우 Document 및 ManagedTopics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제거: SiteSettings 유형의 enableWebruntimeBYOTemplate 필드가제거됨

enableWebruntimeBYOTemplate 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제거됩니다.

Salesforce 플로

예약경로를레코드트리거플로에추가

플로메타데이터유형의 FlowStart 메타데이터하위유형에있는새 scheduledPaths 필드를사용합니다. 자세

한내용은 Salesforce 릴리스노트의이벤트트리거후레코드트리거플로의일부실행페이지 434을참조하십시

오.

플로의재방문화면값제어

기존 FlowScreenField 메타데이터유형의새 inputsOnNextNavToAssocScrn 필드를사용합니다. 자세한내용

은 Salesforce 릴리스노트의플로의재방문화면구성요소값제어를참조하십시오.

화면플로의작업에대한트랜잭션제어설정

플로메타데이터유형의 FlowTransactionModel 하위유형에있는해당하는새값을사용합니다.

• 플로에서새트랜잭션또는현재실행중인트랜잭션의콜아웃작업을자동으로수행할지여부를결정하도

록하려면 FlowTransactionModel 필드의새 자동 값을사용합니다.

• 작업시항상새트랜잭션을시작하려면 FlowTransactionModel 필드의새 NewTransaction 값을사용합니다.

• 작업시항상실행중인트랜잭션을계속하려면 FlowTransactionModel 필드의새 CurrentTransaction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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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 Salesforce 릴리스노트의화면플로에서자동으로콜아웃오류방지를참조하십시오.

보안및 ID

스트리밍을활성화또는비활성화하고하나이상의실시간이벤트를저장하여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설정을자

동화

새 RealTimeEvent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토큰플로새로고침시클라이언트암호필요

ConnectedApp 메타데이터유형의 ConnectedAppOauthConfig 메타데이터하위유형에있는새

isSecretRequiredForRefreshToken 필드를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앱이 OAuth 2.0 하이브리드앱플로를통해 Lightning 및콘텐츠하위세션을직접가져오도록허용

ConnectedApp 메타데이터유형의 ConnectedAppOauthConfig 메타데이터하위유형에있는 scopes 필드에새

Lightning 및 Content 범위할당

로그인플로레코드검색및배포

프로필 메타데이터유형의새 loginFlows 필드를사용합니다.

제거: Security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의 enableSetPasswordInApi 필드가제거됨

enableSetPasswordInApi 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제거됩니다.

타사쿠키차단시 Visualforce URL에인스턴스이름포함

기존 MyDomain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의새 useStabilizedMyDomainHostnames 필드를사용합니다.

조직의내도메인이름및접미사가져오기

기존 MyDomain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의새 MyDomainName 및 MyDomainSuffix 필드를쿼리합니다.

조직이 Salesforce Edge 네트워크에있는지확인

기존 MyDomainSettings 메타데이터유형의새 useEdge 필드를쿼리합니다.

제거: SessionSettings 유형의 securityCentralKillSession 필드가제거됨

securityCentralKillSession 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제거됩니다.

제거: SecuritySettings 유형의 isTLSv12Required 필드가제거됨

isTLSv12Required 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제거됩니다.

제거: SecuritySettings 유형의 isTLSv12RequiredCommunities 필드가제거됨

isTLSv12RequiredCommunities 필드는 API 버전 51.0에서제거됩니다.

개발

플랫폼이벤트 Apex 트리거에대한배치크기및실행중인사용자설정

새 PlatformEventSubscriberConfig 유형을사용하여플랫폼이벤트트리거를구성합니다.

Developer Edition 조직에서 AppExchange 인증및보안검토를거친패키지와함께여유플랫폼캐시용량을사용합

니다.

PlatformCachePartition 메타데이터유형의 PlatformCachePartitionType 메타데이터하위유형에있는새

allocatedPartnerCapacity 필드를사용합니다.

조직에서 AI 앱에관한정보검색

새 AIApplication 및AIApplicationConfig 메타데이터유형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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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기계학습예측에관한정보를검색합니다.

새 MLPredictionDefintion 메타데이터유형, MLDataDefintion 메타데이터유형, MLFilter, MLField 하위유형을사용합니

다.

Salesforce CPQ 및 Billing API

Salesforce CPQ 및 Billing API에는 Apex, REST, SOAP CPQ 및 Billing API의새로운기능, 변경된기능및사용되지않는기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CPQ API

Salesforce CPQ API에는 Apex, REST, SOAP CPQ API의새로운기능, 변경된기능및사용되지않는기능이포함되어있

습니다.

Salesforce CPQ API

Salesforce CPQ API에는 Apex, REST, SOAP CPQ API의새로운기능, 변경된기능및사용되지않는기능이포함되어있습니

다.

Salesforce CPQ의업데이트된타사구성프로그램으로더많은화면공간활용

Salesforce CPQ 구성프로그램을사용하면번들제품에서옵션을추가또는제거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CPQ 타사

구성프로그램을사용하면견적서행편집기에서자체구성프로그램을실행할수있습니다. 프레임가장자리

주변의패딩을제거하여고유한레이아웃을위한더많은공간을확보했습니다. 또한원하는대로디자인할수

있도록취소버튼을제거했습니다.

계약갱신또는수정시응답에견적모델대신견적 ID가포함되어있음이표시됩니다.

ContractAmender API의새 AmendmentContext 클래스와함께 ContractRenewer API의새 returnOnlyQuoteId 플

래그를사용합니다.

Lightning Console JavaScript API

Lightning Console JavaScript API에는 Lightning 콘솔앱과유틸리티막대를프로그래밍방식으로사용자정의할수있는

새로운메서드와업데이트된메서드가포함되어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러한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에만적용됩니다.

조항

설명

Salesforce Anywhere

이제 Customer 360용 Quip에서즐겨사용하는모든기능을포함하는확장된 Salesforce Anywhere를소개합니다. Salesforce

Anywhere 베타기능의최신업데이트에대해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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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Salesforce Anywhere 기능이사용되는경우

새 Salesforce Anywhere 기능을사용할수있는경우와다른기능이사용중지되는경우를확인합니다.

이제 Customer 360용 Quip이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로바뀝니다.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는 Salesforce 데이터컨텍스트에서팀이신속하고현명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설계

되었습니다. 문서, 스프레드시트, 템플릿, 메시지의라이브 Salesforce 데이터를사용하여데이터를팀워크의중심

에보관합니다.

Salesforce Anywhere 설정을통한빠른시작및실행

Salesforce 설정의단일페이지에서모든 Salesforce Anywhere 기능을설정합니다. 이제고객은기존 Customer 360용

Quip 설정페이지대신 Salesforce Anywhere 설정페이지에서설정을관리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Advanced

및 Salesforce Anywhere 베타를사용하는고객은 Salesforce Anywhere 설정페이지에서설정을관리할수있습니다.

회사의사용자정의템플릿을광범위하게공유(템플릿라이브러리)

Quip 관리자콘솔에서회사전체템플릿을템플릿라이브러리의회사갤러리에게시합니다. 회사갤러리를사용

하면비즈니스전반에걸쳐프로세스를보다쉽게간소화하고공유할수있습니다.

Anywhere에서문서만들기(Salesforce에서문서만들기)

장소에구애받지않고 Lightning Experience에서문서를만들고레코드에연결합니다. 새문서전역작업을통해사

용자가 Salesforce 데이터컨텍스트에서자유형식멤노를작성할수있습니다.

템플릿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하여템플릿을동적으로만들기

템플릿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하여 Salesforce 레코드를기반으로내장형템플릿을동적으로자동으로채

웁니다. 수동메일병합구문과달리동적데이터멘션은 Salesforce에서데이터가변경된경우에도최신상태를

유지합니다.

문서범위를사용하여템플릿섹션정의

머리글을템플릿에추가하여문서범위를만들고템플릿구성방법을확인합니다. 이제손쉽게템플릿섹션을

사용하여범위이름을기반으로비즈니스프로세스와자동화를만들수있습니다.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문서범위업데이트, 섹션잠금, PDF로문서내보내기

Salesforce 플로의새작업을사용하여문서및템플릿워크플로를간소화합니다. 정의된문서범위에따라문서에

새콘텐츠를자동으로추가합니다. 예기치않은편집을방지할수있도록문서섹션을잠급니다. 완료한문서를

PDF로내보냅니다.

Quip 슬라이드가사용중지됨

Quip 슬라이드는 2021년 1월 31일부로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해당기능이사용중지되면사용자가슬라이드

를만들수없으며기존슬라이드는보기전용이됩니다.

iOS에서 Salesforce 데이터멘션추가, 모든파일보기에서문서의연결된 Salesforce 레코드보기및기타개선사항

Quip의 Salesforce Anywhere 환경개선

Lightning Experience에서보다쉽게경고에액세스(베타)

Salesforce에서변경사항을파악하고새 Salesforce Anywhere 경고아이콘(베타)을통해신속하게조치를취합니다.

더빠른알림구독(베타)

구독템플릿을사용하여구독매개변수를더빠르게정의합니다. 사용자는템플릿기준을사용자정의하여원

하는알림만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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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Anywhere 메시지톤듣기(베타)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사운드를사용하여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베타)와다른커뮤니케이션을구분합니

다. 사용자가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베타)를받을경우메시지사운드가울립니다.

릴리스된베타기능살펴보기

Salesforce Anywhere 베타기능에는사용자정의경고, 메시징, 제안된작업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기능이사용되는경우

새 Salesforce Anywhere 기능을사용할수있는경우와다른기능이사용중지되는경우를확인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날짜기능

릴리스가조직에적용되는경우새 Salesforce Anywhere 설정

Salesforce 미리보기경고구독템플릿(베타)

Salesforce 미리보기Lightning Experience의경고아이콘(베타)

릴리스가조직에적용되는경우Lightning Experience의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톤(베타)

Salesforce 미리보기새문서전역작업(Salesforce에서문서생성)

Salesforce 미리보기Salesforce 플로작업

2021년 1월 31일슬라이드사용중지

Salesforce 미리보기문서범위

2021년 2월말동적 Salesforce 데이터멘션

2021년 3월말회사갤러리(템플릿라이브러리)

2021년 2월말iOS의 Salesforce 데이터멘션

2021년 3월말Salesforce 데이터멘션 iOS 편집

2021년 1월말Salesforce 데이터멘션스프레드시트지원

2021년 3월말Salesforce 데이터멘션사용자정의레이아웃

2021년 3월Quip의 Salesforce 검색필터

2021년 2월탐색에연결된 Salesforce 레코드

2021년 3월문서연결개선

2021월 1일폴더링크공유

2021월 1일Quip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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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Customer 360용 Quip이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로바뀝니

다.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는 Salesforce 데이터컨텍스트에서팀이신속하고현명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설계되

었습니다. 문서, 스프레드시트, 템플릿, 메시지의라이브 Salesforce 데이터를사용하여데이터를팀워크의중심에보

관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이유: Customer 360용 Quip이 Salesforce Anywhere와결합되어 Salesforce Anywhere 브랜드로더많은기능을제공합니다.

여전히제품및문서에 Customer 360용 Quip이가끔언급되기는하지만지금부터는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로바

뀝니다.

Salesforce Anywhere 설정을통한빠른시작및실행

Salesforce 설정의단일페이지에서모든 Salesforce Anywhere 기능을설정합니다. 이제고객은기존 Customer 360용 Quip

설정페이지대신 Salesforce Anywhere 설정페이지에서설정을관리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Advanced 및

Salesforce Anywhere 베타를사용하는고객은 Salesforce Anywhere 설정페이지에서설정을관리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 또는 Salesforce Anywhere 베타를

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설정에서빠른찾기상자에 Salesforce Anywhere를입력한다음, Salesforce Anywhere(Quip)를선택합니

다. 안내된단계를따르십시오.

회사의사용자정의템플릿을광범위하게공유(템플릿라이브러리)
Quip 관리자콘솔에서회사전체템플릿을템플릿라이브러리의회사갤러리에게시합니다. 회사갤러리를사용하

면비즈니스전반에걸쳐프로세스를보다쉽게간소화하고공유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기존 Customer 360용 Quip 및 Quip Enterprise를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사용할수있습니다. Quip 관리자만공개갤러리에템플릿을게시할수있습니다.

이유: 해외영업용갤러리와고객관리용갤러리등비즈니스요구사항을충족하는다양한회사갤러리를만든후

사용자정의템플릿을게시합니다. 팀에서필요한템플릿을쉽게찾고관리자승인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Quip 관리자콘솔에서템플릿라이브러리관리를통해모든비공개템플릿을볼수있으며공유할준비가된경우

회사갤러리에게시할수있습니다. 쉽게템플릿을정리하고게시및삭제할수있습니다. 비공개갤러리템플릿에

액세스할수있는사람도관리할수있습니다.

방법: Quip 관리자콘솔에서회사갤러리를만들고템플릿을게시합니다. 공유된템플릿을회사갤러리에게시하면

사용자의나와공유갤러리의템플릿이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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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here에서문서만들기(Salesforce에서문서만들기)
장소에구애받지않고 Lightning Experience에서문서를만들고레코드에연결합니다. 새문서전역작업을통해사용

자가 Salesforce 데이터컨텍스트에서자유형식멤노를작성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사

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새문서전역작업을사용하면 Salesforce 페이지를닫지않고문서를만들수있습니다. 즐겨사용하는모든항

목을 @멘션, Salesforce 데이터멘션, 스프레드시트와같은문서에추가합니다. 공유할준비가되었으면 Salesforce 레코

드에연결하여팀과공동작업합니다.

방법: 설정의게시자레이아웃에서새문서전역작업을 Salesforce 모바일및 Lightning Experience 작업섹션에추가합

니다.

템플릿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하여템플릿을동적으로만들기

템플릿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하여 Salesforce 레코드를기반으로내장형템플릿을동적으로자동으로채웁니

다. 수동메일병합구문과달리동적데이터멘션은 Salesforce에서데이터가변경된경우에도최신상태를유지합니

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사

용할수있습니다.

이유: 이제잘못된메일병합구문을사용하거나레코드필드와일치하지않는메일을병합하지않습니다. 동적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하면내장형템플릿에추가된템플릿필드가항상개체의사용가능한필드와일치되

고항상 Salesforce와동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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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범위를사용하여템플릿섹션정의

머리글을템플릿에추가하여문서범위를만들고템플릿구성방법을확인합니다. 이제손쉽게템플릿섹션을사용

하여범위이름을기반으로비즈니스프로세스와자동화를만들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사

용할수있습니다.

이유: 문서범위이름을사용하여고유한자동화 API를만들거나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문서범위를기반으로템

플릿에콘텐츠를추가합니다.

방법: 템플릿에서머리글메뉴를클릭하고문서범위표시를선택합니다. 문서범위를기반으로 Salesforce 플로를사

용하여콘텐츠를업데이트하려면문서편집또는실시간붙여넣기로콘텐츠복사작업을사용하고문서범위배치

를선택합니다.

Salesforce 플로를사용하여문서범위업데이트, 섹션잠금, PDF로문서

내보내기

Salesforce 플로의새작업을사용하여문서및템플릿워크플로를간소화합니다. 정의된문서범위에따라문서에새

콘텐츠를자동으로추가합니다. 예기치않은편집을방지할수있도록문서섹션을잠급니다. 완료한문서를 PDF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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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사

용할수있습니다.

방법: Spring ’21부터프로세스빌더및 Flow Builder의 Salesforce Anywhere 섹션에서 Quip 및 Salesforce Anywhere 작업을사

용할수있습니다.

Quip 슬라이드가사용중지됨

Quip 슬라이드는 2021년 1월 31일부로사용중지될예정입니다. 해당기능이사용중지되면사용자가슬라이드를만

들수없으며기존슬라이드는보기전용이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이변경사항은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적용됩니다.

방법: Quip Slides 사용중지는 Lightning Experience의다음기능에영향을미칩니다.

• Quip 문서구성요소또는 Quip 관련문서구성요소에서슬라이드를만들수없습니다.

• Salesforce 플로에서새문서만들기작업을통해슬라이드를만들수없습니다.

• Salesforce 플로에서문서편집작업을통해새슬라이드를삽입하거나슬라이드이미지를변경할수없습니다.

• Salesforce 플로에서콘텐츠복사작업을통해새슬라이드콘텐츠를복사할수없습니다.

iOS에서 Salesforce 데이터멘션추가, 모든파일보기에서문서의연결

된 Salesforce 레코드보기및기타개선사항

Quip의 Salesforce Anywhere 환경개선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대상: 이변경사항은기존 Customer 360용 Quip을사용할계획이있거나 Salesforce Anywhere Advanced를사용하는

Salesforce 조직에적용됩니다.

이유: Salesforce Anywhere(Quip) 기능의개선사항에는다음이포함되어있습니다.

• Quip iOS 앱에서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삽입및편집합니다.

• 이제문서에추가된 Salesforce 데이터멘션, 채팅방또는스프레드시트제목을검색할수있습니다.

• 미러링된 Salesforce 데이터권한이활성화된경우스프레드시트에서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합니다.

–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수식에추가합니다.

– Salesforce 데이터멘션을사용하여셀을참조합니다.

• Salesforce 데이터멘션에대한사용자정의레이아웃으로관심있는데이터를확인합니다.

– 웹, 데스크톱, iOS에사용자정의레코드레이아웃을만듭니다.

• Salesforce 개체또는레코드별로 Quip의검색결과를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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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에서 Salesforce 개체또는레코드필터를사용하여레코드에연결된문서를찾습니다.–

– Salesforce 레코드를참조하는라이브앱또는데이터멘션을사용하여문서를찾습니다.

– Salesforce 계정개체유형으로문서를필터링하여 Quip에서계정플랜을더쉽게검색할수있습니다.

• Quip의모든파일보기에서문서가연결된 Salesforce 레코드를확인합니다.

– 문서목록을빠르게스캔하여 Salesforce 레코드에연결된문서를확인합니다.

• 문서를 Quip의레코드에더쉽게연결합니다.

– 문서를 Salesforce 작업클라우드의레코드에연결하는것이훨씬더쉬워졌습니다.

– Quip에서연결된레코드를보고관리합니다.

– 문서에연결할 Salesforce 레코드에대한스마트권장사항을받아볼수있습니다.

• 링크는폴더를공유합니다.

– 폴더링크공유를통해 Quip에서폴더를더쉽게공유할수있습니다.

• Quip 사이트의색상표를사용자정의합니다.

– 자주사용하는모든 Quip 기능을다크모드또는라이트모드로사용합니다.

– 색대비를높입니다.

Lightning Experience에서보다 쉽게경고에액세스(베타)
Salesforce에서변경사항을파악하고새 Salesforce Anywhere 경고아이콘(베타)을통해신속하게조치를취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주:  Salesforce Anywhere 베타비GA 서비스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MSA") 하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일부에속하지않습니다. 여하한비GA 서비스는 UPRA의데이터처리부록을포함하여범용파일럿

연구계약("UPRA") 사용약관이적용됩니다. 이비GA 서비스는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Salesforce 정

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려야합니다.

대상: Salesforce Anywhere 베타프로그램에등록된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경고아

이콘(베타)은 Lightning Experience의 Salesforce Anywhere 권한집합이할당된모든사용자에게자동으로제공됩니다.

이유: 클릭몇번으로경고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사용자는더이상읽지않은아이콘이메시지인지경고인지확

인하기위해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아이콘(베타)을클릭하지않아도됩니다.

방법: Salesforce Anywhere 경고아이콘(베타)에서경고를검토하고필요한경우조치를취합니다.

더빠른알림구독(베타)
구독템플릿을사용하여구독매개변수를더빠르게정의합니다. 사용자는템플릿기준을사용자정의하여원하는

알림만받을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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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alesforce Anywhere 베타비GA 서비스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MSA") 하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일부에속하지않습니다. 여하한비GA 서비스는 UPRA의데이터처리부록을포함하여범용파일럿

연구계약("UPRA") 사용약관이적용됩니다. 이비GA 서비스는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Salesforce 정

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려야합니다.

대상: Salesforce Anywhere 베타프로그램에등록된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방법: 알림구독을시작한후관심필드가포함된구독템플릿을선택합니다.

알림발생시기를사용자정의하려면편집을선택한후기준을조정하십시오.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톤듣기(베타)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사운드를사용하여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베타)와다른커뮤니케이션을구분합니다.

사용자가 Salesforce Anywhere 메시지(베타)를받을경우메시지사운드가울립니다.

적용조건: 이번기능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

주:  Salesforce Anywhere 베타비GA 서비스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MSA") 하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일부에속하지않습니다. 여하한비GA 서비스는 UPRA의데이터처리부록을포함하여범용파일럿

연구계약("UPRA") 사용약관이적용됩니다. 이비GA 서비스는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Salesforce 정

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려야합니다.

대상: Salesforce Anywhere 베타프로그램에등록된 Salesforce 조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릴리스된베타기능살펴보기

Salesforce Anywhere 베타기능에는사용자정의경고, 메시징, 제안된작업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Enterprise, Professional,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적용됩니다. 플랫폼가용

성은기능설명에포함되어있습니다.

주:  Salesforce Anywhere 베타비GA 서비스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MSA") 하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일부에속하지않습니다. 여하한비GA 서비스는 UPRA의데이터처리부록을포함하여범용파일럿

연구계약("UPRA") 사용약관이적용됩니다. 이비GA 서비스는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Salesforce 정

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결정을내려야합니다.

시기: 다음기능은 2020년 7월~11월에릴리스되었습니다.

이유: 이전에출시된 Salesforce Anywhere 베타기능은다음과같습니다.

• 2020년 11월

– 표시되는필드선택(베타)

더이상불필요한정보가없습니다. 이제사용자가특정레코드유형을볼때표시할필드및필드표시순서

를선택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자주사용하는필드표시(베타)

이제사용자가레코드레이아웃에할당되지않은경우에도자주사용하는필드를볼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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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설계된모바일앱을사용하여생산성유지(베타)

생산성을고려하여 Salesforce Anywhere 앱을새롭게설계했습니다. 최근사용한레코드가표시되는전용홈페

이지가있는탭과강조표시된작업탭을다시정렬하여 Salesforce에서업데이트를권장하도록합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2020년 10월

– Salesforce Anywhere에대해평가하기(베타)

사용자는앱내설문조사를통해앱을평가하고사용경험에대한추가세부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사

용자의견은제품개선에도움이됩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Salesforce 업데이트미리알림받기(베타)

사용자가특정기간에관심필드가변경되지않은경우미리알림을보내도록경고를구성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채팅메시지를나중에읽도록미리알림(베타)

사용자가읽지않음으로표시하여나중에다시볼채팅을추적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

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모바일의기록보기에서더많은작업수행(베타)

더이상 Salesforce 과업을수행하기위해장치간에전환하지않아도됩니다. 이제사용자가모바일레코드보

기에서새이벤트로깅과같은 Salesforce 작업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

사용할수있습니다.

• 2020년 9월

– 설정진행률한번에파악하기(베타)

이제향상된설정페이지에서설정진행률, 잘못된구성경고, 모바일및 Lightning Experience의 Salesforce Anywhere

사용권한이있는사용자수가표시됩니다. 언제든지클릭한번으로구성을확인할수있습니다.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페이지레이아웃작업으로 Salesforce Anywhere 쉽게사용(베타)

레코드페이지의작업을통해채팅시작또는경고구독과같은일부 Salesforce Anywhere 기능에빠르게액세

스할수있습니다. 해당작업은일부표준및사용자정의개체에자동으로표시되며페이지레이아웃을수정

하여다른개체에작업을추가할수있습니다.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Lightning Experience에서구독생성및관리(베타)

이제사용자가 Lightning Experience에서레코드, 목록, 보고서구독을생성및관리할수있습니다. 사용자는경

고를보내는데이터변경종류를선택하고언제든지해당매개변수를변경할수있습니다. Lightning Experience

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채팅및경고에서레코드를편집하여추가단계제거(베타)

더이상 Salesforce 데이터를업데이트하기위해탭을전환하지않아도됩니다. 이제사용자가 Salesforce Anywhere

채팅및경고내에서 Salesforce 레코드를편집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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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데이터변경에대한경고사용자정의(베타)

사용자는경고를받을레코드, 목록보기또는보고서및관심있는변경종류를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자

는채팅에서개별경고를공유하여팀구성원의공동작업을유지할수있습니다. 또는동일한경고를받을

–

수있도록다른사람에게경고구독을전달할수있습니다.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

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Salesforce 내에서팀구성원과채팅(베타)

이제기회또는서비스사례를논의하기위해앱을전환하지않아도됩니다. Salesforce Anywhere를사용하면

사용자가앱을닫지않아도팀구성원과채팅하며 Salesforce 레코드를공유하고볼수있습니다.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Salesforce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베타)

제안된작업을통해몇번만눌러서가장중요한필드를업데이트할수있는권장조치가사용자에게표시됩

니다. 또한사용자는손쉽게통화를기록하고, 과업을만들고, 레코드를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Salesforce 데이터검색및보기(베타)

컴퓨터를사용할수없는환경에서도 Salesforce 검색을이용할수있습니다. 사용자는모든 Salesforce 데이터를

검색하고, 개체유형으로구성된결과에서선택하여레코드세부사항을즉시검토할수있습니다. 사용자에

게여러 Salesforce 조직에액세스할수있는권한이있는경우조직간에전환할수있습니다. Salesforce Anywhere

iOS 모바일앱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 프로세스및플로에서 Salesforce Anywhere 채팅및알림사용(베타)

사용자가 Salesforce에서작업을추적하고 Salesforce Flow에서 Salesforce Anywhere의호출가능작업을사용하여

관련팀구성원과공동작업할수있습니다. 작업을사용하여채팅을만들고, 구성원을추가하거나기존채팅

에메시지를보내고, 사용자에게경고를보내는논리를설정합니다.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

니다.

– Salesforce Anywhere 즉시설정(베타)

사용자가레코드시간내에시작하고실행할수있도록설정환경이더빠르고쉬워집니다. 자동으로생성되

는권한집합을사용하여사용자액세스를단순화하고내장형리소스를사용하여 Lightning Experience 및모바

일에서 Salesforce Anywhere를사용자에게소개합니다. Lightning Experience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Pardot

Pardot을신속하게설정하고자사추적으로참여데이터스트림을유지하거나이메일, 개인설정, 배달, 보고에서향

상된기능을활용합니다. 복제작업도개선되어손쉽게캠페인과관련된이메일콘텐츠나새자산유형을복사할

수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캠페인및자산

Spring '21에서계정기반마케팅노력을지원하고일반적인작업을간소화하는고급기능을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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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마케팅

Spring '21의이메일마케팅고급기능은이메일보존, 성과분석, 회신주소/전송주소관련유연성에초점을맞춥

니다.

분석및보고

Pardot의처방분석과예측분석기능은지금껏경험해보지못한수준의신뢰할수있고유연한메트릭을제공합

니다.

자사추적(정식출시)을통한잠재고객활동데이터보호

Pardot의자사추적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자사추적을사용하면잠재고객의활동데이터가손실되지않도록

방지하고캠페인귀속에유연성을높이거나사용자도메인에서발생하지않은트래픽을차단할수있습니다.

고객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웹브라우저에서자산및도메인전반에걸친활동을추적하는타사쿠키를

지원하지않는양상을띄고있습니다.

새 Salesforce 마케팅설정앱에서 Pardot 설정도우미에액세스

이제단일장소인 Marketing 설정앱에서모든표준 Pardot 구성과업을찾을수있습니다. 향후릴리스에서는다른

Salesforce 마케팅도구및기존 Pardot 설정도우미의고급기능에대한설정도예정되어있습니다.

Pardot 계정설정의사업부이름 = Pardot의회사필드

혼란을피하기위해 Pardot 설정의회사이름필드가지정된 Pardot 사업부의신뢰할수있는소스로작동합니다.

Salesforce 설정의사업부이름과다른경우 Pardot의회사이름필드가 Salesforce에서의이름을덮어씁니다. 기존에

는 Salesforce 및 Pardot에서사업부에다른이름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

교차사업부리드및연락처와잠재고객의안전한동기화

Salesforce-Pardot 커넥터의새로운설정은 Pardot 패키지필드가 Salesforce의리드및연락처레코드와동기화되지

않도록차단합니다. 이설정을사용자정의설정의일부로사용하여다른 Pardot 사업부의잠재고객을 Salesforce

의단일리드또는연락처로동기화하십시오. 중복리드나연락처레코드를유지하지않아도됩니다. 파트너와

함께조직에구현하는것이좋습니다.

Pardot API V5 정식출시

새로운표준버전의 Pardot API를사용할수있습니다. Pardot API 버전 5는새로운끝점을제공하므로사용자정의

리디렉션을관리하고 Pardot에자체외부랜딩페이지템플릿및파일을가져올수있습니다.

Pardot API: 신규및변경된항목

새로운기능과변경사항을통해 Pardot API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합니다.

Pardot 사용자인증사용중지

2021년 2월 15일, Pardot의사용자인증시스템이중단될예정입니다. 중단일자이후모든사용자는 Salesforce 싱글

사인온(SSO)을사용해야합니다. 아직작업을수행하지않은경우가능한한빨리 Salesforce 조직을준비시키고모

든 Pardot 사용자에게 SSO를활성화하십시오. 전체 Sales 또는 Service Cloud 라이센스가필요하지않은 Pardot 전용

사용자가있는고객을지원하기위해 Salesforce 조직에추가비용없이 ID 라이센스 100개가번들로제공됩니다.

해당라이센스를사용하여남아잇는 Pardot 전용사용자를 Salesforce SSO로전환할수있습니다.

캠페인및자산

Spring '21에서계정기반마케팅노력을지원하고일반적인작업을간소화하는고급기능을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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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섹션에서는:

관련자산으로신속한캠페인복제

기존항목과같은관련레코드를사용하여캠페인을생성하려는경우더많은레코드유형에빠르게액세스할

수있습니다. 마케팅링크, 마케팅양식, 랜딩페이지를포함하는캠페인레코드에대해고급관련항목과함께

복제도구를활용할수있습니다.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연결된캠페인과캠페인구성원인계정을사용할때계정을기반으로한마케팅노력을강화합니다. 계정레코

드를캠페인구성원으로추가하면캠페인구성원이포함된테이블, 관련목록, 보고서에서해당계정에초점을

맞출수있습니다.

사업부별캠페인정리

새사업부필드는이중요한데이터지점을기반으로캠페인을정리및정렬하고캠페인에대한보고를진행하

는데도움이됩니다. 현재로그인한사업부와상관없이이정보를볼수있습니다. 필드는읽기전용이며캠페인

및사업부간일대일관계만지원합니다.

Webex 웹세미나보호

이제 Pardot는 Webex 커넥터에대해 OAuth 권한부여메서드를사용합니다. 서비스공백을방지하려면앱에서경

고배너를사용하여 Webex 커넥터에다시권한을부여하고확인하십시오.

관련자산으로신속한캠페인복제

기존항목과같은관련레코드를사용하여캠페인을생성하려는경우더많은레코드유형에빠르게액세스할수

있습니다. 마케팅링크, 마케팅양식, 랜딩페이지를포함하는캠페인레코드에대해고급관련항목과함께복제도

구를활용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방법: 사용자는캠페인의작업메뉴에서관련항목과함께복제를선택한다음, 포함할관련레코드유형을선택할

수있습니다. 마케팅링크유형에는사용자정의리디렉션및파일이포함되고마케팅양식유형에는양식및양식

처리기가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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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운영및계정제한이적용될수있으므로캠페인과연결된레코드수를확인한후시작하는것이좋습니다.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연결된캠페인과캠페인구성원인계정을사용할때계정을기반으로한마케팅노력을강화합니다. 계정레코드를

캠페인구성원으로추가하면캠페인구성원이포함된테이블, 관련목록, 보고서에서해당계정에초점을맞출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 Edition을사용하는모든 Salesforce Edion에적용됩니다.

주: 베타기능으로사용할수있는캠페인구성원인계정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

약하의 "서비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

지살펴보고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

대한일반가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

평가목적입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

한유해또는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

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Trailblazer

Community에서캠페인구성원인계정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사항을제공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캠페인구성원인계정추적(베타)

사용자의견반영

사업부별캠페인정리

새사업부필드는이중요한데이터지점을기반으로캠페인을정리및정렬하고캠페인에대한보고를진행하는

데도움이됩니다. 현재로그인한사업부와상관없이이정보를볼수있습니다. 필드는읽기전용이며캠페인및사

업부간일대일관계만지원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 + 모든 Pardot Edition에적용됩니다.

Webex 웹세미나 보호

이제 Pardot는 Webex 커넥터에대해 OAuth 권한부여메서드를사용합니다. 서비스공백을방지하려면앱에서경고

배너를사용하여 Webex 커넥터에다시권한을부여하고확인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시기: 2021년 1월 4일, 계정에새권한부여메서드로업그레이드할수있도록돕는배너가나타납니다. 2021년 2월 15

일, Pardot는업데이트를자동으로푸시합니다. 이로써커넥터가재확인되기전까지웹세미나가동기화되지않을

수있습니다.

방법: 2월 15일전에계정에서 Webex 배너를클릭하여시작합니다. 프롬프트에따라 Webex에로그인하여커넥터를

재확인하십시오.

2월 15일에자동업데이트가적용된후에는커넥터를재확인해야합니다. 커넥터설정을열고 Webex 커넥터를찾은

다음, 지금확인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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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마케팅

Spring '21의이메일마케팅고급기능은이메일보존, 성과분석, 회신주소/전송주소관련유연성에초점을맞춥니

다.

이섹션에서는:

투클릭구독취소로이메일마케팅보존강화

투클릭구독취소는잠재고객이더이상이메일수신을원하지않는다고확인해야하므로이메일보안스캐너

가잠재고객을자동으로구독취소하지않도록방지합니다. 구독취소링크를클릭하면이메일구독자에게표

시될메시지를맞춤설정할수도있습니다.

사용자정의보고서로이메일콘텐츠성과분석

이제이메일콘텐츠를사용자정의보고서유형의기본개체로선택할수있습니다. 목록이메일개체를관련개

체로선택할수도있습니다. 그런다음, 마케터는이메일콘텐츠성과및참여를나타내는보고서를작성할수있

습니다. 예를들어보고서에이메일콘텐츠레코드별참여통계를표시할수있습니다.

시간을절약하는이메일콘텐츠레코드복제

이제마케터가이메일콘텐츠를복사할수있습니다. 이메일콘텐츠를목록이메일로보내기전에이메일콘텐

츠를유연하게조정하고이메일무결성을유지할수있습니다. 이메일콘텐츠이름, 설정, 템플릿, HTML 콘텐츠가

복사됩니다.

Pardot 이메일에서완료작업에대한링크지정

마케터는이메일에서완료작업을트리거하는특정링크를설정하여이메일전송을세밀하게제어할수있습니

다. 기존에는이메일에서클릭된링크를통해정의된자동작업이트리거되었습니다.

Pardot 이메일에대체회신및이메일발신자추가

마케터는대체이메일발신자및회신주소를제공하여이메일주소지정을관리하고간소화할수있습니다. 레

거시 Pardot 이메일경험과일치하며다른잠재고객에게이메일이표시되는방식을세밀하게제어할수있습니

다. 예를들어마케터는계정할당된소유자를발신자로선택하여잠재고객계정소유자가이메일발신자로표

시되도록할수있습니다.

이메일보내기설정을정의할때메일사용이가능한잠재고객수보기

마케터는선택된수신자및일시보류목록을기반으로이메일을보낼잠재고객수를판단할수있습니다. Pardot

이메일의전송모달에이메일을보낼수있는잠재고객수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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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클릭구독취소로이메일마케팅보존강화

투클릭구독취소는잠재고객이더이상이메일수신을원하지않는다고확인해야하므로이메일보안스캐너가

잠재고객을자동으로구독취소하지않도록방지합니다. 구독취소링크를클릭하면이메일구독자에게표시될메

시지를맞춤설정할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Pardot Edition과 Salesforce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투클릭구독취소를활성화하고 Pardot의구독취소페이지에서프롬프트및확인메시지를사용자정의합니

다.

사용자정의보고서로이메일콘텐츠성과분석

이제이메일콘텐츠를사용자정의보고서유형의기본개체로선택할수있습니다. 목록이메일개체를관련개체

로선택할수도있습니다. 그런다음, 마케터는이메일콘텐츠성과및참여를나타내는보고서를작성할수있습니

다. 예를들어보고서에이메일콘텐츠레코드별참여통계를표시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모든 Pardot Edition과 Salesforce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설정의레코드유형페이지에서이메일콘텐츠를기본개체로사용하는사용자정의보고서유형을만듭니

다. 목록이메일을관련개체로추가하여이메일콘텐츠레코드에서전송된이메일을비롯해모든목록이메일에

대한추가보고서옵션을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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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절약하는이메일콘텐츠레코드복제

이제마케터가이메일콘텐츠를복사할수있습니다. 이메일콘텐츠를목록이메일로보내기전에이메일콘텐츠를

유연하게조정하고이메일무결성을유지할수있습니다. 이메일콘텐츠이름, 설정, 템플릿, HTML 콘텐츠가복사됩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모든 Pardot Edition 및 Salesforce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Edition에적용됩니다. Pardot Classic이나독립형 Pardot 앱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대상: 끌어서놓기 Content Builder 액세스및이메일콘텐츠관리사용자권한이있는 Pardot 마케터는이메일콘텐츠

레코드를복제하고이메일설계기능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방법: 이메일콘텐츠레코드에서복제를클릭합니다. 경우에따라이메일이름, 설명, 템플릿을변경하여레코드를

생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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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dot 이메일에서완료작업에대한링크지정

마케터는이메일에서완료작업을트리거하는특정링크를설정하여이메일전송을세밀하게제어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이메일에서클릭된링크를통해정의된자동작업이트리거되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모든 Pardot Edition 및 Salesforce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Edition에적용됩니다. Pardot Classic이나독립형 Pardot 앱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대상: 이메일콘텐츠관리사용자권한이있는 Pardot 사용자는이메일을보낼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는이메일보

내기, 목록이메일보내기, 이메일만들기, 캠페인보기, 세분화목록보기 Pardot 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링크클릭완료작업을설정하고사용할링크와작업을선택합니다.

Pardot 이메일에대체회신및이메일발신자추가

마케터는대체이메일발신자및회신주소를제공하여이메일주소지정을관리하고간소화할수있습니다. 레거

시 Pardot 이메일경험과일치하며다른잠재고객에게이메일이표시되는방식을세밀하게제어할수있습니다. 예

를들어마케터는계정할당된소유자를발신자로선택하여잠재고객계정소유자가이메일발신자로표시되도록

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모든 Pardot Edition 및 Salesforce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Edition에적용됩니다. Pardot Classic이나독립형 Pardot 앱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대상: 이메일콘텐츠관리사용자권한이있는 Pardot 사용자는이메일을보낼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는이메일보

내기, 목록이메일보내기, 이메일만들기, 캠페인보기, 세분화목록보기 Pardot 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우선순위순서에사용될발신자및회신사용자를최대 5명까지추가합니다. 첫번째발신자로이메일을보낼

수없는경우목록의다음발신자로전송됩니다. 일반사용자또는특정사용자를마지막대안옵션으로선택하여

옵선에유효한이메일을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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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보내기설정을정의할때메일사용이가능한잠재고객수보기

마케터는선택된수신자및일시보류목록을기반으로이메일을보낼잠재고객수를판단할수있습니다. Pardot 이

메일의전송모달에이메일을보낼수있는잠재고객수가표시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의모든 Pardot Edition 및 Salesforce Professional, Enterprise, Unlimited,

Performance Edition에적용됩니다. Pardot Classic이나독립형 Pardot 앱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대상: 이메일콘텐츠관리사용자권한이있는 Pardot 사용자는이메일을보낼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는이메일보

내기, 목록이메일보내기, 이메일만들기, 캠페인보기, 세분화목록보기 Pardot 권한이필요합니다.

방법: 창의오른쪽상단에서메일사용이가능한잠재고객계산을클릭합니다. 첫계산이완료된후계산을새로고

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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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및보고

Pardot의처방분석과예측분석기능은지금껏경험해보지못한수준의신뢰할수있고유연한메트릭을제공합니

다.

이섹션에서는:

Pardot 개체동기화(베타)에서사용자정의필드동기화

Pardot 개체동기화는베타기능으로유지되지만인프라가향상되었습니다. 이제표준및사용자정의필드를단

일잠재고객데이터집합으로사용할수있으며, Tableau CRM에가져올사용자정의필드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데이터집합에서일부필드가제거되고이름이변경되었으며, 남아있는필드에최신값이채워집니다.

리드 ID로신뢰강화

캠페인및기회간연결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데이터중심모델결과에리드 ID 필드가추가되었습니다. 업

데이트된인사이트는잠재고객, 리드, 기회데이터에서식별되는가상기회연락처역할에대한명확성을강화

합니다. 이제표준및사용자정의보고서, B2B Marketing Analytics 내데이터중심모델에서리드 ID 필드를사용할

수있습니다.

데이터집합에서보관된잠재고객제외

이제 Analytics Studio에서사용하는데이터집합에보관된잠재고객을포함할지아니면제외할지여부를선택할

수있습니다. 이 Pardot 계정수준설정은 B2B Marketing Analytics 및 B2B Marketing Analytics Plus의모든앱에적용됩니

다.

Analytics 설정에추가된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설정페이지에서링크를클릭하기만하면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및 B2B Marketing

Analytics를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면 Analytics Studio로이동하여앱을생성하고동작점수매기기대시보

드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이미 B2B Marketing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중인경우에는앱을재구성하여옵션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대시보드를포함하십시오.

Pardot 개체동기화(베타)에서사용자정의필드동기화

Pardot 개체동기화는베타기능으로유지되지만인프라가향상되었습니다. 이제표준및사용자정의필드를단일

잠재고객데이터집합으로사용할수있으며, Tableau CRM에가져올사용자정의필드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데

이터집합에서일부필드가제거되고이름이변경되었으며, 남아있는필드에최신값이채워집니다.

적용조건: 설정은 Lightning Experience의 B2B Marketing Analytics 및 B2B Marketing Analytics Plus에적용됩니다.

• B2B Marketing Analytics Plus는 Pardot Premium을사용하는 Salesforce Enterprise, Unlimited, Developer Edition에사용할수

있습니다. B2B Marketing Analytics Plus 추가기능을사용하는 Pardot Plus 또는 Advanced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 B2B Marketing Analytics는 B2B Marketing Analytics 추가기능을사용하는 Pardot Plus, Advanced, Premium, Pardot Pro, Ultimate

Edition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주: 베타기능인 Pardot 개체동기화는미리보기에해당하며 Salesforce와의마스터구독협약에따른 "서비스"의

일부가아닙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구매를

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용성을

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니다. 기

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손상에

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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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에대한사용자의견과제안을제

공할수있습니다의 Pardot 개체동기화 IdeaExchange.

방법: 두단계에따라 Pardot 개체동기화(베타) 변경사항을가져옵니다.

• 관리자는새데이터집합을활성화하고사용자정의를선택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는앱을재구성하고쿼리를수정합니다.

데이터집합을활성화하려면 Salesforce 설정에서 Pardot 개체동기화(베타)를찾고기능을설정합니다. 단계에따라

Pardot 설정을연다음, 잠재고객데이터집합에포함할사용자정의필드를선택하고다시 Salesforce 설정으로돌아

와데이터를동기화합니다.

Winter '21 베타릴리스에서모든사용자정의필드가기본적으로포함되었습니다. Spring '21에서사용자정의필드

선택을지원하기위해기본값에서필드가제외됩니다. 기존베타를활성화한경우동기화선택페이지에서필드를

선택하십시오.

데이터집합이업데이트된후사용자에게잠재고객데이터를사용하년 B2B Marketing Analytics 또는 B2B Marketing

Analytics Plus 앱을재구성할시점이라고알리시기바랍니다. 기본대시보드는자동업데이트를거쳐새필드를사용

합니다. 사용자정의에서삭제되거나이름이변경된필드를사용하는경우사용자가쿼리를편집하여새필드를참

조해야합니다.

잠재고객데이터집합

다음테이블은변경된필드레이블, 신규필드, 업데이트된잠재고객데이터집합에서구현되지않은필드를나타

냅니다.

새 레이블기존 레이블새 개발자 이름기존 개발자 이름

N/ACRM 계정 IDN/Aaccount_crm_id

계정이름계정이름ProspectAccount.AccountNameaccount_name

주소 1주소 1AddressOneaddress_one

주소 2주소 2AddressTwoaddress_two

연매출액연매출액연매출액annual_revenue

할당일자할당일자FirstAssignedAtassigned_date

N/A할당된사용자이름(성없

이)

N/Aassigned_user_first_name

N/A할당된사용자전체이름N/Aassigned_user_full_name

N/A할당된사용자성(姓)N/Aassigned_user_last_name

Pardot 캠페인 IDPardot 캠페인 IDCampaignIdcampaign_id

구/군/시구/군/시구/군/시구/군/시

설명설명설명설명

회사회사회사회사

CRM 리드/연락처 IDCRM 리드/연락처 IDLeadOrContactCrmIdcontact_crm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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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이블기존 레이블새 개발자 이름기존 개발자 이름

국가국가국가국가

작성일자작성일자CreatedDatecreated_at_date

N/A작성자이름(성없이)N/Acreated_by_first_name

N/A작성자전체이름N/Acreated_by_full_name

N/A작성자성(姓)N/Acreated_by_last_name

CRM 연락처 IDCRM 연락처 IDContactIdcrm_contact_fid

CRM 최종활동일자CRM 최종활동일자LastSynccrm_last_activity_date

CRM 리드 IDCRM 리드 IDLeadIdcrm_lead_fid

CRM 소유자 IDCRM 소유자 IDOwnerIdcrm_owner_fid

부서부서부서부서

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직원직원직원직원

팩스팩스팩스팩스

이름(성없이)이름(성없이)이름(성없이)first_name

첫방문일자첫방문일자Visitor.FirstVisitorDatefirst_visitor_date

전체이름전체이름FullNamefull_name

Pardot 등급Pardot 등급등급등급

잠재고객 IDIDIDID

산업산업산업산업

보관됨보관됨IsArchivedis_archived

할당됨할당됨IsAssignedis_assigned

통화거절상태통화거절상태IsDoNotCallis_do_not_call

이메일거절상태이메일거절상태IsDoNotEmailis_do_not_email

직함직함JobTitlejob_title

마지막활동일자마지막활동일자LastActivityAtlast_activity_date

성(姓)성(姓)LastNamelast_name

최근방문자일자최근방문자일자Visitor.MostRecentVisitorDatemost_recent_visitor_date

MQL 일자MQL 일자MqlDatemql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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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이블기존 레이블새 개발자 이름기존 개발자 이름

MQL 속도MQL 속도MqlVelocitymql_velocity

Pardot 잠재고객 ID새필드ExternalId새필드

검토됨새필드IsReviewed새필드

별표표시됨새필드IsStarred새필드

수신거부수신거부IsOptedOutopted_out

Pardot 계정 IDPardot 계정 IDPardotAccountIdpardot_account_id

전화전화전화전화

잠재고객속도잠재고객속도ProspectVelocityprospect_velocity

호칭호칭호칭호칭

Pardot 점수Pardot 점수점수점수

소스소스SourceName소스

소스캠페인소스캠페인SourceCampaignsource_campaign

단계단계LifecycleStage.Stage단계

시/도시/도시/도시/도

태그태그Tags.TagName태그

영역영역영역영역

업데이트일자업데이트일자LastModifiedDateupdated_at_date

N/A업데이트한사람이름(성없

이)

N/Aupdated_by_first_name

N/A업데이트한사람성(姓)N/Aupdated_by_last_name

Pardot 방문자 IDPardot 방문자 IDVisitor.FirstVisitorIdvisitor_id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경력경력YearsInBusinessyears_in_business

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잠재고객및활동데이터집합

이테이블에는업데이트된잠재고객및활동데이터집합에서변경된개발자이름이표시됩니다. 레이블은변경되

지않았습니다. 잠재고객및활동데이터집합에서중복된네개의필드를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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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발자 이름기존 개발자 이름

N/A(제거됨)ActorExternalID

N/A(제거됨)ProspectIsArchived

N/A(제거됨)ProspectJobTitle

N/A(제거됨)Prospect.account_name

Prospect.AddressOneProspect.address_one

Prospect.AddressTwoProspect.address_two

Prospect.AnnualRevenueProspect.annual_revenue

Prospect.IsArchivedProspect.is_archived

Prospect.CityProspect.city

Prospect.CommentsProspect.comments

Prospect.CompanyProspect.company

Prospect.CountryProspect.country

Prospect.ContactIdProspect.crm_contact_fid

Prospect.LeadIdProspect.crm_lead_fid

Prospect.OwnerIdProspect.crm_owner_fid

Prospect.DepartmentProspect.department

Prospect.EmailProspect.email

Prospect.EmployeesProspect.employees

Prospect.FaxProspect.fax

Prospect.FirstNameProspect.first_name

Prospect.FullNameProspect.full_name

Prospect.GradeProspect.grade

Prospect.IndustryProspect.industry

Prospect.IsDoNotCallProspect.is_do_not_call

Prospect.IsDoNotEmailProspect.is_do_not_email

Prospect.JobTitleProspect.job_title

Prospect.LastNameProspect.last_name

Prospect.IsOptedOutProspect.opted_out

Prospect.PhoneProspect.phone

Prospect.FirstAssignedAtProspect.assigned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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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발자 이름기존 개발자 이름

Prospect.CreatedDateProspect.created_at_date

Prospect.LastSyncProspect.crm_last_activity_date

Prospect.ExternalIdProspect.id

Prospect.LastActivityAtProspect.last_activity_date

Prospect.LastModifiedDateProspect.updated_at_date

Prospect.SalutationProspect.salutation

Prospect.ScoreProspect.score

Prospect.SourceNameProspect.source

Prospect.SourceCampaignProspect.source_campaign

Prospect.StateProspect.state

Prospect.Tags.TagNameProspect.tags

Prospect.TerritoryProspect.territory

Prospect.WebsiteProspect.website

Prospect.YearsInBusinessProspect.years_in_business

Prospect.ZipProspect.zip

주:  Winter '21에 B2BMktgProspect 개체의점수필드를사용자쿼리에추가한경우데이터관리자에서제거하여

데이터집합을다시동기화합니다.

리드 ID로신뢰강화

캠페인및기회간연결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데이터중심모델결과에리드 ID 필드가추가되었습니다. 업데

이트된인사이트는잠재고객, 리드, 기회데이터에서식별되는가상기회연락처역할에대한명확성을강화합니

다. 이제표준및사용자정의보고서, B2B Marketing Analytics 내데이터중심모델에서리드 ID 필드를사용할수있습

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 Advanced 및 Pardot Premium Edition과 Salesforce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

에적용됩니다.

데이터집합에서보관된잠재고객제외

이제 Analytics Studio에서사용하는데이터집합에보관된잠재고객을포함할지아니면제외할지여부를선택할수

있습니다. 이 Pardot 계정수준설정은 B2B Marketing Analytics 및 B2B Marketing Analytics Plus의모든앱에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Lightning Experience 및 Saleforce Classic에적용되며 Pardot Plus, Advanced, Premium에포함됩

니다. 이번변경사항은 B2B Marketing Analytics 추가기능을사용하는 Pardot Pro 및 Ultimate Edition에도영향을미칩니다.

방법: 기본적으로보관된잠재고객은데이터집합에포함됩니다. Pardot 설정에서기본설정을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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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설정에추가된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설정페이지에서링크를클릭하기만하면 Einstein 동작점수매기기및 B2B Marketing Analytics

를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면 Analytics Studio로이동하여앱을생성하고동작점수매기기대시보드를활성화

할수있습니다. 이미 B2B Marketing Analytics 대시보드를사용중인경우에는앱을재구성하여옵션 Einstein 동작점수

매기기대시보드를포함하십시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Salesforce Enterprise, Unlimited Edition 포함 Pardot Advanced 및 Premium의 Lightning Experience

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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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추적(정식출시)을통한잠재고객활동데이터보호

Pardot의자사추적이정식출시되었습니다. 자사추적을사용하면잠재고객의활동데이터가손실되지않도록방

지하고캠페인귀속에유연성을높이거나사용자도메인에서발생하지않은트래픽을차단할수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웹브라우저에서자산및도메인전반에걸친활동을추적하는타사쿠키를지원하지

않는양상을띄고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Pardot 설정에서자사쿠키추적을설정한후도메인관리에서트래커도메인을업데이트하십시오.

새 Salesforce 마케팅설정앱에서 Pardot 설정도우미에액세스

이제단일장소인 Marketing 설정앱에서모든표준 Pardot 구성과업을찾을수있습니다. 향후릴리스에서는다른

Salesforce 마케팅도구및기존 Pardot 설정도우미의고급기능에대한설정도예정되어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Salesforce 페이지에서 을클릭하여설정옵션을열고 Marketing 설정을선택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Pardot 설정구현가이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Pardot 계정 설정의사업부이름 = Pardot의회사필드

혼란을피하기위해 Pardot 설정의회사이름필드가지정된 Pardot 사업부의신뢰할수있는소스로작동합니다.

Salesforce 설정의사업부이름과다른경우 Pardot의회사이름필드가 Salesforce에서의이름을덮어씁니다. 기존에는

Salesforce 및 Pardot에서사업부에다른이름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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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사업부리드및연락처와잠재고객의안전한동기화

Salesforce-Pardot 커넥터의새로운설정은 Pardot 패키지필드가 Salesforce의리드및연락처레코드와동기화되지않도

록차단합니다. 이설정을사용자정의설정의일부로사용하여다른 Pardot 사업부의잠재고객을 Salesforce의단일

리드또는연락처로동기화하십시오. 중복리드나연락처레코드를유지하지않아도됩니다. 파트너와함께조직에

구현하는것이좋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사업부가둘이상인 Pardot Advanced 및 Premium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Salesforce-Pardot 커넥터설정에서확인란을선택하여 Pardot 패키지필드동기화를중단합니다. 그런다음, 마케

팅데이터공유규칙을재구성하여리드및연락처레코드를둘이상의사업부에동기화합니다. 이제리드또는연

락처마케팅정보에사용할사용자정의개체를생성하고 Pardot 내보내기 API를사용하여다양한사업부의잠재고

객필드값을동기화합니다.

Pardot API V5 정식출시

새로운표준버전의 Pardot API를사용할수있습니다. Pardot API 버전 5는새로운끝점을제공하므로사용자정의리

디렉션을관리하고 Pardot에자체외부랜딩페이지템플릿및파일을가져올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API 액세스를사용하는 Pardot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방법: Pardot 계정설정에서 Pardot API v5 끝점에대한액세스를활성화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개발자문서: Pardot API 문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Pardot API: 신규및변경된항목

새로운기능과변경사항을통해 Pardot API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합니다.

잠재고객개체

잠재고객대량내보내기를위한몇가지필드가추가및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옵트인및이메일거부필드를편집할수있습니다.

Pardot 사용자 인증사용중지

2021년 2월 15일, Pardot의사용자인증시스템이중단될예정입니다. 중단일자이후모든사용자는 Salesforce 싱글사

인온(SSO)을사용해야합니다. 아직작업을수행하지않은경우가능한한빨리 Salesforce 조직을준비시키고모든

Pardot 사용자에게 SSO를활성화하십시오. 전체 Sales 또는 Service Cloud 라이센스가필요하지않은 Pardot 전용사용자

가있는고객을지원하기위해 Salesforce 조직에추가비용없이 ID 라이센스 100개가번들로제공됩니다. 해당라이

센스를사용하여남아잇는 Pardot 전용사용자를 Salesforce SSO로전환할수있습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Pardot의모든 Edition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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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Pardot 사용자마이그레이션관리자가이드를사용하여조직을준비시키고모든 Pardot 사용자에게 SSO를활성

화합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Pardot 사용자마이그레이션관리자가이드(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

지못할수있음)

마케팅

Marketing Cloud는일대일고객여정으로고객을만족하게만드는프리미엄플랫폼으로, 고객단일보기를구축하여

모든소스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합니다. 비즈니스목표를기반으로고유한고객여정을계획하고최적화하십

시오. 적시에모든채널및장치전반에서개인맞춤콘텐츠를배포하고, 실시간으로접근방식을최적화하고더나

은결과를전달할수있도록비즈니스의각상호작용에미치는영향을측정합니다.

또한 Marketing Cloud 릴리스노트에서최신기능및고급기능을자세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도참조:

Marketing Cloud 개요

Marketing Cloud: 이전릴리스노트

Salesforce Marketing Cloud Facebook 페이지

릴리스업데이트

Salesforce는 Salesforce의성능, 논리, 보안및유용성을향상하는업데이트를정기적으로릴리스하지만기존사용자

정의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 설정의릴리스업데이트노드에서 Spring '21 업데이트를찾을수있습니다.

릴리스업데이트는조직에영향을미치는업데이트의목록을제공합니다. 각업데이트에는수행해야하는단계별

조치가포함되어있습니다. 원활한전환을위해많은릴리스업데이트에서테스트실행을사용할수있습니다. 테

스트실행옵션을사용하여 "단계완료" 날짜이전에필요한만큼자주업데이트를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여조

직에미치는영향을평가합니다.

적용된업데이트

이러한업데이트는이전릴리스에서발표되었으며이제자동으로적용됩니다.

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 sharing 사용(업데이트, 적용)

이번업데이트를통해 with sharing 또는 without sharing을지정하지않는 @AuraEnabled  Apex 컨트

롤러의동작을기본값으로 with sharing으로변경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18 이후생성된조직또는

사용중지된암시적공유를통해 @AuraEnabled  Apex 컨트롤러에 without sharing 사용업데이트가활성

화된조직에만적용됩니다. 앞의사례는반대의영향을미쳐기본값은 without sharing으로설정됩니다.

Spring '18 이전에만든조직에는기본적으로 with sharing이설정됩니다. 해당조직에는이제사용중지된

without sharing 업데이트가활성화된경우를제외하고업데이트가표시되지않습니다.

659

마케팅Salesforce Spring '21 릴리스노트

http://resources.docs.salesforce.com/228/latest/en-us/sfdc/pdf/pardot_only_user_migration.pdf
http://resources.docs.salesforce.com/228/latest/en-us/sfdc/pdf/pardot_only_user_migration.pdf
https://help.salesforce.com/articleView?id=mc_rn_release_notes.htm&language=ko
http://www.salesforce.com/marketing-cloud/overview
http://help.marketingcloud.com/en/documentation/exacttarget/resources/release_notes/
https://www.facebook.com/MarketingCloud?fref=ts


동적으로만들어진 Aura 구성요소에서함수수식을만드는작업방지(업데이트, 적용)

보안및안정성을개선하기위해이업데이트는 $A.createComponent() 또는 $A.createComponents()로

전달된특성값이 Aura 함수수식으로해석되는것을방지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1에서적용됩니다.

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서 HTML 렌더링비활성화(업데이트, 적용)

조직의보호수준을향상하기위해이번업데이트에서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에 HTML 서식을허용하는레거

시동작을제거합니다.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사용자정의필드레이블의 HTML 태그를일반텍스트로렌더

링합니다.

호출가능한작업에대한일부저장활성화(업데이트, 적용)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업데이트실패한호출가능한작업의동작및영향을향상하며, 대량으로실행되는호

출가능한작업에대한외부 REST API 호출에만영향을미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단일요청으로일련의작

업을호출할경우호출가능한작업하나가실패했다고해서전체트랜잭션이실패하지는않습니다. 이번업데

이트전까지는단일호출가능한작업이실패할경우트랜잭션내다른호출가능한작업이롤백되고전체트랜

잭션이실패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 Winter '21

로처음연기되었습니다. 이업데이트는다시연기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됩니다.

플로의레거시 Apex 작업에대한액세스한정자존중적용(업데이트, 적용)

이번릴리스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개발자는레거시 Apex 작업이올바르게보호되며, 관리의기타구성요소에

만사용할수있다는사실을믿어도됩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공용레거시 Apex 작업이포함되어있는경우

플로는실패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연기되었

으며 Spring '21에적용됩니다.

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이러한업데이트는이전릴리스에서발표되었으며여전히사용할수있습니다.

ICU 로캘형식활성화(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장소제약없는비즈니스관행을위해날짜및시간에 ICU(International Components for Unicode) 형식을도입합니다.

ICU는모든로캘의국제날짜및시간표준을설정합니다. 새로운형식은 Salesforce Platform 전반에서일관적인환

경을제공하고전세계 ICU 준수응용프로그램과의통합을향상합니다. ICU 형식은 Oracle의 JDK8(Java 8 Development

Kit) 형식을대체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내도메인배포(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최신기능을사용하고브라우저요구사항을준수하려면모든 Salesforce 조직에내도메인이있어야합니다. 내

도메인을배포하십시오. 배포하지않으면귀사이름에근거한도메인이할당됩니다. 내도메인은모든응용프

로그램 URL에영향을미치므로이업데이트가 Winter '22에적용되기전에내도메인을테스트하고배포하는것

이좋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1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탭중심대화계속사용(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Lightning 콘솔앱에서는더이상대화가나머지 UI와상호작용하는것을중단하지않습니다. 이릴리스업데이트

는작업영역탭또는하위탭에서트리거된대화의초점을그러한대화를트리거한탭으로만제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Wint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Visualforce 페이지에서연속 API 탐색호출방지(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Visualforce 페이지에서 API 탐색호출이연속적으로발생할수있으며, 그로인해원하지않는동작이야기될수있

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이 API 탐색호출패턴을방지하고첫탐색호출만시작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0에처음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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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트의일시중지된플로인터뷰를다시시작(이전에릴리스된업데이트)

이업데이트를활성화하면일시중지되기전사용자액세스가동일한같은컨텍스트의일시중지된자동실행

플로가항상다시시작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에서적용됩니다.

새로발표된업데이트

Spring '21에서새로발표된릴리스업데이트입니다.

Visualforce 원격 API 보안호출(업데이트)

Visualforce 원격 API는 JavaScript를사용하여 Visualforce 페이지에서직접 Apex 컨트롤러의메서드를호출합니다. API

보안이올바른지확인하기위해호출의유효성검사가더엄격해졌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에서적용

됩니다.

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업데이트)

이번업데이트는읽기전용표준프로필을사용자정의프로필로변환합니다. 업데이트가적용된후에는비즈

니스요구에맞춰이프로필의권한을편집할수있습니다.

구독자조직에로그인시다단계인증필요(업데이트)

LMO(라이센스관리조직)에로그인시 MFA(다단계인증)를요구하여구독자조직에안전하게액세스합니다.

플로및프로세스의 CPU 시간소비량을정확하게측정(업데이트)

이업데이트가활성화되면 Salesforce가모든플로및프로세스에서소비되는 CPU 시간을정확하게측정, 기록, 제

한합니다. 이전에는소비된 CPU 시간이부정확하거나 Apex 트리거와같이트랜잭션에서나중에발생하는다른

자동화에특성을잘못사용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이제최대트랜잭션당 CPU 시간소비량제한을초과하는성

능병목상태를제대로식별할수있습니다. 또한이제 CPU 시간이정확하게계산되므로 CPU 제한을초과하도록

트랜잭션을푸시하는요소, 기준노드또는작업후에플로및프로세스가실패합니다. 이제한을초과할가능성

이높은모든복잡합플로및프로세스를테스트하는것이좋습니다.

업데이트연기

다음업데이트가연기되었습니다.

관리패키지의비전역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비활성화(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Winter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업데이트는관리패키지의 Apex 컨트롤러메서드에대한액세스제어를수정합니다. 이번업데이트가활성

화되면패키지네임스페이스외부의 Aura 구성요소는 global 액세스한정자로표시된메서드에만액세스할

수있습니다. 해당액세스제어는패키지작성자가전역액세스를의도하지않은지원되지않는 API 메소드를사

용하지못하게막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마크업에서 Apex 속성에액세스한정자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ummer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업데이트를통해 Lightning 구성요소가기타맥락에서 Apex 속성사용과동일해졌습니다. 예를들어마크업

표현식은더이상비공개 Apex getter를사용하여 Apex 속성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

Lightning 구성요소의보안정적자원활성화(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Winter '22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pring '21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보

안을향상하기위해이업데이트는 Lightning 도메인이아닌 Visualforce 도메인의모든정적자원을제공합니다. 이

변경사항은출처가동일한보안정책으로인해정적자원에포함된스크립트가 Lightning 도메인의문서에액세

스하지못하게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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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loud 사용자, 파트너, 고객이이메일주소를변경하는경우확인필요(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pring '21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이번보안업데이트를위해서는외부사용자가커뮤니티이메일주소변경을확인해야합니다.

프로세스빌더에서원래레코드값을기반으로기준평가(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Summer '19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고그후 Winter '21로연기되었으나

Winter '22로다시연기되었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기준및레코드업데이트가여러개인프로세스를통

해프로세스를시작한필드의원래값을 null 값으로평가하게합니다.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 연기)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는 Summer '20에릴리스되었으며 Spring '21에적

용될예정이었지만 Summer '21로연기되었습니다. 이번릴리스업데이트는플로에서호출한 Apex 클래스에대한

사용자액세스필요를대체합니다. Apex 클래스에대한명시적액세스적용규칙비활성화업데이트는활성화

후조직을원래상태로되돌려놓으며, 따라서사용자가 Apex 작업을포함하는플로를실행하기위해서는플로

에대한액세스권한만있으면됩니다.

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레코드값변수또는검색관계필드의 null 값확인(업데이트, 연기)

이업데이트는계산에 null 레코드변수또는 null 조회관계필드가포함되어있으면프로세스및플로수식에서

null 값을반환할수있게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19에릴리스되었으며, Spring '21에적용될예정이었지만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이업데이트는 2020년 7월 10일전에 Summer '20을수신한 Salesforce 조직에서활성화

되었습니다. 조직이이에해당하고업데이트를비활성화한경우 Spring '22에활성화해야합니다.

Email-to-Case 업데이트적용이 Winter '22 릴리스로연장됨

릴리스업데이트기능을통한변경사항을채택할수있도록 Winter '22 릴리스까지관리자에게 Winter '21 Email-To-Case

에대한실행기한이새로주어집니다.

플로병합필드에데이터액세스적용(업데이트, 연기)

이번업데이트는 Flow Builder에서관련레코드필드에액세스하기위해병합필드를사용할경우실제사용자의

데이터액세스를허용합니다.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0에릴리스되었으며 Summer '20에적용될예정이었고그

후 Spring '21로연기되었으나 Summer '21로다시연기되었습니다.

고급폴더공유활성화(업데이트, 연기됨)

이번업데이트는 Spring '22로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Spring '20에서자동활성화(적용)될예정이었습니다. 고급

폴더공유에는새로운사용자권한이있으며기존보고서및대시보드에대한각사용자의액세스가변경됩니

다.

업데이트만료

이러한업데이트는이전릴리스에서발표되었지만현재만료된상태입니다. 릴리스업데이트노드에서제거되었

으며활성화되지않습니다.

Visualforce, 익스피리언스빌더, Site.com Studio, 콘텐츠파일의 URL 안정화(업데이트, 사용중지)

이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었습니다. URL에서인스턴스이름을제거하려면고급도메인을사용하십시오.

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보기위한권한필요(업데이트, 사용중지)

이업데이트는사용중지되었습니다. Salesforce는모든 Salesforce 조직에서이업데이트를활성화하지않습니다.

대신공유설정페이지의옵트인설정을사용하여조회필드에서레코드이름을볼수있는사람을제한할시기

를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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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railhead

myTrailhead의제품목록에회사의제품이름을추가하고사용자가찾고있는콘텐츠를파악할수있도록돕습니다.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여 Salesforce 앱에머무르면서 myTrailhead 모듈을완료하십시오.

이섹션에서는:

myTrailhead의제품필터사용자정의

myTrailhead 사용자는제품필터를사용하여가장관련이많은콘텐츠를빠르게찾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Sales

Cloud 및 Service Cloud용필터는사용자를해당 Salesforce 제품에대한모듈및내역으로안내합니다. 사용자가자

신에게필수적인콘텐츠에초점을맞출수있도록회사의제품이름을사용하여제품목록을사용자정의하십

시오. 제품범주에서더이상필요하지않은필터를삭제할수도있습니다.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로작업플로배우기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면 Salesforce 조직에머무른상태에서필요할때마다필요한기술을배울수

있습니다. 관리자또는위임된교육자는학습패널에관련 myTrailhead 모듈을추가하여사용자가접하게되는컨

텍스트와학습콘텐츠를일치시킬수있습니다. Trailblazer는 Salesforce 앱에서바로콘텐츠를읽고퀴즈를풀거나

배지를획득할수있습니다.

myTrailhead의제품필터사용자정의

myTrailhead 사용자는제품필터를사용하여가장관련이많은콘텐츠를빠르게찾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Sales

Cloud 및 Service Cloud용필터는사용자를해당 Salesforce 제품에대한모듈및내역으로안내합니다. 사용자가자신에

게필수적인콘텐츠에초점을맞출수있도록회사의제품이름을사용하여제품목록을사용자정의하십시오. 제

품범주에서더이상필요하지않은필터를삭제할수도있습니다.

적용조건: myTrailhead는 Enterprise, Performance 또는 Unlimited Edition을보유한고객들이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

수있습니다.

대상: myTrailhead 콘텐츠액세스권한이있는모든사용자는회사의 myTrailhead 사이트에로그인할수있으며, myTrailhead

브랜딩관리권한이있는사용자는 Trailmaker 설정에액세스하여제품범주에서필터를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또한 myTrailhead 콘텐츠작성권한이있는사용자는모듈및내역에제품필터를할당하거나모듈및내역에서제품

필터를삭제할수있고, myTrailhead 릴리스관리권한이있는사용자는릴리스를작성하고게시할수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myTrailhead 콘텐츠작성및 myTrailhead 릴리스관리권한이모두있는사용자는 Trailmaker 콘텐츠에서 Trailmaker

릴리스로모듈과내역을업로드할수있습니다.

방법: myTrailhead에서제품필터를사용자정의하려면관리자, 작성자, 릴리스관리자를포함한여러사용자가공동

작업을진행해야합니다. 관리자가 Trailmaker 설정에서필터페이지의제품목록에필터이름을추가해야만새필터

를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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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maker 설정에서필터를추가하면 Trailmaker 콘텐츠의제품목록에도필터가추가됩니다. 그러면작성자가 Trailmaker

콘텐츠를사용하여모듈이나내역에새필터를할당할수있습니다.

작성자또는릴리스관리자가 Trailmaker 콘텐츠에서 Trailmaker 릴리스로해당콘텐츠를업로드합니다.

릴리스가게시된후 Trailblazer는제품필터로콘텐츠를정렬하여필터가할당된모듈이나내역전체에초점을맞출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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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blazer는제품필터를선택하여 myTrailhead의검색결과를좁힐수있습니다.

myTrailhead에서필터를삭제하는작업도유사한공동작업을거칩니다.

• 작성자는 Trailmaker 콘텐츠를사용하여필터가할당된모든모듈및내역에서필터를삭제합니다.

• 작성자또는릴리스관리자가 Trailmaker 콘텐츠에서 Trailmaker 릴리스로모듈과내역을업로드합니다.

• 릴리스관리자가릴리스를게시합니다. myTrailhead에서필터가제거되고 Trailblazer는더이상해당필터로콘텐

츠를정렬할수없습니다.

• 관리자는 Trailmaker 설정의제품목록에서필터를삭제할수있으며이경우 Trailmaker 콘텐츠의제품목록에서도

제거됩니다. 작성자는더이상모듈이나내역에필터를할당할수없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Salesforce 도움말: 필터관리(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베타)로작업플로배우기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을사용하면 Salesforce 조직에머무른상태에서필요할때마다필요한기술을배울수있

습니다. 관리자또는위임된교육자는학습패널에관련 myTrailhead 모듈을추가하여사용자가접하게되는컨텍스

트와학습콘텐츠를일치시킬수있습니다. Trailblazer는 Salesforce 앱에서바로콘텐츠를읽고퀴즈를풀거나배지를

획득할수있습니다.

주: 베타기능인 Trailhead를통한앱내학습은미리보기이며 Salesforce와체결한마스터구독협약하의 "서비

스"에속하지않습니다. 이기능은자유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정식출시제품및기능인지살펴보고

구매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Salesforce는특정시간범위내에속하는경우또는항상이기능에대한일반가

용성을보장하지않으며언제든지기능을중단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프로덕션사용이아닌평가목적입

니다. 기능은있는그대로제공되지만지원되지않으며, Salesforce는기능과관련하여발생한어떠한유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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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이기능을사용할경우서비스에대한모든제한, Salesforce의권리유보,

의무와관련비Salesforce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대한조건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적용조건: 이번변경사항은 Developer, Professional, Enterprise, Performance, Unlimited Edition의 Lightning Experience에적용

됩니다. myTrailhead는 Enterprise, Performance 또는 Unlimited Edition을보유한고객이추가비용을지불하고사용할수있

습니다.

대상: 모든사용자는전역머리글및패널에서새아이콘을볼수있는액세스권한이있으며 myTrailhead 사용자는

패널에서 myTrailhead 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

모든데이터수정또는응용프로그램사용자정의권한이있는사용자는학습개체를통해사용자에게학습을할

당할수있습니다. 교육자, 세일즈리더또는다름사람에게학습을관리할권한을부여하려면학습관리사용자권

한을사용하십시오.

이유: 회사에서 myTrailhead용 Salesforce Identity를 myTrailhead 인증공급자로사용하는경우 Salesforce에서 myTrailhead

배지를획득할수있지만공개 Trailhead 배지는획득할수없습니다. 회사에서 Trailblazer.me를사용하여 myTrailhead에

액세스하는경우에는 Salesforce 앱에서 myTrailhead 배지및공개 Trailhead 배지를획득할수있습니다.

다음사항도참조:

앱내 Trailhead 학습경험(베타) 적용

기타 Salesforce 제품및서비스

Heroku
Heroku는웹앱을구축하고배포하기위한클라우드기반응용프로그램플랫폼입니다.

새로운기능에대한정보는 Heroku Changelog로이동하십시오.

Success Cloud
Salesforce Success Cloud의인증된전문가, 컨설턴트및혁신적인도구는전문적인서비스, 처방조언및전문지식을

통해진행하는모든단계에도움을제공합니다.

콘텐츠최신소식

Trailhead 모듈, 지침비디오, 새로운리소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를추가했습니다.

이섹션에서는:

Trailhead로기능탐색

재미있게안내하는대화형도구 Trailhead를사용하여 Salesforce에익숙해지거나새기능을살펴보십시오. 관리자

또는개발자를위한유도학습경로를따르거나자율교육모델로자신의속도에맞춘경험을선택할수있습니

다.

비디오시청(영어전용)

사용자의신규및향상된 Salesforce 기능학습을돕기위한지침비디오가작성및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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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소개

Experience Cloud 사용자와 Industries 클라우드관리자가공유할수있는개체를자세하게설명하는새로운리소스

인,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를만들었습니다. 이정보를활용하여보유라이센스를기반으로 Experience

Cloud 사이트구현을계획하십시오.

Trailhead로기능탐색

재미있게안내하는대화형도구 Trailhead를사용하여 Salesforce에익숙해지거나새기능을살펴보십시오. 관리자또

는개발자를위한유도학습경로를따르거나자율교육모델로자신의속도에맞춘경험을선택할수있습니다.

https://trailhead.salesforce.com에서 Trailhead를확인하고자신에게적절한내역을찾으십시오. 다음은최신추가사항입

니다.

모듈

AWS용 Salesforce Private Connect

AWS 통합에서보안을향상할새로운방법을알아보십시오.

비디오시청(영어전용)
사용자의신규및향상된 Salesforce 기능학습을돕기위한지침비디오가작성및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새로운 재사용가능한대시보드구성요소로대시보드생성및관리시간절약비디오에서는 Tableau CRM으

로대시보드를구축하고관리하는방법을어떻게간소화하는지보여줍니다.

• 새로운 다단계인증으로계정액세스를보호하는방법비디오에서는 MFA의정의, 작동방식, MFA가 Salesforce

보안전략의일환으로중요한이유를설명합니다.

• 새로운 Meeting Studio 시작 (릴리스미리보기동안기한이경과하거나사용하지못할수있음)에서는 Salesforce

Meetings에포함된 Meeting Studio를사용하여다음회의에서특별한시각적경험을선사하는방법을보여줍니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소개

Experience Cloud 사용자와 Industries 클라우드관리자가공유할수있는개체를자세하게설명하는새로운리소스인,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를만들었습니다. 이정보를활용하여보유라이센스를기반으로 Experience

Cloud 사이트구현을계획하십시오.

이유: 각커뮤니티라이센스를통해 Experience Cloud 사용자에게특정데이터개체에대한생성, 읽기, 쓰기, 삭제권한

을부여할수있습니다. 새로운개체액세스테이블을사용하면보유라이센스하에서각개체에할당할수있는권

한을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산업관련커뮤니티사용자라이센스를참조하십시오.

법률문서

Salesforce 법률문서에계절별업데이트를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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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및준수

이번릴리스와관련된신뢰및준수문서의전체변경사항목록은 Salesforce 신뢰및준수문서변경사항로그를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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