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X Starter에서 Champion으로!
고객 지원 Level Up 전략

Zendesk Virtual Event

오후 2시 30분 AEDT/오후  
4시 30분 NZDT

오전 9시 IST

오전 11시 30분 SGT

오후 12시 30분 KST/JST

일시: 10월 28일(수)



탁월한 고객 경험은 비즈니스를 차별화합니다. Zendesk는 ESG 리서치와 함
께 전 세계 1,000 여명의 CX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CX 성숙도에 
따른 통찰력 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Zendesk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Zendesk 고객 전문가와 ESG 애널리스트
가 3 가지 단계의 CX 성숙도를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의 의미, 최고의 고객 지
원을 통해 얻을 수있는 이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Zendesk CX 리더 패널 토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M 미래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

• 최고의 고객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CX Starter에서 Champion
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리더의 능력

•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2021년 CX 전략 수
립

각 강연은 한글 자막이 제공되며, 지역 부스에서는 Zendesk 전문가와의 네트
워킹, 기술/구매 상담, 다양한 리소스, Q&A, 이벤트 코너가 진행됩니다. 또한 월
드챔피언 서퍼인 Layne Beachley와 그녀의 남편인 INXS 기타리스트 Kirk 
Pengilly의 깜짝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Zendesk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CX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과 고객 지원 
레벨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



환영 인사(Welcome)

기조 연설
(5 Big Bets for the future of CRM)

Adrian 
Mcdermott 
President of Products, 
Zendesk

Sarah Reed 
Sr. Director of Global Strategic 
Events, Zendesk

Agenda



패널 토론(Beyond the research)

Wendy 
Johnstone  
Chief Operating Officer, 
APAC, Zendesk

Kathy Dalpes  
Vice President, Customer 
Advocacy, Zendesk

Malcom Koh 
Customer Experience 
Strategist, Zendesk

ESG 애널리스트 대담(What it means to 
be a CX Champion and why you 
should care)

John McKnight  
Executive Vice President, 
Research and Analyst 
Services, ESG

Adam DeMattia  
Director of Custom 
Research, ESG



Kirk Pengilly  
Founding INXS guitarist

Layne 
Beachley 
7x World Champion 
Surfer

 
10 tips for better self care



발표자

Sarah Reed 
SR. DIRECTOR OF GLOBAL 
STRATEGIC EVENTS, ZENDESK

글로벌 컨택센터를 운영한 지 약 20년이 지난 후 Sarah는 수백(수천) 고객 서비
스 상담원의 일상적인 리더십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고객 관계의 필요성을 설파하
는 것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국가, 업계에서 팀을 이끌어 온 
방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공감하는 방법을 연마한 Sarah는 현재 생각하게 하는 글
쓰기, 교육 자료, 흥미진진한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Zendesk의 글로벌 전략 이벤트 담당 이사인 Sarah는 고객, 동료, 우리 주변의 
세계와의 긍정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drian McDermott 
PRESIDENT OF PRODUCTS, ZENDESK

Adrian McDermott는 2010년부터 Zendesk의 제품 관리/엔지니
어링 팀을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제품 전략 및 제품 개발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Attributor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텍스트, 동
영상, 이미지에 대한 웹 크롤링 및 콘텐츠 식별 시스템을 관리했습니
다. Adrian은 Plumtree Software에 입사한 1호 엔지니어로, IPO
와 BEA의 잇따른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도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Adrian은 요크셔 출신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습니
다.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며 시
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Wendy Johnstone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Zendesk APAC
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기술 부문에서 25여년간 경험을 쌓
은 비즈니스 리더인 Wendy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 효율
성을 촉진하고 APAC 지역내 Zendesk의 모든 비즈니스 부서와 
지사가 세계적/지역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Zendesk에 입사하기 전에는 APAC/EMEA 지역에서 다양한 팀
을 이끌며 IBM/EMC/Salesforce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회사
에서 근무했는데, 3년 동안은 APAC 지역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
로 활약했습니다. 최근에는 Microsoft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마케
팅 및 운영 부서 총 책임자로 재임했습니다. 

Wendy Johnstone  
ZENDESK의  APAC 지역  최고  
운영  책임자

Kathy Dalpes  
VICE PRESIDENT, CUSTOMER 
ADVOCACY, ZENDESK

Kathy Dalpes는 혁신적인 글로벌 고객 지원 담당 부사장으로서 
Spotify, EBay, Skype, AT&T, 아웃소싱 업계의 리더인 SITEL 
Corporation 및 연결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BELKIN 같은 
업계 선도 기업의 성공을 20여 년간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Malcolm Koh는 Zendesk APAC의 고객 경험 전략가로,  
당사 최대 고객들과 협력하여 고객 경험을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객이었던 Malcolm은 
‘Zendesk 주재 고객(Customer-in-Residence)’으로 합류했습니다. 
Malcolm은 25여 년간 호텔, 항공사, 금융 서비스,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고객 중심 브랜드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Zendesk
의 완벽한 ‘outside-in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dam DeMattia는 ESG의 커스텀 리서치 실무를 이끌며 양적/
질적 1차 연구 프로젝트를 모두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을 책임지
고 있습니다. Adam은 지난 10년간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
팅, 고객 경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등 광범위한 기술 주제를 연
구 및 논의해 왔으며, ESG와 담당 고객들이 각 시장에서 나타나
는 수요 측면의 역학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습니다.

Malcom Koh 
CUSTOMER EXPERIENCE 
STRATEGIST, ZENDESK

Adam DeMattia  
DIRECTOR OF CUSTOM RESEARCH, 
ESG



John McKnight는 ESG의 분석 팀을 이끌며 분석 서비스/ 
시장 조사 운영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McKnight의 주도하에 ESG는 글로벌 IT 커뮤니티를 위한  
연구/자문 서비스와 전략적 컨설팅, 사용자 지정 콘텐츠 솔루션을 전달
하는 제공업체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John
은 ESG의 시장 조사 역량을 육성하며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이
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데이터 관리 및 분
석, 사물 인터넷(IoT)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뻗어가는 ESG의 
사업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John McKnight  
EXECUTIVE VICE PRESIDENT, 
RESEARCH AND ANALYST SERVICES, 
ESG

Layne Beachley AO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서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Layne은 성별을 떠나 6회 연속(1998~2003
년)으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한 유일한 서퍼입니다. 2년 뒤 ASP 
World Tour에서 은퇴하기 전 2006년에 7번째 세계 타이틀을 거
머쥐었습니다. 
 
2015년 호주의 날에 Layne은 다양한 자선 단체를  
지원하고, 스포츠계 여성을 위한 멘토로 활약하며,  
세계 챔피언 선수로 서핑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훈공
장(Officer of the Order of Australia)을 수상했습니다.

Layne Beachley  
WORLD CHAMPION SURFER



Kirk Pengilly는 1977년에 데뷔하여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장이 넘는 음
반 판매고를 기록한 INXS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입니다. INXS는 세 차례
나 그래미상 후보로 오르는 등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상과 트로피를 받았으며, 호주 음반 산업 협회(ARIA) 명
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유명한 멤버인 Kirk는 INXS에서 다재다능한 '만능
맨'이라는 최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코러스, 색소폰 연주자, 기타리스
트로 활약한 Kirk는 INXS가 발표한 수많은 음악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프로듀싱/작사 작업을 하고 공연하는 등 다양한 활
동을 펼친 음악 인생에서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습니다.

Kirk Pengilly  
FOUNDING INXS GUITARIS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