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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글로벌 영향 보고서는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진행 상황에 
대한 세 번째 연례 보고서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기업 Zendesk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진행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ESG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가장 중요한 ESG 이슈의 
우선순위를 식별했습니다. 아울러 동종업체 벤치마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평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조치 범위나 ESG 우선순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ESG 성과 데이터의 3개년 추세 공유
● 다양성,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 가장 중요한 ESG 
주제에 맞춰 더 많은 결과 공개

본 보고서에서 공유된 데이터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 2021 
회계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운영으로 제한됩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에는 가용한 최상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근사치 
또는 반올림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Zendesk는 지명/기업지배구조 위원회 헌장에 기업 이니셔티브와 ESG 
관련 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공식화합니다. 또한 고위 임원진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소집하여 ESG 우선순위를 안내하고 
검토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GRI(Global Reporting Index) 표준,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표준 및 
UNGC(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의해 통보됩니다. 성과 지표는 부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 및 정량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기초하지 않으며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에 어떤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정보와 데이터 또는 해당 정보와 데이터의 주제가 관련 증권법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Zendesk에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Zendesk의 고위 임원진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이 정보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타사의 보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향후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사실에 
대한 진술 이외의 모든 진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진술에는 
Zendesk의 향후 재무 성과, ESG 목표와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성장

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수도 있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믿는다', '예상한다’, 
'기대한다', '목표로 한다', '계획한다’ 및 이와 유사한 앞으로의 기대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향후와 관련된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향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본 보고서에 기술된 
Zendesk의 목표와 정책은 이를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향후 관련 진술에 기술된 이벤트의 결과는 2021년 12월 31일 
연례 마감일 기준 해당 연도의 10-K 연례 보고서와 10-Q 분기 보고서
[2022년 3월 31일 분기 마감일 기준]를 비롯해 Zendesk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자세히 기술된 사항을 포함하여 
Zendesk의 실제 결과, 성과 또는 성과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알려진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관련 진술은 해당 진술이 작성된 날짜을 기준으로 Zendesk 
경영진의 신념과 가정을 나타냅니다. Zendesk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보고서 날짜 이후에 발생한 조치나 상황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정보 또는 예기치 않은 조치의 발생을 반영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 기술된 향후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법적 또는 기타 관계, 권리, 의무도 생성하지 않고, 생성할 
의도도 없으며, 이를 위해 본 보고서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보고서에는 Zendesk가 비즈니스 평가, 성과 측정, 추세 파악, 
비즈니스 계획 수립, 전략적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 운영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정의와 계산 및 운영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연례 마감일 기준 해당 연도의 10-K 연례 
보고서와 [ 2022년 3월 31일 분기 마감일 기준] 10-Q 분기 보고서를 
포함하여 Zendesk가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보고서에는 참조 목적으로 특정 상표와 서비스 
마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어떤 부분도 당사 또는 기타 법인의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라는 제안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조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목적, 세금 고려 사항, 재정 상황 또는 
투자자의 그 어떤 필요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와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199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제안 또는 면제된 
제안에 따라 당사의 증권을 판매하기 위한 제안 또는 구매하라는 
권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일부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자는 투자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본인이 선택한 재무, 세무, 법률 고문과 상의하여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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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CEO가 
전하는 말
지난 몇 년은 우리 모두에게 연결의 중요성,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Zendesk는 동료와 커뮤니티,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해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신입 사원이 합류했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유산이나 낙태, Covid-19 관련 가족 
돌봄, 군복무, 자연재해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유급 휴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당사는 
투표권, 성소수자 문제, 여성 보건을 비롯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울러 리더십 팀과 이사회에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했습니다.

Zendesk 재단은 직원의 시간과 전문 지식 기부, 
그리고 제품 제공을 통해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으로 심화된 식량 
불안 상황 속에서 월드 센트럴 키친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 세계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Tech for Good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RC(국제구조위원회)가 10여 
개국에 디지털 허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난민과 실향민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3년 차인 
2021년에 Zendesk는 최대 영향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ESG 지침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 또 다른 도전을 가져온 
2022년도를 든든하게 대비해 주었습니다. 
Zendesk는 고객과 기업이 서로 더 쉽게 
연결되고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포용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Mikkel Svane
Zendesk,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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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Zendesk
소개

Zendesk는 2007년, 전 세계 모든 기업 이 고객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객 경험 
분야에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Zendesk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고객을 
위한 탁월한 서비스의 챔피언으로, 전화, 채팅, 이메일, 
메시징, 소셜 채널, 커뮤니티, 리뷰 사이트, 헬프 센터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브랜드와 수억 명의 고객을 
연결하여 수십억 건의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Zendesk 제품은 고객 사랑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집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착안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창립 및 성장기를 거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2021년 말 회계 연도 기준, 전 세계 5,500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www.zendesk.kr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Zendesk는 성장 중인 기업으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조정 

Zendesk는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행동과 영향이 UN의 SDG(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을 조명합니다.

2021년 말 기록

http://www.zendesk.kr


Zendesk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정의하고 , 우리만의  작업 방식과 Zendesk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 이것이야말로  Zendesk가 일하기 좋은 직장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Zendesk의 가치는 기업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직원, 고객 및 기업으로서  대표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

다양성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모두가 환영받는  
직장 문화 조성을 장려한다고  믿습니다 .

복잡성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설계합니다 .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의도를 가지고 임하고, 발전을 
이끄는 일에 집중합니다 .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곳, 나아가 전 세계에게  공감의 
챔피언이자  
선행을 위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겸손과 자신감을  결합한 법칙으로  성공을 달성합니다 .

고객을 중심에 두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

포용성:

겸손+자신감:

신뢰:

간결성:

목적: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기업과 고객의 손쉽게 
연결을 지원합니다 .사명

평생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경제비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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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이사회

Zendesk 이사회  구성원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업계 
동종 기업 및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영입 이사진의 신선한 관점과 종신 
이사진의 제도적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정기적인 고위 
경영진 참여, 연례 이사회, 위원회 자체 평가와 토론, 
정기적인 규제 개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단 2명의 직원 이사로 구성된 주로 독립적인 이사회를 
유지하고 직원이 아닌 이사가 2개 이상의 다른 공개 회사 
이사회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별, 인종, 민족의 다양성이 이사회의 효과적인 지배 
구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이사회의 절반은 
다양한 인종이나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조와 구성, 이사회 스킬 지표, 주주 참여, 이사 
약력, ESG 문제 및 리스크 관리·감독을 비롯해 강력한 
이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Zendesk의 사명은 2022년 5월 

2일에 SEC에 제출된, 2021년 12월 31일 연례 마감 회계 
연도의 10-K 수정본 1호(2021 Form 10-K/A) 또는 2022년 

7월 11일 SEC에 제출된 2022년 연례 주주 총회 
위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endesk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당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지배 구조 정책과 
관행을 통해 사려 깊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과 당사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엄격한 책임성이 뒷받침된 
우수한 기업 지배 구조야말로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수한 기업 지배 구조란 새롭고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조직, 사려 깊고 정보에 입각한 
경영진 보상 프로그램, 공식적인 ESG 
감독, 윤리적인 행동 장려, 글로벌 
규정 준수의 무결성 및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https://www.zendesk.kr/company/management-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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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10년 10년 이상

1

36

56~60세

연령

60세 이상

1

4
5

인종/민족 다양성

응답 거부 백인

1

1

2

6

이사회 한눈에 보기1

성별 다양성

남성

2

8

12022년 7월 6일 기준

여성 흑인 아시아인

0~3년 40~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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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성장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020년에 당사는 임명/기업 지배 구조 위원회(NCG Committee) 헌장에 ESG 관리·감독을 공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2021년 초에는 다양한 핵심 직무를 맡은 임원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사적으로 ESG 관련 이니셔티브를 
감독하고 지원했습니다. 경영진은 1년에 4회 이상 NCG 위원회에 ESG 관련 업데이트를 전달하고 NCG 위원회는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SG 관련 분석은 연례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서 투자자 지배 구조 및 관리 팀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ESG에 대한 당사의 견해와 
관련하여 이 같은 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Zendesk의 ESG 관리·감독

당사는 ESG 위원회의 감독하에 ESG 관련 문제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 존엄성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관행과 정책에 대한 당사의 약속을 기술한 인권 정책 시행
●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한 당사의 약속을 기술한 환경 정책을 조직 안팎에서 개시
● 당사 운영과 공급망이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기술한 영국 현대 노예법 성명서 발표
●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외부 웹사이트에서 이를 강조
● 전 세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약속을 위한 지배 구조, 책임, 체계를 세우기 위한 다양성 위원회 설립
● 지속 가능성 위원회 설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 약속과 목표에 대한 지배 구조, 책임성, 지침을 수립

관리

•기업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과  관련된  완화 조치의  구현과  실행을  관리

•정기 경영 공시 위원회  회의에서  재무보고  및 사내 통제 관련 리스크를  관리·감독

•강력한  법적 기능에  의해 지원되는  강력한  내외부  감사 과정을  유지 및 관리

감사 위원회
•내부 감사 책임자와  법무 책임자가  
담당하는  기업 리스크  평가 과정을  
관리·감독

•재무 보고, 내부 통제, 법률 문제, 부정 
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감독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의  분기별  
업데이트를  포함해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감독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분기별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감독

보상 위원회
•임원 및 일반 직원의  보상, 채용, 근속 
유지와  관련된  리스크와  정책을  
관리·감독

•광범위한  보상 철학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감독

•보상 규제 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업데이트  받고 관리·감독

임명/기업 지배 구조 위원회
•새 이사 영입을  비롯해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을  관리·감독

•기업 지배 구조 정책 및 관행을  
관리·감독

•  이사회와  위원회의  연례 평가를  
관리·감독

• ESG 정책, 프로그램 , ESG 공개를  
관리·감독

이사회

•기업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과  관련된  완화 조치의  구현과  실행을  관리

•해당 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관리 업데이트와  적어도  매년 기업 리스크  평가를  검토



온보딩에서부터 각 직원이 윤리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행동과 정직이 번창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행동 및 
윤리 강령('행동 강령')에서 이사, 임원, 직원, 파견 
근로자는 물론 자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직원, 파견 
근로자에게 "귀하는 Zendesk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당사의 행동 강령은 윤리적 행동,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뇌물과 부패 금지, 국제법 및 규정 준수에 대해 다루고,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익명 내부 고발자 
핫라인을 제공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이를 검토해야 하며, 직원은 괴롭힘 방지, 내부자 거래 및 
기타 기업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감사 위원회는 진행 중인 주요 내부 조사에 대해 분기별 
최신 현황을 받고, 누구나 익명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개 정책을 유지하고 감사 위원장이 이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또한 NCG 위원회에서 적어도 매년 검토하는 
법규 준수 환경을 촉진하는 기업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NCG 위원회에서 적어도 매년 
검토하는 법규 준수 환경을 촉진하는 기업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오류의 경우 환수 
정책, 주주와 이사, 사무소 간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주식 소유 지침, 반부패 및 수출 통제 정책, 직원이 
형평성을 증진할 기회를 찾도록 장려하는 글로벌 형평성 
정책 및 Zendesk와 거래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는 공급업체 행동 강령 등이 있습니다.

노동 기준 및 인권: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사업 행위에 
대한 당사의 약속에 따라, 당사는 UN 인권 선언에 명시된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의 근절을 지지합니다. 당사의 
행동 강령은 이사, 임원, 직원 또는 컨설턴트의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도 직장에서 인권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당사의 
약속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당사의 인권 정책을 인정하고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고용 관행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회사 기부, 제품 등을 통해 
존엄성, 포용성,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는 사명에 부합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윤리 · 규정 준수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19/Code-of-Business-Conduct-Ethics-D3.pdf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19/Code-of-Business-Conduct-Ethics-D3.pdf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corp%20gov/2019/ZEN-Audit-Committee-Complaint-Procedures-(July-2019).pdf
https://www.zendesk.com/company/procurement-suppliers/code-of-conduct/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21/12/Zendesk_Human_Rights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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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신뢰가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료, 금융 서비스, 정부, 기술 등 다양한 업계의 
고객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실제로 111,000개 
이상의 고객 로고가 Zendesk를 믿고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감독하에 당사는 업계가 
인정하는 일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기 위해 성공 사례와 업계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Zendesk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해 전담 CISO(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관할 팀은 정보 보안 전략, 정책, 표준, 
아키텍처,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식별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황 보고를 받고, 
CISO가 감사 위원회에 보내는 분기별 검토를 통해 
위험 완화 프로세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 위원회는 
이러한 위험과 검토 내용을 전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CISO와 정보 보안팀은 내부 
감사팀와 협력하여 정보 기술 관련 위험을 검토하고 
전체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최소 2년마다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성숙도 평가를 수행합니다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기반). 이 외에도, 
당사는 특정 사이버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정책을 유지합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

"Zendesk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 데이터의 보안과 무결성이 고객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Zendesk는 데이터 보안,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을 통해 고객과 탄탄한 신뢰를 
쌓고 유지합니다."

Shanti Ariker
Zendesk 수석 부사장 , 법무 책임자  겸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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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인증:SOC 2 Type II, ISO 27001:2013, ISO 27018:2014 
인증 및 LI-SaaS(Low Impact Software-as-a-Service)로 FedRAMP 인증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당사는 글로벌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팀은 법무, 보안, 제품, 인사, 
조달, 경영진을 비롯한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육성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환경에서 Zendesk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고객에게 Zendesk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는 단일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Zendesk Trust Center를 
출시했습니다. Zendesk는 Zendesk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 대해 EU 
데이터 보호 당국의 EU 데이터 전송의 '황금 기준'으로 알려진 
BCR(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승인을 받은 최초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고객 서비스 데이터 공개: Zendesk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타사의 
영향을 평가하고 보안 관행과 절차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권를 
유지 및 관리합니다. 당사의 정책은 정부 데이터 요청 정책 및 당사 
투명성 보고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 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객 서비스 데이터를 타사에 공개합니다.

데이터 호스팅 지역: 데이터 센터 위치 배포 관련 서비스('데이터 
센터 위치 추가 기능')를 구매하는 고객은 당사의 지역 데이터 호스팅 
정책에 따라, 사용 가능한 Zendesk 지역 옵션 중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관리: Zendesk는 로그인 알림 경고 및 2단계 인증과 같은 
고급 액세스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며, 타사 앱이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며, 안전한 데이터 저장 공간 및 
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Zendesk 서비스를 제공, 유지 관리, 개선하는 
용도 또는 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고객 서비스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뢰: 당사는 고객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안 보호 및 제어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당사가 높은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은 타사 독립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Trust Cente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특정 지배 구조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의 투자자 
관계 사이트와 최근 주주총회 위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endesk는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설계, 개발, 운영하는 모든 
단계에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안 기능 
구현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타사의 엄격한 감사를 
거칩니다."

“
Maarten Van Horenbeeck
수석부사장 ,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겸 
최고 신뢰 책임자
Zendesk

https://www.zendesk.kr/trust-center/
https://www.zendesk.kr/trust-center/#privacy
https://www.zendesk.kr/company/privacy-and-data-protection/#transparency-report
https://www.zendesk.com/trust-center/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corporate-governance/governance-documents/default.aspx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corporate-governance/governance-documents/default.aspx
https://d18rn0p25nwr6d.cloudfront.net/CIK-0001463172/5703bb14-8b4a-411a-aac8-43177f0959f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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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회적 영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직원은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배우고 
자원봉사와 옹호 활동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서로는 
물론 Zendesk 조직 전체와 더욱 더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중심적 연결을 육성하는 것은 당사가 비즈니스 
성장과 동시에 강력한 기업 문화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Zendesk Foundation과 그 사회적 영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2021년은 과도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Covid-19 
팬데믹은 계속해서 일상생활과 자원봉사의 기회를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당사는 2021년에 특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네 가지 가치, 즉 정신 건강, 식량 불안, 
기후 변화, 디지털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과 자선 
기부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시간 기부 (자원봉사, 옹호, 학습 활동)

Zendesk는 Covid-19 팬데믹과 새로운 원격 근무 환경 
속에서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 자원봉사로 
전환했습니다. 2021년, 당사의 직원은 사회적 영향 
프로그램을 통해 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과 구직자를 위한 멘토링, 인사말 카드 만들기, 
교육·옹호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직원이 2021년 사회적 영향 
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

섹션 4

사회적 영향 
및 철학

6,000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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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의 영향: 식량 불안

2020년 세계 인구의 9.9% 가량이 식량 부족으로 야기된 
기아에 시달리면서 식량 불안은 지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Covid-19는 이를 
악화시켰습니다.1

2021년 당사의 사회적 영향 프로그램은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직원이 웨비나와 독서 클럽에 참여하여 
Covid-19가 기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심화되고 
있는 세계 식량 불안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주제에 대해 배우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Zendesk Foundation은 이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세계 식량 계획 및 월트 센트럴 키친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에서 기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는 소규모 지역 비영리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당사가 사무소를 운영하는 각 지역의 비영리 
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초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식량 불안을 퇴치하는 
조직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식량 문제가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Megan Trotter
Zendesk 사회적  영향 담당 부사장

1https://www.who.int/news/item/12-07-2021-un-report-pandemic-year-
marked-by-spike-in-world-hunger

전 세계의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보조금

Zendesk Foundation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아 퇴치 비영리 단체

식품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Zendesk 제품과 
전문지식을 무료로 제공받은 Tech for 
Good 파트너 단체

$1,480,081

19

9

Zendesk Foundation
$250,000 
- 세계 식량 계획에 기부

$500,000 
- 월드 센트럴 키친에 기부

$532,581 
- 국제 구조 위원회에 기부

$197,500 
- 지역 사회 비영리 단체에 기부



2021년 Zendesk 글로벌 영향 보고서 15

Zendesk의 영향: 디지털 
형평성

지난 2021년, Zendesk는 Team4Tech와 손을 잡고 당사 
직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비영리 단체 두 곳에 운영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기술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 한 단체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또 다른 단체에는 후원 기업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추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단체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프레임워크를 통해 단체가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고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협업하는 기회도 좋았고,
창조적인 사고가 샘솟는 경험이었어요.”

“ 
Yvo Chavez
Zendesk 제품 · 플랫폼  리드

“Team4Tech와 함께 일하면서 저도 더 많은 
선행을 배풀고 싶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시간과 기술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회사에 감사하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해요.”

“
Étienne Cantin
Zendesk 기술 아키텍트

지역 사회를 위한 따스한 손길
Civic Bridge는 민간 기업의 직장인과 도시의 주요 문제를 
연결하여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의 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촉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OCA (계약 행정국)는 샌프란시스코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조달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시의 복잡한 규정 준수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들은 정부 계약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OCA는 이 프로세스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소규모 업체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하고 보다 간소화된 
계약 처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Zendesk 자원봉사 팀은 불과 16주 만에 설문 조사를 
시작하여 업체가 경험한 계약 및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 
대한 소중한 인사이트가 담긴 100개 이상의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를 위한 통합형 리소스인 '원스톱샵'을 
만들기 위한 권장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이 권장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는 디자인 스킬을 활용하여 개선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 맵을 개발하고, 
시당국과의 하청 계약에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웹사이트 디자인을 도안했습니다.“Zendesk의 선행 철학이 제대로 담긴 작업이었습니다.” 
–Zendesk 자원봉사자

https://team4tech.org/


2021년, Zendesk Foundation은 
Zendesk이 네 가지 가치를 지원하는 
전 세계 및 지역 사회 비영리 단체에 
37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Zendesk Foundation이 2021년에 지급한 총 기부액

$3,782,110

2020

$3,332,000

2019

$1,322,000

2018

$1,029,200

GlobalGiving 플랫폼을 통해 
337,544달러가 추가로 직원에게 
할당되었고, 기금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인도 여학생, 산호초 복원, 
Covid-19 구호를 망라해 폭넓은 
수혜자와 활동에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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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006
2021년 총 기부액

17

첨단 기술 및 전문 지식 기부

Zendesk의 Tech for Good 프로그램은 긴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단체에 
소프트웨어와 전문 지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파트너 단체는 Zendesk CX 도구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1년, Tech for Good는 비영리 단체 82곳에 340만 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와 142,000 달러 
상당의 전문 서비스를 기부했습니다. Zendesk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10개국에 있는 난민을 위한 
지식 허브에 힘을 실어주고, 개인 기부자가 빈곤에 처한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감자가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003,967
2019년 총 기부액

$3,063,391
2020년 총 기부액

82
지원한 비영리 단체 수

$340만
기부한 소프트웨어

2,793
기부한 Zendesk 계정 

수

990,000회
지식창고  조회수

35,000건
해결된 티켓

$142,000
기부한 전문 서비스

가치

500,000명
Zendesk의 지원을 받은 
비영리 단체 수혜자

2021년
영향¹

1 특정 숫자는  반올림한  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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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Miliband
사장 · CEO
국제 구조 위원회

“IRC와 Zendesk의 지속적인 협력은 IRC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최고의 가치로,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획기적인 혁신 사고가 

만난 시너지입니다 . Zendesk의 지원 덕분에 분쟁 

지역에서 탈출한 난민에게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구인 Signpost 프로그램을  최근 

아프가니스탄  위기를 비롯한 여러 긴급 대응 활동으로 크게 

확장했습니다 . Zendesk와 계속 협력하여 고객을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과  서비스를 고안하고 민간 부문과 

기술 솔루션 기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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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Work는 뉴욕의 유색 인종 저소득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무료 진로 교육, 코칭, 취업 알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KindWork는 Zendesk 제품을 사용하여 참가자에게 CX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학생은 Zendesk 
라이선스를 무료로 사용하여 Zendesk 전체 제품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보러가기

사진 출처:KindWork

"뉴욕 일대의 모든 고객 지원 업무를 
살펴보면 최소 50%~75%가 'Zendesk 
기술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Zendesk 플랫폼을 가르치고 있어요. 
Zendesk를 사용할 줄 알고 이력서에 올릴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에요."

“
Jeanine Mendez
KindWork 공동 설립자

북미

KindWork + 
Zendesk: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CX 교육

 

91% 수료한 참가자

 

50+ 고용주 파트너십

 

250 직업 교육 시간

https://www.zendesk.com/blog/kindwork-trains-students-into-tech-jobs-with-zendesk/
https://helpers.zendesk.com/techforgood/kin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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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y: water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그 일환으로  모든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크로와  사용자 태그를 포함한 Zendesk 
도구를 든든하게  갖춘 charity: water의 고객 
경험 팀은 조직을 지원하는  개인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빠르고 정확하며  조직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

"고객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Zendesk가 이를 가능하게 해 줘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Kaitlyn Jankowski
charity:water 지원 경험 매니저

유럽·중동·아프리카

charity: water + Zendesk: 
전 세계 지역 사회에 깨끗한 
물을 공급

  
97%
고객 만족도

 
2010년 11월
Zendesk 개시일

15,000명 이상
지원한 고객 수

https://support.charitywater.org/hc/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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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Ecosystem Restoration Camp)는 전 세계의 황폐한 자연 
환경을 복원하여 빈곤, 기후 변화, 동식물 멸종, 사막화를 막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ERC의 소규모 글로벌 팀은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케이프타운 
등 전 세계 곳곳에 상주하고,복구 캠프를 준비하고 Google Docs, 
Slack, Zoom 및 WhatsApp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재단의 
많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ERC는 Zendesk를 사용하여 모든 홍보 활동을 준비하고 현재 
중요한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캠프 참가자 및 카운슬러가 
조직과 함께 수집한 모든 귀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블로그 게시물 읽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식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전 세계의 다른 생태계에 있는 대상에게 전달하는 데 틈이 
있었습니다. Zendesk는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며, 우리 단체가 전 세계와 지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점을 연결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어 줍니다.”

Cath Richee
ERC 마케팅  및 홍보 담당

글로벌/유럽·중동·아프리카

ERC + Zendesk: 고갈된 
생태계를 지식과 연결하여 새 
생명을 부여

“
130+
만들어진 지식창고 문서

1,000+
지식창고 조회수

https://ecosystemrestoration.zendesk.com/hc/en-gb
https://www.zendesk.com/blog/ecosystem-restoration-camps-and-ze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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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영향

Zendesk의 전략과 사명
2021년, Zendesk는 지속 가능성 여정의 3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여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Zendesk의 환경 노력에 대한 직원, 고객, 
투자자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사는 환경 영향 전략을 더욱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측정: 당사는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진행 상황과 측정 기준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감축: 당사는 배기가스, 물 사용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제거: 당사가 배기가스를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고 저장하기 위해 
탄소 상쇄와 고품질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할 것입니다.

연간 직원 관심도 증가

연간 고객 문의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가

222021년 Zendesk 글로벌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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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와 
전략에 대한 지배 구조, 책임성,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

당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계획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결과, 
이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당사는 지역 사무소에 현지 전력 회사에서 
공급하는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현지 전력공급 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없는 
사무소에는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구입하여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4

당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가장 깨끗한 전력 그리드에서 
운영하는 지역을 분석하고, 2021년에 
해당 특정 지역에 새로운 클라우드 
용량을 추가했습니다.

5

당사는 탄소 상쇄에 의존하는 대신 수준 
높은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하는 일부 기술 
업체와 협력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한 Zendesk 여정에 
있어 괄목할 만한 새로운 발전입니다.

6

당사는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한 
사명을 요약한 첫 번째 환경 정책을 
출간했습니다.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21/12/Zendesk_Environmental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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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배기가스 배출:
●당사는 2021년에 전 세계에서 사무소 13곳을 
임대했습니다. 그 중 네 곳은 현지 전력 회사의 100% 재생 
에너지 플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무소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고품질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를 구입했습니다.

공급망 배기가스 배출:
●당사는 2021년에 지속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문안을 
추가해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개정하여, 최대 규모 
공급업체와 협력해 Scope 3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다 
정확하게 보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략의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클라우드 배기가스 배출:
●당사는 최대 규모 클라우드 호스팅 공급업체와 함께 
탄소 감축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고품질 영구 탄소 
제거·저장을 통해 호스팅 운영으로 인한 예상 배출을 
중립화할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목표에 수반된 복잡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배기가스 배출

당사는 2021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해 Watershed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사 배출량 측정에 대한 
Waternal의 심도 있는 인사이트 덕분에, 향후 연간 진행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 기준선의 일부를 
재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2021년 배기가스 배출¹
기간 중 총 배출량
월별 tCO2

카테고리별 총 배출량

48,000
tCO2e

1 표시된  숫자는  반올림한  값입니다 .

https://zendesksupplier.zendesk.com/hc/en-us/articles/360043792494-Supplier-Code-of-Conduct
https://watersh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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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기업이 탄소 
제거 기술을 지지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

CarbonCure: 건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Zendesk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의 동기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거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 당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첨단기술을 의미 있는 
규모로 확장하는데 일조하고자 고품질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당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네 곳의 
업체입니다.

캘리포니아  모데스토  인근 탄수화물  배양소에서  폐기 농작물을  
바이오차로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형 열분해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

Charm Industrial: 폐기 농작물을 수거해 바이오 
오일로 바꾸고 땅 속에 영구 재투입합니다.

Carbo Culture: 식물의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인 탄소로 전환시켜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Climeworks는 직접 공기 포획 기술을 이용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땅 속에 
저장합니다.

당사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나가는 촉매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당사 커뮤니티의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탄소 제거 기술을 조기에 
지원하여 파리 협정의 요구에 맞춰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는 당사 직원 및 첨단 
대기업 고객사와 이 여정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다 같이 힘을 모아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여행/출장, 기술, 기후 변화의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2021년, 당사는 회의와 행사를 위해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도입하여 고객 및 직원 간 소통/연결 방식을 개편했으며, 
글로벌 사무실 운영 및 출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carboncure.com/
https://charmindustrial.com/
https://carboculture.com/
https://climeworks.com/
https://www.carbonc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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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공사
Zendesk 부동산팀은 2021년부터 지속 가능성 컨설턴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린 오피스 프로그램' 전략과 향후 
사무소 공사/가구 조달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직원의 건강을 개선하고, 기존 탄소를 줄이며, 건축 자재와 
사무실에서 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직원, 고객, 방문객을 모두 
참여시키는 사무소 공간을 설계하는 동시에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여 LEED 및 WELL 인증의 기준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무소 관리
당사 작업 공간 경험 팀은 2021년 지속 가능성 팀과 파트너십을 맺고 각 사무소의 지속 가능성 점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수표는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15가지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작업 공간 경험 팀은 환경을 좀 더 의식하고 당사 사무소가 WELL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글루텐 
프리, 비건, 유제품 프리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사무실 재개장에 대비해 식음료 
전략을 재평가했습니다.

전자 폐기물
당사는 장비를 책임 있게 재활용하고 재판매함으로써 낙후된 IT 장비의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ISO 14001 인증 및 강력한 e-Stewards 인증(또는 해당 현지 표준) 하에 운영하기 
위한 당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글로벌 전자 제품 폐기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데이터 보안은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드라이브는 삭제되고 파괴될 뿐 아니라 파괴 증명서 또한 보관됩니다.

직원 참여 유도

Zendesk의 사회 영향 팀은 2021년 2분기에 WWF(세계야생생물기금)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 도시와 환경
● 생태계 복원
● 기후와 지역 사회

Zendesk Foundation은 지속 가능성 노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WWF에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기부했습니다.

아울러 WWF, American Forests, Ecosystem Restoration Camp 및 국제 구조 
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와 협력하여 온라인 발표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당사 직원은 
기후 변화가 도시는 물론 오지에 걸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구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WWF®, ©1986 Panda Symbol은 WWF의 소유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https://standard.wellcertified.com/features
https://www.iso.org/iso-14001-environmental-management.html


기업 문화와 가치

당사는 모든 직원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대표하는지,직원을 어떻게 돌보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와 회사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헌신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디지털 퍼스트 방식은 원격 근무 우선 기업으로 
전환하고 직장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결정에는 직원 및 직원의 
재택근무, 사무소, 또는 그외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당사는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근무하든 간에, 공정성, 포용성, 
유연성에 전념합니다.

2021년 당사가 원격 근무 우선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직원에게 힘을 실어준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한 사무소: 원격 근무 직원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 오피스 구축: 전 직원이 재택 근무 중 연결성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미래의 사무소: 동료 간 협업과 연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목적 중심의 사무소 사용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직이 성장함과 동시에 연결성을 
유지하는 당사의 역량을 뒷받침합니다. 2021년 말 기준, 
15개국에서 직원 수가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퍼스트 근무 방식과 유연한 근무제를 
채택함에 따라, 당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7

섹션 6

직원 포용성 및 
기업 문화

“Zendesk의 가치관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전 세계 직원 경험을 촉진하고,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제품에 영향을 반영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기업 본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Alex Constantinople
Zendesk 최고 마케팅  책임자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유대감을 심고, 직원, 
고객, 외부 파트너사를 비롯한 전체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옹호하여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Andee Nieto
Zendesk 최고 인사 책임자

2021년 Zendesk 글로벌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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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직원 커뮤니티)를
통한 기업 문화 구축

당사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선택하는 고용주가 되고자 합니다. Zendesk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전략은 
직원을 우선으로 삼고, 리더가 이끄는 접근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직원이 한데 모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소속감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EC는 포용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더십 팀에 포용적인 관행을 심도록 정기적으로 
조언을 전달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커뮤니티를 만들며 무엇보다도 직원에게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각 EC는 임원 한 명의 후원을 받고, 조직 전체에 걸쳐 포용성과 소속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리더십 
능력과 열정을 가진 직원이 이끌어 나갑니다.

직원 커뮤니티 살펴보기¹

동료 서클
2021년의 하이라이트는 '동료 서클'의 시작으로, 고위 
직원과의 직원 커뮤니티가 직업 개발에 관한 주제에 
대해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워라밸, 위계질서와 영향력, 협상,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이러한 
대화는 리더와 직원 모두에게 소중한 인사이트를 
가져다 줍니다.

유색 인종 서클 성소수자 서클 여성 서클 엔지니어링 
여성 서클

참전용사·예비
군 서클

유자녀 
직원·가족 
부양자 서클

다세대
서클

장애인 서클

14830+3,400명 
이상

사명지역커뮤니티리더구성원

12022년 7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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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에 대한 사명

책임성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2021년, 당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약속에 대한 지배 구조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위 리더로 구성된 Zendesk Diversity Council을 설립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성과가 높은 조직의 채용, 근속,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과 관행을 수립합니다.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직원 
대표성에 관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는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모든 직무에 대해 조치를 취하며, 
리더십 팀이 직무와 지리적 기회에 맞춰 변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사가 2021년 직원 대표성 부문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29

더 자세한  내용은  다양성·포용성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당사는  직원의  신분 표시 선택 사항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초 미국에서는  
성적 지향과  논바이너리  성별 범주가  포함되었습니다 .

성별 대표성 (회사 전체)

회사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인종/민족 구성(미국만 해당)

리더십 직책 - 이사급 이상 첨단 기술 직책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

2021

2020

39% 59%

60%37%

44%  55%

58%40%

25%  72%

75%22%

2021

2020

두 가지 이상 인종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응답 거부
해당 사항 없음

61.6% 20.1% 6.8% 5%
0.4%

3.5%
0.2%

1.8%
0.7%

64.7% 20.4% 6.1% 2.6%
0.6%

3.3%
0.2%
1.4%

0.7%

https://www.zendesk.com/diversity-inclusion/


Zendesk는 SaaS 분야, 광범위한 기술 분야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Zendesk 혼자서는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분야에서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노력에 앞장서는 단체 및 
조직과 협력했습니다. 2021년, 당사는 National 
Urban League의 2021 State of Black America 
Report를 후원,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의 
Equal@Work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직면한 장벽을 조사하는 The Asia Foundation을 
후원했습니다.

당사는 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포용적인 채용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위원회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배경의 후보자를 
모집하고 전 세계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하는 등 Zendesk 채용 관행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발전에 계속 박차를 가하기 위해, The Mom 
Project, BYP (Black Young Professionals) Network, 
Lesbians Who Tech와 같이 영향력 있는 외부 단체에 
투자했습니다.

“고객을 반영하는 인력을 구축하고,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사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ave Kim
Zendesk DEI 
담당 부사장

파트너십을 통한 
영향력 강화

302021년 Zendesk 글로벌 영향 보고서

https://nul.org/
https://nul.org/
https://soba.iamempowered.com/2021-report
https://soba.iamempowered.com/2021-report
https://www.enar-eu.org/
https://www.enar-eu.org/ENAR-s-Equal-work-Platform/
https://asiafoundation.org/publication/accelerating-womens-advancement-in-stem-emerging-lessons-on-network-strategies-and-approaches/
https://asiafoundation.org/publication/accelerating-womens-advancement-in-stem-emerging-lessons-on-network-strategies-and-approaches/
https://asiafoundation.org/
https://themomproject.com/
https://themomproject.com/
https://byp.network/
https://lesbianswhotech.org/about/


2021년 Zendesk 글로벌 영향 보고서 31

직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Zendesk의 직장 
문화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Glassdoor 선정 2022년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HRC 선정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100점

78%
의 직원이 Zendesk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응답

83%
의 직원이 Zendesk를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추천하겠다고 응답

86%
의 직원이 Zendesk가 
포용성과 공정성을 

조성하는 직장이라고 응답*

UC Berkeley’s Prestigious
2021년 평생 교육 리더상 
수상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대한 사명과  공정한  대우, 차이점  인정, 의사 결정, 심리적  안전, 소속감 , 다양성에  대한 7가지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포용성  지수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 

https://executive.berkeley.edu/thought-leadership/press-release/zendesk-lifelong-2021?utm_campaign=Thought%20Leadership&utm_content=194348873&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hss_channel=fbp-57199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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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에는 직원을 돌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 당사는 공과 
사의 모든 면에서 직원과 그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상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 직원에게 
공감을 가지고 대하고, 직원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직원을 돌보는 직장

정신 건강/
정서적 웰빙

지난 몇 년 동안 직장 내 정신 건강과 웰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정서적 
건강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다음과 같은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테라피 프로그램, 관계 상담, 중요 사건 지원
● 마음 챙김을 돕는 명상 가이드 앱
● 직원의 자아 실현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코치 

멘토링

● 치료사가 주도하는 직원 간 연결성을 도모하는 공감 
서클

재충전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잠시 휴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충전 금요일 월차: 셀프 케어와 집중력 회복을 위한 
시간

● 응급 상황, 가족 돌봄, 예방 접종을 위한 휴가 
프로그램

●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휴가 기간을 제공하는 글로벌 
육아 휴직

● 유산한 직원을 위한 휴가

가족 리소스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직원을 포용하는 직장 관행을 통해 
워라밸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워라밸을 위한 일반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 불임 치료비 후원을 통한 가족 계획 지원
● 입양, 대리모를 비롯한 가족 계획 서비스

Zendesk는 가족 관련 및 병가 시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미국 
Paid Leave for the United States (PL+US)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경제적 웰빙

당사는 경제적 안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직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도구 및 평가뿐만 아니라 금융 상담사, 
세무사 서비스 이용

● 퇴직 계획 및 유연한 지출 계좌를 통해 직원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저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paidlea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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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개발 · 교육 지원

2,666명의 직원이 2021년 Zendesk에서 100% 온라인 신입 사원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눔과 환원: 참가자는 신입 사원 온보딩 기간 중 거동이 불편한 
집으로 노인이나 Zendesk Foundation의 다른 파트너 단체를 
위해 '당신을 생각합니다' 안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은 Global Giving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25달러 기프트 카드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 
글로벌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수천 장의 환영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Allyship Toolkit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와 직장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도록 
장려했죠.
2021년에는 승진, 부서간 이직을 비롯한 사내 
이동을 통해 직원이 새 출발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진정한 성장은 경험, 리더십,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endesk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리고 경력 개발 과정 내내 직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당사는 직원이 개인적인 관심사와 야망을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온디맨드 학습 자료, 학습 지원금을 
후원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서비스 
챔피언과 함께 하세요.

23.3%
2021년 

승진한 직원

15.2%
새로운 직무로 
이전한 직원 

This is Zendesk - Zendesk는 어떤 기업이며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보여주는 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hd5LRkjGK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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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에 대한 기대

기업의 리더는 직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포부를 실현함으로써  직원의 진로 
여정을 지원합니다 . 당사의 리더십 팀은 
직원 처우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실천하고 다양성 있는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이처럼 포용성 있는 리더십 
팀은 나를 리드하라, 비즈니스를  
리드하라, 팀을 리드하라라는 기대를 
주축으로 합니다.

리더가 이런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천할 때, 그들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연결과 협업을 추진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용기 있는 Zendesk를 
만들어냅니다 .

나를 리드하라
롤모델

● 자신의 업무에 책임지기
● 의사소통은 목적있고 
명료하게

● 민첩하게 행동

Fidelma Butler
Zendesk 인재·조직 개발 
담당 부사장

“"포용성 있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원격 근무 직원을 
확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의 가치를 
보여주는 리더의 말과 행동은 지원자와 
직원에게 매일 영향을 미칩니다."

비즈니스를  리드하라
조직의 상하좌우 살피기

● 다양한 부서와 협업
● 비즈니스, 고객 및 제품 
제대로 알기

● 결과와 영향에 집중

팀을 리드하라
연결

● 소속감과 포용적 리더십 
함양

● 디지털 퍼스트근무 방식 
도입

● 리더 및 직원 모두를 
위한 경력 개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경력을 쌓으며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빠르고 긍정적인  
속도로 계속 성장할 자신이 생겼어요 . 
저의 진로와 강점, 열정,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했고,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좋은 기회로 이어질 
소중한 인맥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 Ignite 참가자

“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 수

당사 교육 플랫폼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 수

직원 경력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Nurturing Differences
(심리적 안전감 함양)

관리자를 위한 체계적인 실시간 교육

참가자 500명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gnite

조명을 받지 못한 최고 성과자를 개발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 멘토링·코칭 
프로그램

참가자 95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celerate

초성장·초변화를 이끄는데 초점을 맞춘 
중간·고위급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40명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tter Up

최고 성과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리더로서 영감을 주기 위한 1:1 코칭 
프로그램

3,200회 이상의 코칭 세션 제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lluminate

신입 또는 새로 승진한 인사 담당 리더를 
위한 Zendesk의 리더십 기본 프로그램으로, 
실용적이고 실무 적용 가능한 소프트 스킬 
개발에 주력

참가자 156명

1,000+

251,746

16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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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7

ESG (환경·사회·지배 구조) 지표
회사 2019년 회계 연도 2020년 회계 

연도
2021년 회계 
연도

GRI SASB

조직명 Zendesk, Inc. 102-1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 102-2

본사 위치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102-3

Zendesk를 운영하는 국가의 
수

16 16 15 102-4

소유권 및 법적 양식 Zendesk 10-K 102-5

회계 연도별 수익 8억 1,640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

13억 3900만 
달러

102-7

직원 수 3 3,570 4,130 5,750 102-7

CEO가 전하는 말 2페이지 102-14

보고 기간 2021면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102-50

보고 주기 연간 102-52

사회 활동 GRI SASB

자선 단체 기부(Zendesk 
Foundation)

$1,322,000 $3,331,951 $3,782,110

직원 스킬 교육 프로그램 26페이지 404-2

직원 참여1 83%2 85%2 81% TC-SI-330a.2

1 직원 참여 결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질문:(1) Zendesk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2) Zendesk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합니다 .
2 2019년/2020년 직원 참여 메트릭은  전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3 숫자는  정규 직원만을  반영하고  기간제  직원과  인턴은  제외됩니다 .

https://www.zendesk.com/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sec-filings/sec-filings-details/default.aspx?FilingId=14705974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financial-reports/financial-releases/financial-releases-details/2020/Zendesk-Announces-Fourth-Quarter-and-Fiscal-Year-2019-Results/default.aspx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financial-reports/financial-releases/financial-releases-details/2021/Zendesk-Announces-Fourth-Quarter-and-Fiscal-Year-2020-Results/default.aspx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financial-reports/financial-releases/financial-releases-details/2021/Zendesk-Announces-Fourth-Quarter-and-Fiscal-Year-2020-Results/default.aspx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press-releases/press-releases-details/2022/Zendesk-Announces-Fourth-Quarter-and-Fiscal-Year-2021-Results/default.aspx#:~:text=Full%20year%202021%20revenue%20increased,over%2Dyear%20to%20%241.339%20billion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press-releases/press-releases-details/2022/Zendesk-Announces-Fourth-Quarter-and-Fiscal-Year-2021-Results/default.aspx#:~:text=Full%20year%202021%20revenue%20increased,over%2Dyear%20to%20%241.339%20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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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는 일하기 행복한 
직장4

80%3 82% 78%

Zendesk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5

85% 87% 83%

인권 정책 Zendesk 인권 정책 412-1

공급업체 행동 강령 공급업체 행동 강령 414-1

공급업체 다양성 공급업체 행동 강령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 사용자 콘텐츠 및 행동 정책 102-16

다양성 2019 2020 2021 GRI SASB

동일 임금 진단 예 예 예 405-2

성별 대표성 6

글로벌 기술 부문 7

여성

남성

20%
78%

21.8%
75.1%

24.6%
72.4%

TC-SI-330a.3

글로벌 리더십(이사급 이상)
여성

남성

35.4%
63.6%

40.3%
58.3%

43.8%
55.2%

회사 전체
여성

남성

37.1%
61.6%

37.3%
60.4%

39.0%
58.9%

3 2019년/2020년 직원 참여, Zendesk는 일하기  행복한  직장, Zendesk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 메트릭은  전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4 계산은  5점 기준에서  4점 또는 5점을 응답한  직원 수를 나타냅니다 (1 = 전혀 아님, 5 = 완전히  만족함).
5 계산은  5점 기준에서  4점 또는 5점을 응답한  직원의  수를 나타냅니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 매우 동의함).
6 누락되거나  거부한  응답의  데이터는  여기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Zendesk는 성 정체성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며 , 전체적인  성 
정체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7 Zendesk는 '기술 ' 관련 직원을  직무별로  분류합니다 .기술 관련직이란  엔지니어링 , 수학 등의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직책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2020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직무 목록을  업데이트했으며 , 2019년 기준 데이터는  이 새로운  직무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21/12/Zendesk_Human_Rights_Policy.pdf
https://zendesksupplier.zendesk.com/hc/en-us/articles/360043792494-Supplier-Code-of-Conduct
https://zendesksupplier.zendesk.com/hc/en-us/articles/360043792494-Supplier-Code-of-Conduct
https://support.zendesk.com/hc/en-us/articles/36002236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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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별 대표성 8 405-2 TC-SI-330a.3

백인 65.3% 64.7% 61.6%

아시아인 21.5% 20.4% 20.1%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5.9% 6.1% 6.8%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4% 2.6% 5.0%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 0.8% 0.6% 0.4%

두 가지 이상 인종 2.9% 3.3% 3.5%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0.1% 0.2% 0.2%

응답 거부 0.5% 1.4% 1.8%

해당 사항 없음 0.7% 0.7% 0.7%

지배 구조 2019 2020 2021 GRI SASB

기업 지배 구조 2020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1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2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102-18

이사회 지명 절차 2020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1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2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102-24

이사진 대 비상임 이사진 2020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1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2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102-22

평균 이사회 임기 2019년 보고서 
참조

2020년 보고서 
참조

8페이지 참조 102-22

독립 이사회 구성원 2020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1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2022년 
주주총회 
위임장 참조 102-22

이사회 성별·인종 다양성 2019년 보고서 
참조

2020년 보고서 
참조

8페이지 참조 102-22

ESG 문제를 관리하는 최고 
기구

없음
임명/기업 지배 
구조 위원회

임명/기업 지배 
구조 위원회 102-29

Zendesk 쿠키 정책 Zendesk 제품 쿠키 정책 TC-SI-220a.1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방침 Zendesk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TC-SI-220a.1

행동 강령 기업 행동 및 윤리 강령 102-16

8  인종 관련 데이터는  미국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수집합니다 .

https://support.zendesk.com/hc/en-us/articles/360022367393-Zendesk-In-Product-Cookie-Policy
https://www.zendesk.com/company/privacy-and-data-protection/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19/Code-of-Business-Conduct-Ethics-D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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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 출처 9 2019
tCO₂e

2020
tCO₂e

2021
tCO₂e

GRI SASB

Scope 1 배기가스 배출 305-1

사무소 270

Scope 2 배기가스 배출 (시장별) 305-2

사무소 0

Scope 3 배기가스 배출 305-3

재화·서비스 19,000

클라우드 13,000

마케팅 9,000

사무소 4,000

직원 2,000

여행/출장 353

총 배기가스 배출량 (시장별) 48,000

9 당사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 시 GGPCS(온실가스  규약 기업 표준)을 준수합니다 . 당사는  탄소 회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데이터나  더 나은 품질의  데이터가  입수되면 , 그에 따라 당사의  탄소 풋프린트  방법론을  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 2019년, 2020년 배기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글로벌  영향 보고서와 2020년 글로벌  영향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 1,000 tCO2e보다 높은 2021년 배기가스  배출량은  가장 가까운  천단위로  
반올림됩니다 .

2019년 회계 
연도

2020년 
회계 연도

2021년 회계 
연도

GRI SASB

환경 목표와 실천

사무소 에너지 목표 18페이지

환경 정책 Zendesk 환경 정책

사무소 전력 소비량 (GWh) 5.7 4.0 3.2 GRI 302-1 TC-SI-130
a.1

재생 에너지 (%) - 임대 사무소10 43% 100% 100% GRI 302-4 TC-SI-130
a.1

탄소 제거·회피 크레딧 (tCo2e) 4,340 10,510 11,965

10  현지 전력 공급업체로부터  100% 재생 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해 구입한  EAC(에너지  속성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

https://d26a57ydsghvgx.cloudfront.net/content/resources/Zendesk%20Global%20Impact%20Report%202019_r6.2.pdf
https://d1eipm3vz40hy0.cloudfront.net/images/AMER/Zendesk_Global_Impact_Report_2020.pdf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21/12/Zendesk_Environmental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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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일반 공시 및 정보

● 투자자 관계

● 2020년 10-K 및 주주총회 위임장

● Zendesk 2020년 4분기 주주 서한

사회적 영향

● 사회적 영향 웹사이트

직원 · 기업 문화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웹사이트

● Zendesk 글로벌 사무소 정보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 기업 행동 및 윤리 강령

● 공급업체 행동 강령

● 사용자 콘텐츠 및 행동 정책

https://investor.zendesk.com/ir-home/default.aspx
http://d18rn0p25nwr6d.cloudfront.net/CIK-0001463172/995a9058-9903-4bf8-baca-fcb62e2de1cb.pdf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financials/2020/q4/Q4-2020-Shareholder-Letter.pdf
https://www.zendesk.kr/social-impact/
https://www.zendesk.kr/diversity-inclusion/
https://www.zendesk.kr/contact/
https://www.zendesk.kr/company/privacy-and-data-protection/
https://s2.q4cdn.com/278771905/files/doc_downloads/2019/Code-of-Business-Conduct-Ethics-D3.pdf
https://zendesksupplier.zendesk.com/hc/en-us/articles/360043792494-Supplier-Code-of-Conduct
https://support.zendesk.com/hc/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