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c Lkawa
SVP, 고객 관리 및 성공
Lkawa는 지난 25년 동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해왔으며 포춘 선정
500대 기술 산업 리더 및 고성장 스타트업 기술 회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탁월한 경영
리더십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고객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마
케팅 및 전략, 순환적 매출을 일으키는 판매 및 실무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
다.
Lkawa는 Rimini Street의 글로벌 고객 서비스 및 Rimini Street 고객 프로그램 책임자
로서 Rimini Street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책임진 그
는 고객이 온보딩에서 완벽한 경험을 얻도록 고객관리 업무와 고객유치 업무를 총괄하
고 있습니다.
Lkawa는 Oracle Corporation에서 근무하다가 Rimini Street에 입사하였으며 최근까
지 Oracle에서 글로벌 지원 서비스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 1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Oracle 지원 사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그
녀는 Oracle에서 마케팅 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GTM(Go-to-Market) 전략, 제품 마케
팅, 잠재고객 발굴(Lead Generation),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현장 마케팅, Oracl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위한 전 세계적 영업 지원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또한,
Oracle 제품 릴리스 지원 정책을 고안했으며 글로벌 지원 가격결정 모델을 만드는 데 참
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PeopleSoft의 글로벌 서비스 마케팅 책임자로서 GTM 전략과 실무를 이끌면
서 13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도왔습니다. PeopleSoft 재직 기간 동안 포춘 선정
500대 다수 기업들과 함께 일했으며 고객 서비스, 지원 운영 및 서비스 마케팅 업무 등
여러 고위 임원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한, 수많은 업체가 구매하고 연간 3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PeopleSoft 최고급 및 플래티넘 지원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런칭할 때
총괄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Lkawa는 EDS(현 Hewlett Packard)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ERP 패키지 구현과 업그
레이드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공익사업, 소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위
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Lkawa는 CMA(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국제공인관리회계사)입니다. 그녀
는 노스다코타대학교(Univerit of North Dakota)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t
Univerit)의 Cox School of Buine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2005년~2010년에 IT Service Marketing Aociation(ITSMA)의 이사회 멤
버로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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