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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을 위한 NC의 노력과 다짐을 
Playbook(전술집) 콘셉트으로 정해 지도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Interactive 사용자 가이드

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 및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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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ge W
NC가 리니지의 정통성을 계승해 월드와이드 콘셉트로 개발한 글로벌 신작

(2021년 11월 출시)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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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두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미래,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세상이 감동으로 가득 할 때까지 
NC는 끊임없이 꿈꾸며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Who We Are

GLOBAL NETWORK

회사명
설립일
업종
대표이사
임직원 수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1997년 3월 11일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김택진
4,627명(2021년 말, 별도기준)

COMPANY OVERVIEW

위치

미국 / 워싱턴
일본 / 도쿄
대만 / 타이페이
베트남 / 호치민
영국 / 브라이턴

해외법인명

NC WEST HOLDINGS1)

NC JAPAN KK
NC TAIWAN CO., LTD
NC VIETNAM VISUAL STUDIO CO., LTD
NC EUROPE, LTD

설립일

2012. 12
2001. 09
2003. 08
2020. 01
2004. 07

인원

390
175
101
138
9

주요역할

게임 PUBLISHING / DEVELOPMENT
게임 PUBLISHING / DEVELOPMENT
게임 PUBLISHING / DEVELOPMENT
ART OUTSOURCING
게임 PUBLISHING

CORE VALUE

INTEGRITY PASSION
NEVER-
ENDING

CHALLENGE

퀄리티를 향한 
진정성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열정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1) NC Interactive (2000년 6월 설립), ArenaNet, LLC. (2002년 12월 인수), NC West Holdings (2012년 12월 설립_지주회사)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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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리 (DOGURI)

유니버스 (UNIVERSE)

PC•콘솔 게임 문화 콘텐츠

블레이드 & 소울

(Blade & Soul)

퓨져 (FUSER)
리니지 (Lineage)

리니지2 (Lineage 2)

길드워2 
(Guild Wars 2)

아이온 (AION)

모바일 게임•서비스

퍼플 (PURPLE)

리니지W (Lineage W)

트릭스터M 

(TRICKSTER M)

블레이드 & 소울 2 

(Blade & Soul 2)

리니지M(Lineage M)

리니지2M 

(Lineage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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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개발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NC는 리니지 시리즈, 아이온, 블레이드 & 소울,
길드워 시리즈 등을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What We Create

http://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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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는 ‘PUSH, PLAY 뛰어넘다. 상상하다.’라는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더 나은 즐거움, 기술, 미래를 위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한해 다양한 IP출시, 기술 개발, ESG경영 도입 등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NC의 글로벌 도전

1) 영역별 등급: 환경(E) B+, 사회(S) A, 지배구조(G) A / 평가 년도: 2021년
2) MSCI ACWI Media & Entertainment Index / 평가 일자: 2021. 11. 26
3) Software & Services Industry / 평가 일자: 2022. 03. 04

2021. 01
도구리

2021. 03
리니지2M 대만

2021. 04
프로야구H3

2021. 05
트릭스터M

글로벌 유저를 향한 도전
NC는 2021년 리니지W 등 글로벌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IP를 출시하며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2년 역시 글로벌 게임 회사로의 
확고한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을 향한 도전
NC는 2021년 NC만의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AI 및 선행기술 연구결과에 대해 
국제학회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22년에도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향한 도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ESG 경영을 향한 도전
NC는 2021년 국내 게임사 최초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로부터 

국내 게임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2022년에도 NC만의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 08
블레이드 & 소울 2

2021. 11
리니지W 2022. 02

길드워 2 엔드 
오브 드래곤즈

2021. 07
국내 게임사 최초의 
웹 브라우저 기반 

‘웹스트리밍 플레이’ 
서비스 오픈 

2021. 09
2021 Interspeech 

국제학회에 
음성합성 기술 관련 

논문 4편 게재

2022. 01
세계 최초의 

강화학습 AI 기반의 
Group PVP AI 

기술 개발 

2022. 04
엔씨-고려대, 

AI 대화 데이터셋 
‘FoCus Dataset’ 글로벌 공개 

2021. 04
게임사 최초 실시간 
AI번역 엔진 ‘NCMT

(NC Machine Translation)’ 
개발 

2021. 03
ESG경영위원회 

신설

2021. 08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2021. 10 1)

2022. 03 3)

Low Risk

2021. 11 2)

2021. 03
유니버스 

다운 500만 돌파

http://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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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FOR 
A BETTER FUTURE 

TL(Throne and Liberty)
NC가 PC·콘솔 타이틀로 개발 중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신작

(2022년 하반기 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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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엔씨소프트는 ‘올바른 목표와 진정성 있는 실천’을 모토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3월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ESG경영위원회와 관련 조직을 신설했고, 
8월에는 ESG경영 성과와 실천 의지를 담은 ‘NCSOFT ESG PLAYBOOK 2020’을 발간하였습니다.
ESG경영이라는 엔씨소프트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은 국내외 ESG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 게임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등급을 획득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엔씨소프트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는 많은 개선과제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엔씨소프트는 외부 고객과 내부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소통활동을 확대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전략공유회를 신설해 회사의 방향성과 경영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는 ‘올바른 즐거움’, ‘디지털 책임’, ‘사회 질적 도약’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관련 노력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엔씨소프트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두가 ‘올바른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콘텐츠 내 혐오와 차별을 줄이고 보다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즐기고, 기술 개발에 있어 윤리적 고려가 간과되지 
않도록 ‘디지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환경 영향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질적 도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엔씨소프트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의지와 다짐이 잘 이행되는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올바른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함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향한 엔씨소프트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윤 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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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위원장 메시지

안녕하세요. 
엔씨소프트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윤송이입니다. 

엔씨소프트에 항상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고객, 파트너,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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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책임

To NC Technology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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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

고
객

소
통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다
양

성
 및

 
포

용
성 지

역
사

회
미

래세
대

친환경경영

ESG경영위원회

실무 조직: ESG경영실

CHRO
(최고인사
책임자)

CFO
(최고재무
책임자)

CLO
(최고법률
책임자)

위원장 
CSO

(최고전략책임자)

윤리경영지배구조구성원 케어

NC는 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를 위한 NC만의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규정하고, ESG경영위원회 및 실무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NC ESG경영 Value

http://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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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즐거움
콘텐츠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NC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두가 ‘올바른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드워2 엔드 오브 드래곤즈(Guild Wars 2 - End of Dragons)
NC의 북미 개발 스튜디오 아레나넷(ArenaNet)이 개발한 PC온라인 MMORPG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세 번째 확장팩 (2022년 2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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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모든 유저에게 
공감 받는 편견 없는 
콘텐츠 제작

콘텐츠 내 커뮤니케이션 상 
혐오 및 차별 예방

콘텐츠 내 다양성 제고

다양성 및 포용성 선행 연구

고객소통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즐거움의 
가치 공유

고객 소통 
방식의 변화, 
‘Shift Left1)’

고객과의 
소통 접점 
확대

올바른 즐거움 
in NC Content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1) 개발 초기부터 유저와 소통하는 NC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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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모두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세상

NC 다양성 및 포용성 프레임워크 (NC Diversity/Inclusion Framework)

‘다양성 및 포용성’은 올바른 즐거움을 만들기 위한 NC만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입니다. 
콘텐츠 및 서비스 내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문화적/표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모두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세상

미션

모든 유저에게 공감 받는 편견 없는 콘텐츠

비전

전략 방향

콘텐츠 내 다양성 제고 다양성 및 포용성 
선행 연구

콘텐츠 내 커뮤니케이션 상 
혐오 및 차별 예방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http://www.ncsoft.com


ESG경영위원장 메시지

NC ESG경영 Value

 Chapter 01   올바른 즐거움

다양성 및 포용성

고객소통

 Chapter 02   디지털 책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AI윤리

 Chapter 03   사회 질적 도약

친환경경영

미래세대

지역사회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NCSOFT ESG PLAYBOOK 2021

13

다양성 및 포용성

콘텐츠 내 
커뮤니케이션 상  
혐오 및 차별 예방

NC는 콘텐츠 유저들에게 포용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별로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혐오, 차별 등 
비윤리적 표현의 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내 ‘비윤리적 표현’ 정의 및 기술적 대응 방안 도입

NC는 콘텐츠 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다 유저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윤리적 표현’을 혐오 및 차별 표현(discrimination), 
편향된 가치판단이 들어간 표현(bias), 무례한 언사(rudeness), 불법 및 불건전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illegality), 성적 희롱(sexual harassment) 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내에 사용자가 발화하거나 AI가 생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별로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영역별 기술적 대응

* �비윤리적 표현: 혐오 표현만이 아닌 AI가 인간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무분별한 요구, 선동 등으로 확장한 개념

ㅣ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추천질문

NC의 장타율은 얼마니?
NC는 도루를 많이 기록하는 팀이니?

인기질문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한 팀은 
어느 팀이니? 

COMMUNICATION AI

PAIGE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영역 대응 방안

사용자 발화 챗봇 (Paige Talk) ・혐오표현 인식기술로 인지된 사용자 발화에 대하여 대응

스팸 필터링/마스킹 ・불법/불건전 발화 인식 기술 개발
・노출 방지/제재 스팸 필터링/마스킹 기술 개발
・리니지2M, 리니지2M_NR,  트릭스터M, 블레이드 & 소울 2, 리니지W 적용 완료
・실시간 라이브 대응을 위한 운영자 도구 개발 및 적용
・한국어 외 13개국어 스팸 필터링 기술 개발

AI 문장 생성 챗봇 대화 응답 생성 ・�욕설을 포함한 차별 발언 방지를 넘어서 사용자가 무례함을 느끼지 않도록 발화 생성을 제어하는 확장된 개념의 혐오 
및 편향 생성 방지 기술 개발

・Paige 2022 내 혐오 및 편향 생성 방지 기술 적용 예정

기계 번역 ・기계 번역이 적용된 모든 게임에 혐오/정치/비하 표현 번역 원칙 적용
・국가 간 이슈가 되는 용어 사전 발굴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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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콘텐츠 내  
다양성 제고

NC는 글로벌 출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컬처라이제이션

NC는 당사의 콘텐츠와 서비스가 혐오 및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컬처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컬처라이제이션(Culturalization)이란?
세계 각국의 표면적 다양성(성별, 연령, 인종, 신체적 장애 등)과 문화적 
다양성(언어, 의상, 전통, 도덕 관념 등)을 이해하여, 자연스레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리뷰하는 활동입니다.

컬처라이제이션 활동
글로벌 게임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문화적 이슈 필터링은 물론, 언어 현지화, 스토리 
설정, 캐릭터 묘사 및 연출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 요소의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유저에게 최선의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올바른 즐거움을 담는 컬처라이제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QA(Quality Assurance) 검수 활동

NC는 국가별로 언어적 및 문화적 금기, 법률적 규정 준수, 도덕적 및 
윤리적 가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양성 및 포용성 
관점에서 개발되었는지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검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시사/인문학적 교육 및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다양성 및 포용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윤리 
요소 체크리스트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콘텐츠 QA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기반 리뷰 국가별/산업 동향 파악

이슈 인지 및 분석

유관조직 협의 및 콘텐츠 수정

프로젝트 별 추가 점검

게임론칭 시 수시

분야 주요 내용

게임 출시 전 ・게임 개발 초기부터 컬처라이제이션 리뷰 진행
・�게임 글로벌 출시 전 목표 시장 관련 각종 이슈 필터링 진행
・�다양성 포옹 및 문화권별 정서에 어필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요소 보강

게임 출시 이후 ・�지속적인 유저 동향 수집을 통한 정치/문화 이슈 사후 대응
・�라이브 게임의 업데이트 콘텐츠에 대한 현지화 및    

컬처라이제이션 리뷰 진행

상시 진행 ・게임 내 채팅 기계번역에 컬처라이제이션 기반 필터 적용
・주요 권역별 규제/금기 및 현황 가이드 내부 공유
・현지 유저 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업 체계 구축

컬처라이제이션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블레이드 & 소울 ・국가간 분쟁/전쟁 등의 부정적인 시그널 탐색 및 차단
・특정 콘텐츠의 깃발이 욱일기를 연상 시키는 요소 제거
・새로 추가한 의상 아이템의 붉은 별, ‘Bomb’, ‘Z’ 제거

리니지W ・�인챈트 목각인형 조작 화면에서 표시되는 드래그 가이드 손 
모양이 남성혐오 조장 이미지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 수정

아이온 
북미 버전

・노예 콘셉트의 던전/대사/퀘스트 변경

기타 ・�정치/사회적 이슈가 포함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요소 차단          
(선거일, 특정 당의 상징, 선거인이 유추되는 요소 등)

QA 검수 활동 사례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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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개발 중간 점검 프로세스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체계

NC는 개발 점검 프로세스 중 다양한 연령, 성별, 성향 별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체험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성 및 포용성을 
존중하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적용 프로세스

NC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길드워2에  다양성 및 포용성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프로세스는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그룹1)과 ACR(Asian Cultural Representation) 그룹2)의 제안들을 
DEI 자문위원회가 상시 결정하여 상위 결정 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진행됩
니다. 

다양성 및 포용성의 콘텐츠 내 적용: 길드워2

게임 캐릭터와 플레이 시스템에서의 다양성 및 포용성
NC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존중 받으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성 및 포용성 요소들을 반영했습니다.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 라인에 30개 이상의 성소수자 LGBTQ+ 요소를 
부여하였으며, NPC의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했습니다.  “다른 플레
이어를 보고 행복해야 한다” 는 디자인 철학 하에, 게임 내에 2인 협동 
전투 시스템, 단체 낚시/수상 이동 콘텐츠를 도입하여, 게임 생태계를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으로 조성했습니다. 

다문화 요소 반영
포용적인 게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적 요소로서 게임 OST를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제작하였으며, 유관순, 이태영 
이름 기반 NPC 명칭 네이밍, 윷놀이, 공기놀이 한국 전통 놀이 요소를 
게임 내에 반영했습니다.

01.	 	고객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받는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항목 점검 및 보완

02.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게임 반영을 통한 다양한 고객층 의견 포용
03.		NC 게임의 올바른 즐거움 완성

1)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직원 그룹인들이 다양성 및 포용성을 주제로 
논의하는 그룹으로서 상시 운영

2) 	약 30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문화 대표 직원 그룹으로서 매월 게임의 디자인, 
사회적 이슈 등을 다양성 및 포용성 관점에서 논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적용 프로세스

다양성 및 포용성을 반영한 캐릭터 협동 전투, 낚시 및 수상 이동 콘텐츠 국악기/서양 오케스트라 협연 
OST 제작

한국 문화 반영 
(유관순, 한국 전통 놀이 NPC)

Upper Management
(상위 결정 위원회)

DEI Advisory Council
(DEI 자문위원회)

ACR  Employee Resource Group
(아시아 문화 대표 직원 그룹)

DEI  Employee Resource Group
(DEI 직원 그룹)

보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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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 및 포용성
선행 연구

NC는 학계와 협력하여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 없이 
모든 유저에게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저 접근성 및 사용성 향상

NC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플레이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의 접근성과 사용성이 높은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하는 PC게임을 모바일과 콘솔 환경에서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동종업계 타사의 접근성과 
사용성 향상 사례로부터 주요 디자인 요소를 식별 및 체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 증대

NC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게임들의 캐릭터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연구는 2021년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던 게임들을 선정하여, 게임 속 
캐릭터들의 다양한 설정 요소들을 키워드로 분석해 게임들이 가진 
공감 요인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호를 가진 글로벌 팬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확산성 연구

NC는 2020년 이후 KAIST CT대학원의 Games and Life Lab(디렉터: 
도영임 교수, 연구원: 이세연, 엄가람, 강석준, 고부승)과 산학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해당 연구의 주제는 Games and Life Lab의 
‘소비자 특성 분석 연구 프레임’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 팬의 커뮤니티 
활동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게임 팬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게임 경험을 자료화하여 공유한다는 점에 착안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주요 키워드 추출과 이를 발생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IP 디자인 가치 분석

NC는 보유한 다양한 IP 기반의 게임을 신규 개발 시, IP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사가 팬들에게 전하는 재미와 팬들이 느끼는 가치에 합의점을 
찾아내는 분석을 통하여 IP가 가진 디자인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했습
니다. 분석 대상은 ‘길드워2’였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NC가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게임 콘텐츠 디자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01

연구
03

연구
02

연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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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고객 소통 방식의 
변화, ‘Shift Left’

NC는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빈도를 높이는 ‘Shift Left’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어,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개발 단계부터의 소통 확대 

NC는 서비스 중인 게임뿐 아니라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해서도 유저들과 
소통하고, 미래 유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NC게임, ‘NCing’
NC는 개발 취지,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등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래 유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공유
하고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1분기, NC 임직원들에게 한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을 담은 
프로토타입 영상을 공개하며 내부와의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게임 IP 5종의 영상을 외부 공개했고, 그중 NC의 차세대 
오리지널 IP가 될 Throne and Liberty 및 Project E의 트레일러 영상 
콘텐츠 2종을 유튜브를 비롯해 주요 공식채널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향후에는 내부 소통과 게임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미래 팬들이 우리 
게임에 대한 의견들과 궁금한 부분들을 개발자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NCing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NC가 ‘유저와 소통하겠다’라는 말은 ‘쉬프트 레프트(Shift Left)’, 
즉 모든 것을 왼쪽으로 옮겨 처음부터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과거 NC와는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 최문영 PDMO 

서비스 중인 IP의 소통 체계 변화

NC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전달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의 확대 및 다변화
게임이나 홈페이지 내 공지글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소통에서 유튜브 
/ 블로그 / SNS 등 다양한 채널 및 영상 형식으로 소통 채널을 확장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편리한 방식으로 소식을 받아 보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 마련
고객과의 소통의 깊이를 더하고자 핵심 개발진들과 유저 간의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게임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직책자들이 직접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투명한 소통 방식 지원
게임의 변화나 소식에 대해 유저들이 의견을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 
본인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 기능 등으로 투명하게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NC는 ‘Director’s Talk’를 통해, 리니지W의 총괄 임원, 개발 및 사업 직책자들이 
유저들에게 직접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리니지W의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불법 프로그램을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였고 
단속 결과를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니지W ‘Director’s Talk’

블레이드 & 소울 2에서는 개발 및 사업 직책자들이 참여 유튜버들의 질문뿐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 내 질문 게시판인 ‘대협의 소리’에 게재된 질문들과 
생방송 중 시청자들의 질문들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블레이드 & 소울 2 ‘On-Air’ 시리즈 즉각적 의견 수렴: 투표 형태 창구 신설

아래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합니다.

  재발 방지 및 서비스 개선에 힘써 주길 건의합니다.   이후 조치되는 상황에 대해 안내를 해주세요.

  신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 추가를 제안합니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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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재생버튼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리니지W ‘Directors Talk’

비주얼 R&D 영상 ‘CACCIA(사냥)’

블레이드 & 소울 2 ‘어바웃 스탯’

2022 NC 신규 IP 티징 영상

블레이드 & 소울 2 ‘업데이트 프리뷰’

CACCIA 제작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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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고객과의 소통 
접점 확대

NC는 게임 인식 전환 프로젝트, 
신규 캐릭터 개발 등 ‘PUSH, PLAY’ 
정신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과 
공유하며 즐거움의 가치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NC는 ‘PUSH, PLAY’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즐거움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루어내기 위해 혁신에 도전해 왔습니다. 도전의 일환으로 
NC는 ‘즐거움이란 무엇이며,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브랜드 캠페인 NC PLAY의 4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게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
하고 게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이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객과 공유하고자 추진했습니다.

MZ세대와의 소통, 신규 캐릭터 ‘도구리’

NC는 신규 캐릭터 도구리를 론칭했습니다. 
도구리는 리니지2M의 도둑 너구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캐릭터로 ‘엉망진창 막내여도 
괜찮아, 귀여우면 됐지!’라는 슬로건을 내걸
고 있습니다. 웹툰, 일러스트, 밈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구리는 직장 막내끼리의 실수담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막내클럽’과 온라인 직장인 생존유형 테스트의 
화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30만 명, 4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MZ세대로부터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기반 소통채널 운영

NC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채널의 특성에 맞춰 NC만의 시각과 철학을 담은 기획형 
브랜디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블로그를 개편하고  페이스북 Global 페이지를 신설해 전 세계 
유저들에게도 기업과 게임 소식을 활발히 전하고 있습니다. 

NC PLAY PROJECT 아티스트 및 성과

미디어 아티스트 양민하 작가와 
협업하여 NC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재창조한 미디어 아트 
5개 작품을 제작, 판교R&D센터
로비와 미디어월에 전시

게임 세계관 속 NPC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디 오버레이’ 웹툰을 제작, 
4개의 에피소드(총 15화)를 
블로그와 버프툰에 연재

딩벳아트로 게임 속 플레이를 
그림 언어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로,
ASIA DESIGN PRIZE 2022 / 
Communication Category 
Winner 수상

‘즐거움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대표 소설가 7명이 참여한 
단편소설 모음집 ‘놀이터는 24시’ 
출간, 작가가 직접 참여한 오디오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개.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 수상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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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책임
보다 안전하게 NC의 콘텐츠를 즐기고 기술 개발에 윤리적 고려가 
간과되지 않도록 ‘디지털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Project M
인터렉티브 무비 장르의 NC 신규 IP

(캐릭터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션캡쳐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

20

Chapter
02

디지털 책임

To N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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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AI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기술 개발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 
수립

업계를 선도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Data Privacy Unbiased Transparency

디지털 책임 
to N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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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 수립

NC는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의 안전성을 
확대하고자 정책-조직-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및 강화될 수 있는 NC만의 
정보보안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안규정
･ 개인정보보호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 외부 인증 획득
(ISO 27001, ISO 27701, ISMS-P)

･   글로벌 자회사 및 외주 용역 포함    
전 임직원 보안 교육 연 1회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연 1회 교육

･  정보보안 Advisory Committee2)

･  개인정보보호운영위원회3)

･ 정보보호운영위원회4)

･ 정보보안 공시 
 (실적, 현황 등)
･  정책 연구반 활동 

참여1)

규정제정

정책

제도 및 교육

내재화

인증 및 
이니셔티브

시스템

거버넌스

조직

외부 Comm.

실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보호 공시 관련 하위 법령 연구반 참여
(2021.06~2021.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미래정책연구실 주관 미래
보안정책 연구반 참여(2022.02~)

2) 	본사와 자회사간 보안 관련 공통의 운영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실무자 협의체 TWG(Technical Working Group) 설립 
 구성  		CIO, CITD, 정보보안센터장, 자회사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 

Technical Working Group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변경 등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개인정보보호실장, 정보보안센터장, 법무실장,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윤리경영실장

4) 정보보호 관련 업무 변경 등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정보보안센터장, 개인정보보호실장, CIO/CEO/CTO/CLO/CHRO 산하 주요 

부서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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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전담 조직

NC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는 정보보안센터장으로,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NC는 정보통신망법의 선임 기준을 준수하여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의 국내외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를 CISO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NC의 CISO는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년 이상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센터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실, 
보안정책실, 보안운영실, 보안개발실, 보안진단실을 두어 기능별 업무를 수행하며, 사내 유관 부서와 협업하
여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경영진 보고 및 의사결정 프로
세스를 운영하며 정보보호 거버넌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NC의 성장 규모에 따른 전사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과 글로벌 자회사와의 기능적 통합 
등 새롭게 정의한 NC만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NC 전반을 책임지는 조직과 프로세스를 운
영 중입니다.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서비스 전반을 책임
지는 별도의 조직과 보안 진단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독립성을 갖는 제 3의 상시취약점 점검 체계(Red 
Team)를 두어 24시간 365일 보안 홀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운영에 대한 평가팀을 두
어, 상시 점검 및 감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NC는 글로벌 게임·서비스 론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업 지원, 원격업무 생산성 제고 및 
보안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비즈니스 성과를 방해하는 보안 위협환경 제거, 국내·외 보안 트렌드를 반영한 
조직 전문성 강화 등의 사업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일원화된 글로벌 보안점검 체계(Security Care 
Service)를 운영하여, 국내·외 자회사의 정보보안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통합 관제 환경을 조성 및 운영하며,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적 
보안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NC-정보보호관리체계

보안성 
검토

보안
점검

위험
식별/분석

위험
관리/대응

보안기술
개발/지원

상시
취약점
점검

보안
평가/검사

임직원
인식제고

보안정책실

개인정보보호실(개인정보 관련 업무) PMO팀(사업전략 및 과제 관리/글로벌 보안 관리 등)

보안진단실 보안정책실Red Team보안개발실보안운영실

정보보호
계획

P-1 P-2 T-1 T-2 T-3 T-4 T-5 P-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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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규정

NC는 정보보안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정보보안 규정은 계약직, 
파견직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 적용되며, 나아가 협력사 등 NC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및 개인,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대상
에게도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일원화된 글로벌 보안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글로벌 보안 One Team체계’ 구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글로벌 
보안 정책 수립과 내규 전면 검토 및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정책 및 시스템 감사

NC는 국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보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최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정보보안센터에서 별도로 보안운영감사를 실시
하여 현업부서의 보안체계 내재화를 촉진시키고, NC의 정보보안 방향성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규격 인증인 ISO 27001과 국가표준 ISMS-P 인증을 취득
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정보보안센터의 핵심 업무로 설정하여 보안 침
해사고를 사전에 방지,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
습니다. 이용자 대상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게임 부
정 사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 취약점(콘텐츠 보안, 리소스 변조, 코
어 분석, 게임 실행 보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Bot탐지 등 게임 보안에 특
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종 침해사고의 사전적 예방(침해 발생 위험요소 사전제거, 상시 모
니터링, 위협 정보에 대한 원인 및 발생 경로 분석 후 사전 대응, DDOS 공
격 데미지 컨트롤 등) 활동을 추진하며, 유관 부서와의 다양한 협업체
계를 통해 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
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가 경영진에게 
긴급 보고합니다.
보안진단실 부서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여 게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집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센터 
직속의 Red Team으로 취약 영역을 사전에 식별하여 침해사고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교육

게임회사의 기업 분위기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방송 패러디 형식으로 
재밌게 제작하여 임직원 모두가 동참하는 보안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사 임직원 보안교육’ 에는 총 4,539명이 참가하여 수료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웹툰/가이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신규 입사한 개발직군을 대상으로 개발 보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사, 직책자, 개인정보취급자, 개발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 또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정보보안 인증 정보보안 교육 

ISMS-P
(인증 범위: plaync 게임서비스)

ISO 27001
(인증 범위: 엔씨소프트 서비스)

정보보안 캠페인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http://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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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계를 선도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NC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를 보완해 
업계를 선도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NC는 글로벌 시장 46개국에 게임 서비스를 론칭하였으며, 해당 46개국을 
포함한 50개국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별 주요 법률 준수 사항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선도
적 보안환경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NC는 ‘Privacy Best Practices in the Game Industry’를 개인정보보호 
비전으로 수립하여, Global Privacy Compliance 준비, Privacy Risk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고객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Privacy by Design 
강화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전세계에 NC의 게임 서비스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NC의 자회사 대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NC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는 개인정보
보호실의 실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실 산하에는 개인
정보보호 정책팀과 운영팀을 두어 개인정보 정책 수립 및 임직원 인식 
제고, 프라이버시 리스크 예방,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
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CPO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 개최
되며, 정보보호운영위원회와 함께 개최하여 회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NC는 모든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각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근거하여 관리하며, NC의 모든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PLAYNC 개인
정보처리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사업 진출에 따라 Global Privacy Policy를 수립하여 글로
벌 이용자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감정보는 보관하지 않으며, 카드 및 계좌 
정보 등 유출 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비
식별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집 및 보관된 개인정보
를 서비스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대 및 판매 또는 제공하
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없이 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NCW는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따르며, 우수한 사례를 
NCW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NCW를 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규 공급
업체는 NCW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NC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회원관리 체계법률 검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생명주기 기술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처리활동 
기록

PLAYNC 개인정보처리방침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https://www.plaync.com/policy/privacy/ko
http://www.ncsoft.com


ESG경영위원장 메시지

NC ESG경영 Value

 Chapter 01   올바른 즐거움

다양성 및 포용성

고객소통

 Chapter 02   디지털 책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AI윤리

 Chapter 03   사회 질적 도약

친환경경영

미래세대

지역사회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NCSOFT ESG PLAYBOOK 2021

2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보장 

NC는 PLAYNC 회원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며,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결제 대행, 고객상담, 본인인증 등 주어진 목적에 
한하여 이용자의 동의 하에 수탁 업체에 제공되며, 이 외의 목적으로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NC는 제3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PLAYNC 마이페이지에서 
손쉽게 본인의 정보를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탈퇴)할 수 있습니다.
NC는 Cookie Policy를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쿠키의 항목과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Necessary, Functional, 
Performance or Analytical, Targeting/Advertising으로 구분된 쿠키 
항목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쿠키 항목이 수집
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Cookie Policy를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NC는 게임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서비스 신규·변경 
구축 시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를 기반으로 영향평가가 진행되며, 평가에 따라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한 후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
으며,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하여 서비스 기획 및 설계 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NC 외에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께 교
육을 시행했으며, 총 1,161명이 참여해 수료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에는 교육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팀장급 이상의 직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며, 개인정보를 처음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NC Privacy Active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 검수 

앱 서비스 출시 전, CTO 산하 TS팀에서 기술 관련 통합 점검을 진행하며, 
QA,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을 포함한 점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는 단계별 점검 항목을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실에서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2021년에도 NC의 여러 게임서비
스에 대하여 론칭 준비 프로세스를 통한 점검과 출시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선했습니다.

공급망 개인정보보호 점검 

NC는 공급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프라이버시 리스크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파악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40개의 업체를 대상
으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 개선점이 도출된 수탁
업체는 개인정보 수칙 및 준수 가이드를 배포하고, 수시점검을 강화
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 현황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Cookie Policy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세스

프로세스
검토

・서비스 전반 구조 파악
・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영향평가
수행

・ 사전에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여부를 분석하는 
영향평가 수행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등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 적용 결과에 따른 종합
결과 도출

・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기록/관리 

종합
결과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사항별 보호조치 
가이드 제공

보호조치 
가이드 제공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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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❶    외부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각 망 사이에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는 IDC에 별도 네트워크로 분리되어 보관
하고 있어 외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❷    DB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IP 외에는 개인정보DB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어하고 있으며, DB 데이터 조회 및 접근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4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게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안전한 인증수단(VPN 로그인 및 OTP 인증) 절차에 따라 접속하고 
있습니다.

❹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악성코드를 탐지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일 1회 이상 정책(패턴)
업데이트가 수행되며, 주 1회 이상 풀스캔을 통해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등의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❺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NC 데이터 활용 절차 

NC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및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강화와 사내 데이터 활용의 지원 확대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절차를 수립
했습니다. 수립된 절차를 임직원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2021년에는 10건 이상의 데이터 활용 검토가 이루어
지는 등 적극적인 사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데이터 활용 절차는 NC 임직원 및 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계약직, 파견직 포함), 그 외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NC가 관리하는 서비스 고객 및 임직원·협력업체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업무 목적으로 추가 활용하거나 외부 제공·결합 시에도 적용되고 있습
니다. 데이터 활용 절차는 데이터활용부서와 개인정보보호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2021년 12월, NC의 고객센터인 엔씨소프트서비스에서 상담원이 
휴대폰 촬영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사건 인지시점으로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엔씨소프트서비스의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전 상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시행했습니다.

데이터 활용 절차

기간 : 2022.01.12 ~ 2022.01.13
대상 : 기존 교육 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재교육
내용:   기존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중심으로 진행. 전체 재교육은 

실제 고객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중심과 
예방 내용으로 구성.

데이터 
활용 신청

위험분석 및
가명처리 
수준 정의

데이터 내 
개인정보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부서

개인정보
보호부서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및 사후관리

엔씨소프트서비스 상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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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

NC AI 윤리 프레임워크
(NC AI Ethics Framework)

핵심 가치
(Core Values)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선입견이 반영되거나 편향되지 않고

공정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수행 활동 대내외 데이터 이용정책 준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체계 구축

사용자 식별 로그 기록 방지
데이터 보안 및 정보 취급 교육 진행

비윤리적 표현 데이터 사전화

비윤리적 발화생성 방지 시스템 구축

공정성/편향성 AI 영향도 테스트

AI 모델 작동 원리 및 주요 기술 공개 

해석과 설명 가능한 AI 대화 데이터셋 공개

AI 행동 패턴 분석 시스템 구축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AI를 맞이하는 지금,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AI’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NC는 AI기술 개발에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이해하기 쉬운 AI를 지향하겠습니다.

NC는 이를 NC AI Ethics Framework로 명명하고, 기술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ata Privacy
(데이터 보호를 중시하는 AI)

Unbiased
(편향되지 않은 AI)

Transparency
(투명성을 추구하는 AI)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보안 조치를 수행합니다.

AI가 차별 및 혐오,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결과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설명력을 높이고, 
관련된 주요 정보 및 

기술 공유 활동에 
적극 노력합니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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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

Data Privacy
(데이터 보호를 중시하는 AI)

NC는 AI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대내외 데이터 이용 
정책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데이터 이용 정책 준수

NC는 국내외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NC 데이터 활용 정책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프로세스를 AI 연구 및 개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라이선스 및 
이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데이터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식별 로그 기록 방지

NC는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용자 식별 
로그 기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AI 행동 패턴 분석 시 이용자의 행동 
패턴 데이터가 추출될 수 있지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그가 
원천적으로 남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로 리니지
PC ‘거울전쟁’에서 이와 같은 보안 조치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1차 데이터 
활용신청

・내부 서비스 데스크 채널을 통해 데이터 활용 검토 요청

2차 � 위험분석/
가명처리 
수준 정의

・�데이터 활용 목적, 데이터 활용방법,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한 
데이터 위험도 사전 분석 수행

・데이터 위험분석처리  완료 후 가명처리 수준 정의

3차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가 정의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따라 
가명처리 진행

4차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가명처리 후, 활용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처리 결과 샘플 데이터 기준 가명처리 수준 검토
・가명처리 미흡 시 추가 가명처리 요청

5차 활용 및 
사후관리

・�가명정보 처리 과정 중 개인식별 가능성 증가 여부 지속 
모니터링

・�가명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유지 여부 지속 모니터링

・�(외부 제공 시) 처리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만료 시 외부업체 
대상 파기확인서 징구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달

개인정보 비식별화 체계 구축

NC AI R&D 조직은 데이터 활용 내부 절차에서 나아가 개인정보 비식별
화 정책을 수립하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 시
스템, 프로세스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및 정보 취급 교육

NC는 데이터 특성에 따른 처리 방법  및 데이터 가명처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열람 전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서명을 통해 데이터의 불법 활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내/외부 데이터 대상 개인정보 가명처리 방안 설계

내/외부 수집 데이터 대상 개인정보 포함 유무 확인 

외부 공개 데이터 라이센스 확인 및 이용정책 준수

외부 공개 데이터 대상 개인정보 및 비윤리적 데이터 완전 교차 검증

서비스 로그/크롤링 데이터 등 데이터 특성에 따른 데이터 생성/관리/
삭제 계획 수립

개인식별방지 처리 및 검증 방침 마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연동 자동화 및 단계 별 책임권한 정의 

데이터 사용 로그 기록 및 유사시 유출 경로 추적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인식 기술 개발 (숫자형, 패턴 인식, 문자형, 채팅 내 문맥 
조합형)

암호화, 익명화, 삭제 처리 기술 개발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세스

1차: 개인정보 인식기를 통한 자동 비식별화

2차: 수동 검수

3차: 개인정보 비식별화 검수 완료 데이터 배포

4차: 신규 발굴 개인정보 주석 데이터 대상 개인정보 인식기 재학습 
및 모델 업데이트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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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

Unbiased
(편향되지 않은 AI)

비윤리적 표현 데이터 사전 구축

NC는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대화 데이터 상의 비윤리성 및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 비윤리적 표현 사전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 데이터의 인식과정 및 대화 생성/출력과정에서의 필터링을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 표현’을 단순한 차별 및 혐오 발언 뿐 아니라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
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전 구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 데이터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윤리적 표현’을 등급화하여 등급별로 대응방식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 표현 사전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축해 나갈 
것이고 적용 대상 및 서비스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윤리적 발화생성 방지 시스템 구축

NC는 시스템이 욕설을 포함한 차별적 발언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무례함을 느끼지 않도록 확장된 개념의 비윤리 발화 
생성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발화를 
Biased(편향됨), Impoliteness(무례함), Politeness(정중함)으로 
정의하여, Biased에 해당하지 않는 발화라 할지라도 무례한 표현  
(Impoliteness) 대신 Politeness(정중함)를 지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간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PAIGE 2022 Chatbot에 적용 예정입니다.

공정성 / 편향성 AI 영향도 테스트

NC는 긍정적인 고객 플레이 경험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비편향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서비스 개발 시,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 및 4단계 AI 영향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의

1등급 문맥 독립적으로 해당 표현 자체만으로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 표현

2등급 문맥 의존적으로 해당 표현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등급 문맥 의존적이거나 고맥락화된 표현으로서 해당 표현이 
위험한지 여부를 직접 살펴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

4등급 혐오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해한 표현

・ 팀 내 테스트를 통한 리스크 사전 파악
・ AI 행동패턴 파악을 위한 툴 구축

서비스 중 
모니터링 및 

사후 분석검증

개발단계 
검증

테스트 서버 
검증

QA단계
검증

・  서비스 출시 후, AI 시스템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  QA부서 및 대화/번역 전문가를 통한 
체크리스트 점검

・  테스트 서버 내 AI 시스템 구현 및 QA를 
통한 출시 전 최종 점검

4단계 AI 영향도 테스트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NC는 데이터 내 비윤리적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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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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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

Transparency
(투명성을 추구하는 AI)

NC는 AI 시스템의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동원리에 대한 논문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작동 원리 및 주요 기술 공개 

NC는 AI 관련 정보 및 기술 공유에 적극 참여하며 AI의 의사결정 과정·
결과에 대한 설명력과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NC는 2021년 10개 이상의 AI 연구 논문과 오픈소스 코드 공개를 통해 
관련 주요 정보 및 기술 공유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용자가 AI 모델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해석과 설명 가능한 AI 대화 데이터셋 공개

NC는 해석과 설명이 가능한 AI 대화 데이터셋 ‘FoCus Dataset(For 
Customized conversation dataset)’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FoCus Dataset를 통해 기존의 기계 학습 시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집
하고 처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의사결정의 출처 확인이 
가능해 졌으며, AI 모델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AI 행동 패턴 분석 시스템 구축

NC는 설계 의도에 맞는 AI 시스템의 행동 판단 및 패턴 분석을 위한 AI 
로그 분석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의 행동 판단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AI 연구 논문 사례

1.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Invades 
MMORPG: ‘Lineage Clone Wars’ (GDC 2022) 

     강화학습 기반 AI가 적용된 리니지 ‘거울전쟁’과 
     ‘전설 vs 현역’ 콘텐츠 사례 소개

2.  N-Singer: Non-Autoregressive Korean Singing Voice Synthesis System for Pronunciation 
Enhancement(INTERSPEECH 2021) 한국어 발라드 가창 음성을 합성하는 비자기회귀(Non-au-
toregressive) 가창 음성 합성 모델 소개

AI 행동 패턴 분석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http://www.ncsoft.com


ESG경영위원장 메시지

NC ESG경영 Value

 Chapter 01   올바른 즐거움

다양성 및 포용성

고객소통

 Chapter 02   디지털 책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AI윤리

 Chapter 03   사회 질적 도약

친환경경영

미래세대

지역사회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NCSOFT ESG PLAYBOOK 2021

32

AI윤리

사회 전반에
AI 윤리 확산

NC는 AI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 외부와의 공동연구 및 연구 후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Framework’ 시리즈를 통한 소통 확대

NC는 AI 시대의 리더십과 윤리 개선을 위한 연중 기획 프로젝트 ‘Al 
Framework’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l Framework’ 시리즈는 
NC의 윤송이 최고전략책임자(CSO)와 AI 분야의 석학이 토론을 나누며 
AI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대담 프로그램
입니다. 대담의 상세 내용은 NC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대외에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NC는 저명한 AI 연구진을 비롯해 정치학, 
철학 등 분야별 석학과의 대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AI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AI 대화 데이터셋 공동연구

NC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구축한 AI 대화 데이터셋 ‘FoCus 
Dataset(For Customized conversation dataset)’을 공개하였습니다. 
공동연구팀은 2022년 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 ‘AAAI 
2022’에서 해당 연구 논문을 게재 및 발표하였고, 2022년 하반기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샵을 고려대와 함께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페르소나와 외부 지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AI 
대화 데이터셋인 ‘FoCus Dataset’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같은 성능의 대화 기술 구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NC는 
NLP 학계의 비용 및 환경 문제로 새로운 대화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는 
연구 방향에 공감하며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연구 커뮤니티의 활발한 
논의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AI 윤리 연구 후원 

NC 문화재단은 2020년 시작한 MIT(‘NC Ethics of Technology 
Fund’) 및 스탠포드(‘NC Fellows Fund’) 등 AI 윤리 커리큘럼 개발 
후원을 2년째 계속하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종료 예정
이었던 스탠포드의 NC Fellows Fund는 추가 협약을 통하여 2025년
까지 3년간 커리큘럼 개발 및 배포를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후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2021년에는 관련 유수 연구 
기관인 하버드와도 커리큘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Embedded 
EthiCS’를 통한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원을 통한 연구의 
성과는 파트너와의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예정입니다.

AI Framework 시리즈

구분 주제 대담자

AI [Ethics] Framework ‘인간 중심의 AI’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페이페이 리(Fei-Fei Li) |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교수, 
스탠포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 공동소장

AI [Education] Framework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문학자의 역할 롭 리쉬(Rob Reich) | 스탠퍼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스탠포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 부소장 

AI [Engineering] Framework 미래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 방침과 궁극적인 목표 제임스 미킨스(James Mickens) |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교수, 
하버드 임베디드 에틱스(Embedded EthiCS) 리더

AI [Human] Framework 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AI 기술의 활용과 역할 앨리슨 시몬스(Alison Simmons) |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 
하버드 임베디드 에틱스(Embedded EthiCS) 프로그램 설립자

AI [Society] Framework 인공지능과 공존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윤리적 딜레마 알렉스 번(Alex Byrne) | MIT 철학과 교수, MIT 언어 및 철학과 학과장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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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적 도약 
사회 구성원으로서 친환경 경영에 힘쓰고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 질적 도약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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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미래세대

사회 질적 도약 
with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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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기업 운영을 
위해, NC는 환경경영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환경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다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추진 체계

NC는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상의 에너지 절약, 폐기물 저감, 용수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1년 절감 계획 절감 효과 

에너지 사용 
절약

판교R&D센터 지하주차장(지하2~4층) 
LED 조명 교체 및 디밍 설치

연간 전기 사용량 
116.6MWh 절감 예상

폐기물 
저감

�판교R&D센터 재활용캠페인 지속
(FM사) 

일반 폐기물 5% 감소

용수 사용 
절감

판교R&D센터 중수시스템 운영 물 사용량 6,723㎥ 절약

에너지/폐기물/용수 절감

구분 이행률

판교R&D센터 지하주차장(지하2~4층) 
LED 조명 교체 및 디밍 설치

100% (0.39억 원)

판교R&D센터 스파 절수형 수전 교체 100% (200만 원)

판교R&D센터 장수명 UPS 배터리 교체 100% (2.04억 원)

엔씨타워I 지하주차장(지하3~6층) LED조명 교체 및 디밍 설치 100% (0.2억 원)

2021 환경투자 계획 및 이행

환경경영 정책

NC는 친환경 경영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정성 있는 
환경경영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 전담 조직 

전사적 의사결정 조직 
C-level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생태계 
보호 등 환경경영에 관한 중요 과제의 계획과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
하고 의사결정 합니다.

환경 전담 조직  
환경 관련 전사 활동 및 환경 영향 전반은 ESG경영실에서 전담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실은 NC의 환경 관련 업무 역량 향상을 위
해 2021년 신설되었으며,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ESG경영실은 환경전담 조직으로서 환경경영체계 구축,
정책 수립, 전사 환경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
경 실무 조직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각 조직은 관리 범위 내 환경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 관리 범위

시설인프라실 자사 사옥/ 
임대 사옥 에너지 사용량

서비스인프라실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

Benefit Partner실 / 
Workplace Motivation실

식당 등 음식물 쓰레기, 
법인차량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 실무 조직

1.		NC가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경 영향을 고려합니다.
3.		NC의 사무실 및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

합니다.
4.		임직원에게 환경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5.		환경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회사가 제공하는 매체로 투명

하게 공시합니다.

환경경영 실행 원칙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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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시설  
인프라 조성

NC는 시설 인프라의 탄소, 폐기물 발생
과 용수 사용을 관리하여 환경영향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6년 준공 
예정인 신사옥은 청정에너지원 사용을 
통한 친환경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R&D센터 및 엔씨타워I

탄소 배출 저감 활동
NC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판교R&D센터와 엔씨타워I의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평소 낮은 조도를 유지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조도가 밝아지도록 디밍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활동으로 2022년에는 엔씨타워I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판교R&D센터 일부 공용공간(승강기홀 등) 조명 
LED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저감 활동
판교R&D센터의 모든 쓰레기 및 폐기물은 재활용 등록 업체를 통해 
배출･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 전체 배출 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은 평균 3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 절감 활동
판교R&D센터에서는 건물 내 중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자가 처리 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약 6,723㎥의 용수를 절약했습니다.  또한, 절수형 
양변기와 소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 스파의 기존 수전을 환경 
표지 인증서가 있는 절수형 수전으로 교체/설치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NC의 데이터 센터는 외기냉방을 활용한 전산실 공조기 냉방, 서버실을 
항온항습 구조로 설계, 미사용 서버 Off 활동, 심야전력을 활용한 빙축열 
설비 적용, 냉수식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임직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적 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사옥

2026년 준공 예정인 신사옥은 설계 단계부터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친환경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사옥에는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한 각종 장치 및 다양한 청정 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물
신사옥은 국제 현상공모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건물 인증 등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 아이디어 중 신사옥에 특화된 신재생에너지로 하천수의 계절 별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냉난방 에너지 절약, 옥상 냉각탑 면적 축소에 
따른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에너지, 물, 
자재 등 건물의 각종 자원에 대한 친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구분 태양광 발전(PV) 태양광 발전(BIPV) 수열

설치용량 54kW 35kW 600RT

이용량 786.3MWh/년 (180toe/년)

신사옥 신재생에너지 계획

친환경경영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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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가치 
공유활동 확대

친환경 제품 생산 및 포장, 캠페인 활동, 
사내 인테리어 및 비품 사용으로 고객과 
임직원 모두에게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상품 유통

친환경 상품 출시
도구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644’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친환경 
상품을 기획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쓰레기 매립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폐페트병에서 재생원사를 추출한 
업사이클링 제품 ‘도구리 X 플리츠마마 에코 줍줍백’과, 리사이클링 
원사로 제작한 ‘도구리 패턴 양말’ 등을 출시하여 고객들에게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였습니다.

친환경 배송
‘644’ 스마트스토어는 친환경 배송을 추구합니다. 배송 물품은 종이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봉투, 종이 완충재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합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배송물품을 규격화 했습니다. 

친환경 캠페인

환경의 날 기념 고객 캠페인
2021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고객들이 가방 속 친환경 아이템 및 
쓰레기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인증하면 ‘제로웨이스트 키트’,  
‘에코 줍줍백’ 등의 친환경 제품 추첨을 통하여 선물하는 ‘도구리와 
함께하는 ‘What’s in your pocket’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내 캠페인
사내 오픈라운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머그컵을 
제공하며 7종류의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직원들
에게 올바른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자전거 
보관소와 정비소를 판교R&D센터에 설치하였으며, 자전거 보관소
의 경우 최대 3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 확보 및  자전거 전용 
E/V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무공간

친환경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자재 및 사무용 집기 선택에 
지속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새로 입주한 판교 
알파리움타워 1, 2동 임차사옥의 경우 제작가구 마감재는 포름알데히
드 방출량이 0.5mg/L 이하인 E0 등급의 목재를 사용하고 통행이 많은 
메인 복도 바닥은 실내공기 품질 인증을 받은 그린라벨플러스 카펫을, 
PC가 설치가 되는 구간은 카드뮴과 납, 수은 등 중금속 걱정을 덜어주고 
정전기 방지가 되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대전방지 OA타일을 마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 책상, 회의 테이블은 ‘그린가드’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가구를, 의자는 UL의 실내 공기질에 특화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644 스마트스토어 친환경 포장/배송도구리 X플리츠마마 업사이클링 상품 출시 그린가드(GREEN GUARD)인증 

친환경경영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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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행복한 
성장 지원

NC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발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ISO 인증, 
중국에서 시범운영한 
커리큘럼

이소영 작가 ‘굴뚝 귀신’
노석미 작가 ‘나는 고양이’

지속가능한 미래 토론

웃는땅콩의 커리큘럼

NC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웃는땅콩에서는 영유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엔씨콩콩(NC CONGCONG)과 함께 자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향후 
사회에 공유해, 사내 복지를 넘어 더 나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엔씨콩콩(NC CONGCONG)
엔씨콩콩의 커리큘럼은 전문 교수들의 자문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상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기구 ISO 29990(학습 서비스 경영 시스템), ISO 29991(외국어 
학습 서비스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ISO 21001(교육기관 경영시스템)을 신규로 획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언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직영 
유치원에서 시범운영 했으며, 2021년 11월 중국의 인민교육출판사를 
통해 엔씨콩콩 도서가 중국에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토론하는 아이들
웃는땅콩은 미래사회의 인재가 될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상청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 
교실 내에 온실효과 체험장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구 보호 방법을 고민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웃는땅콩
웃는땅콩의 교육 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
으로 매년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웃는땅콩의 
아이들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편견 없는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폭넓은 생각과 유연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놀이 발달 콘텐츠

NC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녕 타이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 타이니’는 놀이 
방법을 ‘놀이 레시피’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 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놀이가 바로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경쟁력이란 생각
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한 아이들의 사회성, 정서 
위축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부,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NC는 앞으로도 놀이 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
에게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 협업 놀이 콘텐츠(질병관리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저연령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놀이 콘텐츠
   (언플러그드 코딩, 유튜버 체험 놀이 등)
▪ COVID-19로 인해 위축된 정서 함양을 위한 놀이 콘텐츠
   (아웃도어 놀이 등) 
▪ 사회적 약자 배려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놀이 콘텐츠
   (세계 국가 놀이, 영상 내 수어 지원 등)

주요 콘텐츠

안녕 타이니×교육부 
학교 본연의 기능(교육&사회성 함양)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총 3편의 놀이 
캠페인 영상 제작

안녕 타이니×질병관리청 
비대면 놀이 콘텐츠(랜선놀이 등) 및 
방역 수칙 교육 놀이 콘텐츠 등 제작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http://www.ncsoft.com


ESG경영위원장 메시지

NC ESG경영 Value

 Chapter 01   올바른 즐거움

다양성 및 포용성

고객소통

 Chapter 02   디지털 책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AI윤리

 Chapter 03   사회 질적 도약

친환경경영

미래세대

지역사회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NCSOFT ESG PLAYBOOK 2021

39

미래세대

미래세대의 
창의성/다양성 발현

NC문화재단1)은 미래세대의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편견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토리

‘프로젝토리(Projectory)’는 각자의 프로젝트(Project)를 자유롭게 
펼치는 실험실(Laborator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다양한 시도와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합니다. 

MIT 과학특별프로그램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멘토와 함께 과학 이론을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며 과학적 사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들은 이를 통해 과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또 사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우며 과학에 대
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2021년에는 COVID-19로 취소되었으며, 2022년 1월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2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동화책 출판

아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장애, 
성별,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동구관찰>과 
<바람>에 이어 2021년에는 세 번째 동화책 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동화책은 2022년 3분기 출판 예정으로, 다양성을 주제로 다뤄 다름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 기증처를 
전년 대비 20% 확대해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소규모 도서관 약 600곳에 
기증할 예정이며, 이외 판매 수익금은 아동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젝토리의 모든 구성원은 나이와 학년,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스스로 불리고 싶은 이름을 닉네임으로 
정하고, 모두 수평어를 사용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편견없이 받아들
이는 다양성 존중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나’만의 방식과 속도에 맞춰 직접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자기주도적 
실행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
하며, 창의적 자신감을 키워내는 기반이 됩니다.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2021년 개최된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막 행사로 진행된 
국제콘퍼런스에서 윤송이 재단이사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환경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토리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만들었으며, 참가 신청자에 
한해 직접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해볼 수 있는 활동 공간을 
2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적 제약으로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타지역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창의적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5 명 (월 평균)

활동인원

379명 (청소년, 성인)

전시 참여인원

3 시간 이상 (주 1회 참여 54명)

평균 활동 시간

돌봄청소년 72 명 2021서울시 종로구 지역
아동센터 업무 협약

활동지원

MIT 과학특별프로그램

프로젝토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1)	 2012년  NC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사회 질적 도약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성 하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NC는 준법지원인을 통해 NC문화재단에 대한 준법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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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미래세대의 
포용성 증진

NC문화재단은 미래세대의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 의사소통 개선 
사업, 공정한 미래사회를 위한 성평등 
연구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AC1)(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 의사소통)

NC문화재단은 장애인이 겪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AAC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AC앱을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에는 전년 대비 다운로드 수가 20%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사용자 수 약 25,400명을 유지하여 2020년에 
이어 국내 AAC앱 누적 다운로드 수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 AAC학회인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KSAAC)를 후원하고 있으며, AAC 우수사례 공모전 후원을 통해 국내 AAC 생태계 
활성화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AAC 서비스 운영 계획
향후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AAC 앱 사용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고, 어휘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기능의 AAC
서비스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 및 유사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언어치료사/특수교사/장애인 
등 AAC를 통해 소통하거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NC의 
AI음성합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AI음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휘 연구를 통해 AAC앱에 
적용할 어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 수준별로 어휘를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평등 연구 후원 

COVID-19 이후 여성고용 악화, 돌봄 노동 가중, 가정폭력 증가 등 성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 평등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NC문화재단은 이러한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대표적인 민간 정책연구소(싱크탱크)인 RAND 연구소를 후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성 평등 관련 연구 및 다양한 학술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등한 사회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RAND 연구소의 
아태지역정책센터(CAPP)는 성 평등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다국가 간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워크숍,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학술 교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토론, 영상, 연구출판물 등 연구 성과물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Pardee RAND 대학원과 아시아 학교와의 
파트너쉽 제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AAC는 언어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어를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1 위 (전년 대비 다운로드 수 20% 증가)

국내 AAC앱 누적 다운로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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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 지원

NC는 산학협력을 통해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AIST 산학 협력

NC는 2018년부터 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창의적 융합형 인재 육성 및 상호 인적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인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 NC 장학생 지원 등 다양한 산학연계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게임과 
예술-환상의 전조’ 전시회에 공동 참여하였으며, 문화기술대학원 게임
트랙 수업 2개를 공동 기획·운영하였습니다. (담당교수: 남주한, 도영
임, 이성희, 이정미)

수업1   게임 디자인 프로젝트
KAIST 대학원 학생들이 차세대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실습하는 프로
젝트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 국제학회인 ACM CHI Conference- 
Student Game Competition 출품입니다. KAIST는 게임 디자인 
콘셉트 및 심사 기준 등을 해당 대회에 맞춰 설계하고,  NC의 Game 
Design Lab 직원들이 직접 실무강의·피드백·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는 총 5개 팀이 참여했으며, 우수팀들에게는 총 700만 원 수준의
시상품이 제공되었습니다. 우수 팀 중 Classy Trash Monster는 국제
학회에 출품해 Transformative and transgressive play 부문에서 
우승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업2   게임 연구 콜로퀴엄
2021년 2학기에는 게임 개발 및 연구 분야의 협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NC는 세미나 참여 외에도 연사 추천 및 
연사비 후원 등을 통해 대학원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미래세대 역량 개발

NCW는 작가/내러티브 디자이너로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지망생들
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Game Narrative Mentorship Program’을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28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Classy Trash Monster’ 우승 발표

NC 참여 세미나

구분 주제

Visual Center 차세대 게임 그래픽 제작 트렌드

CTDD
(Chief Technical Design Director)

TGD(Technical Game Design)를 
통한 게임개발 과정의 변화

▪1:1 멘토링
▪포트폴리오 리뷰 및 피드백 제공
▪다양한 전문 분야 관련 토론/레슨/워크샵 
▪Q&A 세션

프로그램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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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와 
지역사회 기여

NC는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한 
후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한 후원

후원사업
NC는 중소 게임사의 시장 영향력 확장을 취지로 다양한 행사를 후원
하며 각 게임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우수한 인디게임 발굴,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다양한 교육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후원해 게임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성금 기부

NC는 COVID-19로 인한 돌봄/학습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복지를 
지원했습니다. ‘온&온 성남형학습지원사업(성남청소년재단)’을 통해 
필수 급식 및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카드 잔액 기부

임직원들은 연간 복지카드 포인트의 잔액을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등 단체 및 기관에 자유롭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부
대상 및 일시후원, 후원분야를 선택해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NC는 성남이로운재단 등 5개의 단체와 함께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성남시민, 자원봉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남시민 성장
학교’ 교육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분야별 공익 활동가
에게 제안서 작성법, 기초회계교육, 기타 특강 등을 진행했고, 2021년 
누적 265명의 공익활동가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NC 다이노스 스포츠 사회공헌

D-NATION
NC 다이노스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사회공헌 브랜드 D-NATION을 론칭했습니다. D-NATION은 다이노스가 
꿈꾸는 세상(Nation)과 구단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들을 총칭하는 
기부(Donation)의 단어를 합성해 만든 단어로 ‘동행’, ‘나눔’, ‘미래’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후원
NC 다이노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표적으로 ‘주니어 다이노스 멤버십’ 선물 
프로젝트를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한 멤버십을 경남지역 취약계층 
아동 955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COVID-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스쿨데이 등 다양한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기타 후원
NC 다이노스는 이외에도 스포츠단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명 금액

한국게임산업협회 연회비 120백만 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회비 50백만 원

게임문화재단 기부금 200백만 원 (2021년 지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연회비 200백만 원

한국공학한림원 연회비 130만 원 (2021년~2025년)

게임 협회 참여 현황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2021 후원
2021 플레이 엑스포(PlayX4) ‘SpaceX관’(중소기업 참여 부스) 후원
지스타(G-STAR) 2021 ‘BIC Showcase X GSTAR 2021’ 부스(60개 인디게임 전시) 후원

2021 후원 현황

게임문화재단 ‘다 함께 게임문화 토크-2021 보호자 게임 이해하기’ 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주진흥원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토크 콘서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임 이야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021 온라인 전남 가족캠프 – 게임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2021 교육사업 참여 현황

지역사회

▪ 야구장 전광판 내 공익광고 송출 지원
	 (2021년 경남지방경찰청 장기실종자 찾기 캠페인 등)
▪  선수 기록 적립 소외계층 후원 프로젝트
	 (2021년 홈런, 득점 등에 따른 후원금 약 3,700만 원 전달)
▪ 지역 학교 대상 야구 물품 지원(2021년 약 6,00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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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예술의 융합 프로젝트

NC와 대전시립미술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함께 공동 주최한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전시회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대전
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C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예술 영역과의 접점을 통한 게임 인식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 브랜드 
캠페인 ‘NC PLAY PROJECT’의 작품인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아트와 웹툰, 소설, 딩벳아트 등을 선보였습니다.  

‘Free Fuel’ 무료 음원 배포 프로젝트

NC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고자 만국 공통어인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NC의 사운드센터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UNIVERSE)의 아티스트들을 모티브로 BGM을 제작해 배포하는 
‘Free Fuel’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Free Fuel’은 사용료 걱정 없이
(Free) 창작물에 재미와 감동을 더해줄 에너지(Fuel)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인 환경
을 조성하고, 여느 때보다 온라인 활동이 중요해진 4차 산업 환경에서
의 문화 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
하는 새내기 크리에이터는 물론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의 시청각 교보재, 
온라인 배움터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음악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감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 창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저작권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전시회 Free Fuel 프로젝트

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NC는 게임 등 본업에서의 역량을 
기반으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19 종 배포Soun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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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역사회 기여

NC는 글로벌 아이들과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을 위하여 회사 차원의 
기부는 물론, 글로벌 법인의 임직원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확산 활동

NCW는 임직원 및 직책자 모두의 DEI 인식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Cultural Moments Initiativ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행사는 Black History Month, AAPI Heritage Month, Disability 
Pride Month, Pride Month, International Women’s Month 가 있
습니다. Cultural Moments Initiative 관련 임직원 사회 봉사 활동과 
비영리 단체 기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세분화 되어 있던 기부 
방식을 ‘Fidelity Workplace Giving Marketplace’ 으로 플랫폼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동안 총 $30,799를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체험 기회 제공

NCVVS는 게임 아트 분야 AAA급 전문가에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ARTIVA ART Challenge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900명
으로 구성된 ARTIVA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며, Challenge 행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재는 무상 교육과 NCVVS 오피스 투어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NCVVS는 여성 인권 신장 및 동등한 구직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NCVVS는 2021년 베트남 현지 아트 교육 
기관인 MAAC (Maya Academy of Advanced Cinematics) 의 여학생
들에게 게임 업계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엑스트라 라이프(Extra Life)

ArenaNet은 소아 환자 후원 프로젝트인 ‘엑스트라 라이프’에 2021년
까지 5년간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하여 북미 전역에서 
24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길드워’와 ‘길드워2’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4,000여명이 시청하였고, 목표 기부 금
액인 $13만(프로젝트 총 모금액 약 $50만)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
부금은 ‘엑스트라 라이프’내에 ‘Children’s Miracle Network’에 소속된 
병원들에 전달되었습니다.

스푼즈/투턱곰 학용품 기부

NGO Life of the children에 스푼즈 및 투턱곰 학용품 약 1.7억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1월에 케냐, 우간다, 부르키나파소를 
대상으로 약 1억 원을 기부했으며, 두 번째로 미얀마, 필리핀, 키르기
스스탄을 대상으로 약 7,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스푼즈/투턱곰 학용품 기부

2021년 세부 기부 내역

대상 내역

AAPI Heritage Month 직원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8,398(약 900만 원)를 기부

Pride Month/LGBTQ+ 직원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 $5,461.48(약 600만 원) 를 기부

Mental Health Awareness Month 
Fundraiser

직원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 $4,543.50(약 500만 원) 를 기부

Winter Fundraiser 직원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12,396(약 1,400만 원) 을 기부1)

1)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등 7개 단체에 지원

엑스트라 라이프 2021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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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hrone and Liberty)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NC의 오리지널 IP

동양 콘셉트의 배경으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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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소통의 장

NC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유연하게 소통하고 
같은 뜻을 가진 임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C 2021 상반기 노트

‘NC 2021 상반기 노트’에서는 NC의 다양한 도전(NCDP 2021, 신규 
서비스 론칭, 글로벌 시장 도전, 게임 개발 효율화) 및 회사의 새로운 
소식(업무 공간 확장, ESG 경영) 등 내부의 새로운 시도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임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조직장, 혹은 최고책임자(Chief Officer)가 출연해 NC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배경과 맥락 및 진행 상황을 소개했고, CEO는 각 주제
가 회사 경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전 임직원의 50% 이상이 ‘NC 2021 상반기 노트’를 시청했습니다.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
하였으며, 다양한 시각 자료와 자막, 음악 등을 포함하여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영어 자막 버전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 구성원들의 
접근성도 제고했습니다.

공유와 소통의 새로운 개발 문화, 
NCDP (NCSOFT Developers Party)
NC의 개발 문화를 대표하는 지식 공유 콘퍼런스 ‘NCDP 2021’이 
2021년 5월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4회차를 맞는 ‘NCDP 2021’은 
‘PUSH, PLAY’라는 슬로건 아래 74명의 강연자가 참여하는 52개의 
온라인 콘퍼런스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을 위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나누는 콘퍼런스와 사내에서 진행되는 개발과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쇼케이스, R&D 프레젠테이션 등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5월 개최된 ‘NCDP 2022’는 ‘Re Focus, Re Connect’라는 
슬로건 아래 NCDP의 특장점인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강연과 발표 등 
개발 노하우 공유에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했
습니다. 강연자의 개인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개 모집 강연>과 
직원들이 듣고 싶은 주제의 <노하우 공유 강연>으로 구성했으며, 개인 
스트리밍 형태의 <개발자 BJ 강연>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되는 
<일반 강연>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략공유회

NC는 회사의 미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전략공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공유회를 통해 전사 중장기 방향성 및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실행이 필요한 전략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CSO의 
방향성 메시지,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사에 공유하고, 
참석자들간 Q&A 및 토론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제 1회 ‘전략공유회’ 개최 후 행사의 내용과 소통 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향후 진행될 ‘전략 공유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향후에는 ‘전략공유회’를 세분화(테마 별 전략 공유회, 전사 전략 공유회, 
사내 주요 현안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소통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1회 전략 공유회 참석자 Comments]

“회사의 방향성에 대하여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음”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해보자 
등의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가슴 벅차게 하는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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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인재확보 파이프라인

NC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과 기회에 적극적
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임직원들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종 및 
직무별로 인턴십, 산학협력, 신입·경력 채용 등 폭넓은 인재 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대비 2021년 말, 국내 기준으로 임직원은 총 1,414명 
증가(44%), 여성은 560명 증가(57%)했습니다. 연평균 여성 채용 
비율은 2017년 30.6%에서 2021년 33.3%로 확대1)되었습니다.
NCW는 학교와 연계된 구직 플랫폼인 Handshake와, Linkedin, 
Diversityjob.com, ArtStation, MobyGames 등 외부 채용과, SNS를 
이용한 구인 홍보로 인재확보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NC는 매년 인턴을 선발하여 직접적인 부서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
하고, 우수자에게는 졸업 후 정규직 입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주니어 인재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신입공채 연봉의 
상한을 폐지하는 시작연봉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인턴 
급여도 대폭 인상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 정책을 전개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신입 프로그램 선발 
인원은 1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Summer 
Intern의 월 급여는 종전 200만 원에서 2021년 250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우수 신규인재 유치

회사에 관심있는 지원자가 언제든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채용 포지션 발생 시 즉각적으로 연결 가능한 인재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Standford, MIT, UC Berkely 등 해외 유수대학을 
대상으로 리쿠르팅을 개최하여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COVID-19 속에서도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 온라인 1:1 직무
상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지원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NCVVS는 현지 우수 3D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게임 아트 디자인 
기관인 MAAC와 Arena Multimedi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3D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및 게임 아트 디자인 분야에 교육생을 모집
하였습니다. 16명의 교육생들은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정규 직원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업계 전문인력 확보

NC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모집 채널 및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자사 채용 플랫폼으로 구직자의 원서 제출을 기다리는 In-
bound 채용 방식에서,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서는 Out-bound 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력과 채용 조직을 확대하여 Direct Sourcing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내부 임직원이 리크루터가 되어 우수한 동료 
영입에 동참할 수 있는 임직원 추천 제도(Employee Referral)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인재 소싱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내 경력개발 기회 지원

NC는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사내이동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채용공고가 오픈 
되는 사내공모 제도와 대규모 공채 형식으로 진행되는 반이동 제도를 
통해 연간 300여 명이 사내에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NC는 인재 충원 니즈가 있는 부서를 위한 사내 채용공고를 게시하
고 있으며, 임직원 누구나 해당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순환 및 부서이동 신청이 가능한 상시 Job Posting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스스로의 커리어 목표 및 
니즈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이동
개인의 경력개발 목표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NC 의 인재순환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반이동 사내공모 합계

공고건수 건 796 649 1,445

지원자 명 343 280 623

합격자 명 224 77 301

1) �임원, 정규직,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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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팅

2021년 앵커미팅은 4월, 8월에 실시하였으며, 구성원의 목표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앵커미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목표관리 수준을 높이고, 성과 창출 및 개인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인 성과평가

2021년 개인 성과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절차를 보다 정교화 했습니다. 평가 
대상자와 상위 직책자 간 사전 성과 리뷰를 통해 인식 격차를 줄이고자 했으며, 평가자의 피드백 절차를 강
화하여 구성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했습니다. 2022년에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속적으로 개인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임원 성과평가

2021년 임원 성과평가는 해당 성과연도에 창출한 성과 및 기여도/리더십을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습
니다. 2022년에는 체계적인 목표관리, 중간 점검 프로세스 도입 등 임원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임원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면 피드백

다면 피드백은 매해 운영되며, 연결되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을 수용함으로
써 개인의 성장과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다면 피드백은 구성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개인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보상

NC는 임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철학을 바탕으로, 보상 위원회의 의결/승인 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친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2. 총 보상 측면에서 업계 최고수준을 지향합니다.
3. �업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IP 출시 및 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4. 보상 결정 시 연공서열 개념을 탈피한 시작연봉제1)를 운영합니다.
5. 핵심인재 대상 파격적 처우를 제공합니다.
6. 일한 만큼 보상받는 비(非)포괄임금제를 시행합니다.
7. 임직원 맞춤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NC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사협
의회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위원 3인과, 전체 임직원 중 입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임직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3인의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2022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 각 공동의장과 간사 및 고충처리위원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1) 시작연봉제: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우수 인재에게는 기준제한이 없는 연봉 지급

가변적 보상 제도

PI (Performance Incentive) -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에 연동한 Incentive 지금 제도(연 1회)

D-PI
(Development PI)

론칭 보너스 - �새로운 게임/IP의 개발, 출시에 기여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Incentive 제도

- �대상자 : 담당 조직 구성원 + 협업 기여조직 구성원

PS (Profit Sharing) - �새로운 게임/IP의 사업, 서비스 과정에서 
  �기여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Incentive 제도
- �대상자 : 담당 조직 구성원 + 협업 기여조직 구성원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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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NC 리더의 핵심 역할은 임직원 개개인이 조직 내에서 가치있게 여겨
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조직과 임직원 간의 연결성, 임직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NC는 신규 보임 팀장, 실장급 직책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리더십 진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장급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지식, 트렌드 학습 및 인사이트 
함양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Catch up’과 명사 초청 특강인 ‘엔씨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급 직책자에게는 조직, 일, 사람, 자기관리 
영역 개발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에는 원격근무 장기화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신뢰와 존중 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BTS(Best Team Start) Program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팀 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팀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BTS(Best 
Team Start) Progr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원격근무 
장기화에 따른 팀 결속력 제고를 위해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주제로 상호간 업무/커뮤니케이션 
성향 이해, 갈등관리, 심리적 안정감 조성, 그라운드 룰 만들기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사 데이터 역량 교육
데이터 기반의 업무 문화 확산을 위해 학습을 희망하는 임직원을 대상
으로 데이터 분석 및 코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세부 학습과정을 보다 다양화하고, 개설 차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입니다.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임직원 대상 대학원 수업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대학원 수업에 강연자로 참여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취득 지원 자격증
  -	PMP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	PRINCE2 (Projects IN Controlled Environments)
▪	2021년 취득인원: 4명
▪	기대효과: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을 위한 올바른 표준/절차에 대한 지식 습득과 

수준 검증 가능
▪	지원 대상: 자격증 관련 직무/업무 적합성이 있는 정규직

조직/직종 단위 맞춤형 교육
신설 조직의 전문성 강화 또는 특정 학습 니즈 충족을 위한 맞춤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전사 차원에서 공통 육성이 필요한 
기술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문 세미나 운영

총 365명 참여

게임 디자인 영역 4회

총 208명 참여

프로젝트 관리 영역 7회

총 6명

2021년 대학원 수업 참관

총 5명

강연 참여

총 1,691명

2021년 누적 학습인원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NC University

직무전문성 강화 및 리더십 개발
NC는 주요 직무 영역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스킬 관련 학습 과정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 방식의 콘텐츠와 사내외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71개 과정, 191차수를 
개설하여 누적 학습인원 기준 총 9,99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학습 콘텐츠 구성

Game Design

Technology 
Trend

Development
Management

Game Art

Global Business

Data
Intelligence

Programming

Leadership/
Management

Team Program

http://www.ncsoft.com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NCSOFT ESG PLAYBOOK 2021

구성원 케어

지배구조

윤리경영

50

구성원 케어

복리후생

2021년에는 주택자금대출제도, Post-Scholarship 제도, 경조사 제도 등 복리후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새로운 근무 공간(알파리움타워)이 구축
되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가 안정화 됨에 따라 식사 및 운동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여행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회사콘도(휴양소)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한 근무문화

NC는 게임 산업의 특수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2019년 포괄임금제
를 전면 폐지하고, 선제적으로 근무 제도를 개선하여 선택적 근로 시
간제(완전 자율 출퇴근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
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원칙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
고, 월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직원의 사무공간 출입을 제
한하는 GateOff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를 지
양하고 임직원의 삶과 업무간 균형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서 정한 모든 휴직/휴가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모성보호 정책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중
에 있습니다. 또한, 법정 기준외에도 장기근속휴가, 백신휴가 등의 운
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 근무문화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인프라 어린이집 ・자체 개발한 IT운영관리시스템 기반의 보육 및 교육, 건강, 안전 프로그램 제공
・알파리움타워 2동에 100명 규모의 신규 어린이집 개설(2022년 개설)

사내카페 ・NC 사옥 1, 2층 카페운영(공정무역 인증 원두 사용 및 다문화 바리스타 채용)

라이브러리 ・전 임직원이 이용 가능한 40,000여 권의 국내외 도서, 정기 간행물, 멀티미디어 구비

직원식당 ・6가지 식사 코너 운영, 조식/중식/석식 제공(동시 수용인원 754명)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산물 사용 및 비건 메뉴 일부를 제공하는 My Fresh Bowl 코너 오픈(2022년 시행)

메디컬센터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7명 직접 고용
・물리치료(10Bed), 피부과,(3Bed), 수액(4Bed) 시설  제공 및 예방접종 지원

피트니스 ・개인 PT, GX룸, 스크린골프장, 실내체육관, 스파(사우나 및 찜질방) 운영
・알파리움타워에 피트니스 시설 신설(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룸 3개소 마련)

심리상담실 ・임직원 심리안정 제고를 위한 Calm Program을 운영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2개의 임직원 심리 상담실 운영
・스스로 마음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셀프마인드케어 어플 개발 및 보급

주요 복리후생 메디컬 플랜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의료비 지원 보험

복지카드 ・전 직원 대상(휴직자 포함) 연 25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취미(게임, 여행), 건강의료,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생활안정자금 ・시중금리 대비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대 3,000만 원 대출 지원

주택자금대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회사콘도(휴양소) ・전 직원 대상 전국 44개소의 주요 콘도 및 휴양소 지원

컨벤션홀(웨딩홀) 지원 ・연중 토/일 오전 11시~오후 5시 중 무료 대관

Post-Scholarship ・대학과 대학원 학자금대출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신입 정규직 입사자(경력 2년 미만)에게 지원

기타 ・전 직원 대상 경조 휴가 및 경조금, 물품 등 지원
・창원 NC파크 경기 티켓 할인, NC 다이노스 휴일 경기 지원 및 단체 관람
・기념일선물 지급에서의 미혼자와 기혼자와의 차등 이슈 해소를 위해 결혼 기념일을 생일 기념일로 통합 개편
・여성휴게실 내 모유 착유 및 휴식이 가능한 여성 직원 전용 공간 운영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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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2020년에 수립한 안전보건체계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 개최(총 3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위험성 평가 실시, 근골격계 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건강
검진을 수행하였고, 도급인으로서 사옥 순회점검(매주), 사내도급사 
대상 안전보건합동점검(3분기 최초실시 포함 총 2회)을 실시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개최와 건강검진, 직무교육,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급인으로서 순회/합동점검을 지속하고, 
도급사의 위험성 평가 유무 확인 및 지도를 통해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도 함께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NC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대표를 포함하여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산재 예방 계획,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기타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에 의뢰,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NC는 안전보건소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사내 산업안전보건활동 wiki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 안전성 개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판교 사무실(판교R&D센터, 알파리움 
오피스), 엔씨타워I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초빙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위험도는 보통(판교 8.12, 
엔씨타워 7.5)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선 이후 위험도는 매우 낮음 수
준(판교 3.65, 엔씨타워 3.1)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하반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개선 이행 여부 확인 및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사내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사내시설 점검을 위해 매분기 합동순회 
점검을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차량 사용 확대에 따라
판교R&D센터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질식 
소화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판교R&D센터의 경우, 전기 판넬 
내부 화재를 초기 소화하기 위해 판넬 가스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계단, 화재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NC 안전백서를 배포하여 직원들에게 꾸준히 교육 중입니다. 
기계실 밀폐 공간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소농도측정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FM 용역사를 위한 휴게공간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
니다.
 

COVID-19 지원

국내
NC는 전사 차원의 COVID-19 대응을 위해 HR센터, PH센터, 시설
인프라실 등으로 구성된 COVID-19 워킹그룹과 사내 COVID-19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COVID-19 wik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연계한 전사 근무제를 운영하고, 
부서별/개인별 근무 상황을 고려한 재택근무 신청 제도 도입, 해외 
출장자의 자가격리를 위한 숙소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부터 NC Medical Center에서는 출근하는 임직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진단키트 지원과 검사소를 운영하였고, 3월부터 NC 
Medical Center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 임직원
들이 외부 병,의원 및 선별진료소 방문없이 질병관리청 통합시스템에 
자동 등록 되도록 했습니다.

해외법인
NCW와 자회사는 임직원 원격 근무 지원, 임직원 가족을 위한
COVID-19 대응 방법 제공,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당 지급,
COVID-19 백신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NCJ는 백신 접종을 촉진
하기 위해 최대 3일의 백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확진자 대
상으로는 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자가진단 키트 및 음식과 
음료를 자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일로 제한되어 있
던 육아/간호 휴가 일수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NCT는 타이완의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시 재택 근무를 시행하였으며,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3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PCR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했습니다. NCVVS에서
는 COVID-19 환자를 위한 온라인 참여 활동 및 지원과 함께, 직원들의 
재택근무에 따른 전기 요금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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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케어

NC Case: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 활동

다양성 및 포용성 거버넌스

NCW와 자회사는 인사, 게임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DEI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위원회는 CPO(Chief People Officer)가 위원장으로서 DEI
프로그램 매니저, HR Business Partner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I 위원회는 매월 단위로 DEI 성과를 점검하고 이슈사항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mployee Resource Groups (ERGs)
NCW는 DEI조직이 관리하는 임직원 참여 다양성/포용성 그룹을 설립
했습니다. ERGs는 다양한 성별, 장애, 인종, 성향의 임직원들이 교육, 
상호 교류 등이 가능한 그룹이며, 현재까지 총 4개의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dvisory Councils 
다양성 및 포용성, 문화, 윤리 등의 이슈를 더 잘 해결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NCW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임직원들이 참여
하는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peak Up Survey / Slido
원활한 소통 지속과 DEI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DEI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사내 이슈를 조사하는 Speak Up Surve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DEI, 커리어 등의 의견을 익명으로 나눌 수 
있는 Slido 플랫폼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여성의 날 기념 콘텐츠 기획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NC 공식 블로그에서는 2022년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기획 시리즈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게임 개발 과정과 사내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NC의 
여성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철학과 업무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The Originality’ 인터뷰 시리즈 기획

3년째 이어지고 있는 ‘The Originality’ 시리즈는 남다른 탁월함과 
열정을 보여주는 NC 직원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2021년에는 ‘경험의 다양성’을 주제로, 각기 다른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NCW와 NCVVS에서 근무하는 해외 직원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글로벌 관점에서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NC 베트남 비주얼 스튜디오 
캐릭터 팀 
리드 3D 아티스트 
Ran(Huen Pham Nya) 

“�다양한 플레이어의 기호와 취향을 만족시키려면
 캐릭터 비주얼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리드 아티스트로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릭터 비주얼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NC 베트남 비주얼 스튜디오 
캐릭터 팀 
리드 3D 아티스트 
Trumph (Đặng Lê Minh 
Trung)

“서로 다름이 탁월함을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팀원 모두가 공유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
은 결국 다른 팀원들의 강점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완성할 수 있다.”

NC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 임효미 원장

“�아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웃는땅콩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른이 되어 차별 없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C West, Localization, 
Kieran Brewer

“게임 로컬라이제이션은 일종의 예술이다. 
다양한 지역, 연령, 계층, 성별, 문화, 성별 인식 등을 
가로지른 어떤 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것
이다. 현지화가 잘된 게임은 문화권과 배경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다가갈 수 
있다. 단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과 그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소통의 창이라 믿는다.”

여성 게이머

유색인종 임직원

신체, 정신 장애 임직원

LGBTQ+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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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원칙
 
NC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근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발전적인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자본구조

NC의 정관상 발행가능주식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1,954,022주입니다. NC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식으로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NC는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주주 환원

NC는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일정 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자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래 꾸준히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배당과는 별개로 적정한 
시점마다 자기주식 취득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당금액과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합한 총액은 
약 3,000억 원입니다.
주주환원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공정공시를 통하여 
향후 3개년 배당 정책(2022년~2024년 기간에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결 당기 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주주 구성

구분 소유주식 수 지분율

김택진 대표이사 2,628,000 12.0%

자기주식 1,646,583 7.5%

넷마블 주식회사 1,950,000 8.9%

국민연금공단 1,852,215 8.4%

내국인 4,060,013 18.5%

외국인 9,817,211 44.7%

총합계 21,954,022 100.0%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http://www.ncsoft.com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NCSOFT ESG PLAYBOOK 2021

구성원 케어

지배구조

윤리경영

54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NC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 
사안을 결의하고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NC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과반수 이상의 사외
이사로 구성된 운영 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감사를 포함한 모
든 이사들에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 평균 출석률은 98%입니다.

이사회 독립성 및 효율성

이사회는 경영진과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보완 사항들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사외이사는 총 5명이며, 그 가운데 2명은 여성입니다. 
감사를 포함한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의 회사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NC의 이사회는 경영, 법률, 회계/재무, 인사, M&A,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찬현 사외이사는 서울고등
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감사원 원장 등의 경력을 
보유한 법률 리스크 관리 전문가이며, 올해 신규 선임된 정교화 사외
이사는 국내외 법 교차 검토에 능통하면서 Tech 산업 현장 경험까지 
겸비한 법률 리스크 관리 전문가 입니다. 또한, 백상훈 사외이사는 
국내외 회계법인 및 로펌 등에서 20년 이상의 자문 경력을 보유한 
회계/세무/재무 전문가 입니다. 
NC는 이사 선임 시 성별, 인종, 종교, 정치, 문화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아울러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2022년 
5월 기준,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 5명(전체 구성원대비 71%), 
기타비상무 이사까지 포함한 외부독립이사는 6명(전체 구성원대비 
86%)입니다. 5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여성이며, 의사결정기구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NC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2022년 3월 기준

구분 역할 현황

감사위원회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위원장 : 사외이사
위원 : 사외이사 2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선임원칙 
수립.
전문역량과 독립성 여부 등을 
고려해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추천

위원장 : 사외이사
위원 : 사외이사 2인

보상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사전 심의 승인. 
임직원 보수 적정성 검토 승인

위원장 : 기타비상무이사
위원 : 사외이사 2인

이사회 구성

구분 성명 성별 전문분야 경력 위원회 활동 임기

사내이사 김택진 남 경영총괄 엔씨소프트 대표, 사장 이사회 의장 2021.03.30~2024.03.29

기타비상무 
이사

박병무 남 M&A, 투자 VIG파트너스 대표 보상위원회 위원장 2022.03.30~2025.03.29

사외이사 조국현 남 조직, 인사 하와이퍼시픽대 경영학과 교수 감사위원회 위원 2020.03.25~2023.03.24

최영주 여 산업기술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2020.03.25~2023.03.24

황찬현 남 법률, 리스크관리 법무법인클라스 공동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21.03.30~2024.03.29

백상훈 남 회계,세무,재무 BnH세무법인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2022.03.30~2025.03.29

정교화 여 법률, 리스크관리 Netflix Korea 정책/법무 총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2.03.30~2025.03.29

*2022년 5월 기준

* �대한민국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직 할 수 없으며 2022년 5월 기준으로 NC 모든 사외이사는 이를 준
수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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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에서 심도 깊은 검증 과정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추천합니다. 사외
이사 후보 선임에 대한 안건은 후보별로 분리해 상정하고 있으며,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확정됩니다. 

활동 지원
NC 이사회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확인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NC는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고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타 기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관련 규정과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도입 
준비 중이며, 도입의 장단점 및 결과 활용성 등을 구체화하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사 보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성과 중심 평가보상 원칙’
에 의거하여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보상위원회에서 운영기준과 보수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 지급 금액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인원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1,086 5,54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69 84 

감사위원회 위원 3 252 84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준  

구분 내용

적법성 관련 법령 자격요건 충족

독립성 회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 가능

전문성 당사에 기여 가능한 전문지식 보유 & 이사회 구성상 상호 역량 
보완가능

충실성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객관성 전체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가능

윤리 책임성 모범적인 유리의식 & 책임감 있는 직업의식 보유

다양성 성별, 나이 국적 등 이사회 전체 구성의 다양성 고려

2021년 교육 현황

교육명 대상 목적 일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
- Global CEO
- 감사위원회 위원
- CFO 등

개정 외감법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법적 요구사항 및 새로운 
회계기준’ 교육

2021. 11. 10

ESG 
이해와 
이사회 
감독

사외이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KCGS G 30번 가이드에 
기초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 제공

2021.11.19~
2021.12.18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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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규정

NC는 임직원의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인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에는 국적, 성별, 인종, 종교,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 조롱하는 인격 비하 표현을 자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윤리규정 10조를 통해 금품, 
선물,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 요구,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미에서 2022년 상반기
에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 온라인 동의를 받았으며, 
앞으로 윤리강령을 신규 제정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준법 및 윤리경영 조직

NC는 법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지속 강화를 위하여 CLO(Chief Legal Officer)직책을 신설하고, 윤리경영실과 법무실을 
CLO 산하에 배속했습니다.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윤리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은 회사 전반의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1팀, IT시스템 평가 및 
관련 조사활동을 담당하는 감사 2팀과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은 매년 정기적
으로 이사회에 준법지원 활동을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 매 분기별로 주요 감사 계획 및 감사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자료에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윤리 관련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준법점검, IT 컴플라이언스, 자회사 법률실사 등에 대한 준법지원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
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NCW는 회사 내 CERC위원회(Compliance & Ethics Review Committee)를 통하여 윤리경영 및 부패 이슈를 관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CERC는 Chief of Staff and General Counsel을 포함한, 3명의 SVP(Senior Vice President)급 고위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RC는 
NCW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규정한 ‘Employee Handbook’ 내 ‘비윤리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뇌물 및 반부패 정책을 위배한 경우 및 ‘Ethical 
Partnerships Statement of Principles’ 상 ‘공정한 비즈니스의 이행’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 감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NC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고객 등 보호)
제3조	 (법령 및 회사 내규의 준수)
제4조	 (기업 가치 등의 공유와 품위 유지)
제5조	 (성실한 업무 수행)
제6조	 	(임직원 상호간 신뢰와 협력)
제7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제8조	 (회사의 자산 보호)
제9조	 (재무 및 비용의 투명한 관리)
제10조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청렴 의무)
제11조	(이해상충방지)
제12조	(언론 등에 대한 대외활동)

정기감사

상시감사

특별감사

윤리 및 반부패 감사2021년 8월 이사회 보고내용

❶ �ESG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준법지원 전담조직으로 윤리경영실 내 
컴플라이언스팀 창설

❷ �임직원 윤리규정 개정, 조항 신설
� - �최근 사회적 이슈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 처리
� - �국적/성별/인종/종교/지역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갈등을 조장

하는 표현 금지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임직원을 차별 대우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❸ �개정된 윤리규정 관련 내부 윤리교육 진행: 신규 입사자 대상 연 6회, 신임 팀장 
대상 매 분기

・목적: 프로세스, 내규 준수 확인 및 프로세스 적정성 감사
・대상: �윤리규정 등 사내 제 규정 위반 행위 및 업무 전반 

프로세스

・목적: 주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대상: 정보유출, 구매부정,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목적: �제보, 인지, 조사요청 등으로 인한 규정 위반행위        
적발 감사

・대상: 윤리규정 위반 등 모든  내규위반 행위

제정 2009. 02. 04.
개정 2014. 12. 31.
개정 2021.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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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윤리규정 교육
모든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인턴 포함)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윤리규정 전반을 설명하는 윤리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신임 팀장에게는 분기별로 직책에 알맞은 주의사항을 담은 윤리규정 교육을 통해 대상 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로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금지, 무단겸업금지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모든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인턴 포함)에
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사 컴플라이언스 교육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포함된 윤리교육과 정보보안 교육, 오픈소스라이선스 활용 교육 등 자체 컴플라이언스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실천에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윤리/반부패 정책 확산

협력사 선정 및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협력사 선정 시, 모든 참여사로부터 
필수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상에도 부당이익 
제공과 요구를 금지하는 ‘청렴계약 준수’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계약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내 
사이트에 게시하여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협력사 관리를 위해, 주요 협력사에 대한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
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거래처
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 등을 신규 제정할 계획
입니다. 

NCW 파트너 윤리 원칙
(Ethical Partnership Statement of Principles)
NCW는 회사 내 윤리정책을 협력사 및 피투자사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협력관계를 시작할 때 잠재 협력사의 안전한 근무조건, 공정한 사업 
관행, 다양성과 포용성 인정, 환경책임 준수, 고객 존중, 긍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Ethical Partnership Statement of Principles’를 
수립하여 NCW 및 자회사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시, ‘Ethical Partnership Principles’ 
기반의 ‘NCW Integrity Pledge’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CW는 협력 관계 체결 뿐 아니라, 투자 및 인수 결정을 할 때에도 
대상 회사의 윤리경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Ethical Partnership 
Due Diligence Surve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NC 윤리교육 학습 인원

대상자 윤리교육 학습 인원 (단위:명)

임원 75

정규직 4,367

계약직 252

파견직 4

총 합계 4,698

교육 시행 현황  

대상 주요 내용 주기

신규 
입사자

신규 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내 윤리 규정 
(사례 중심)

연 6회(신입 공채 연 1회 별도)

신임 
팀장

신임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내 윤리 규정

분기 별 1회

자체교육 시행 현황  

프로그램 대상자 이수횟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 임직원 매년 1회

정보보안 교육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관련 직종/직무 격년 1회

윤리교육 전 임직원 매년 1회

법정 의무교육 시행 현황

프로그램 대상자 이수횟수

성희롱 예방교육 전 임직원 매년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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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대내외 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의 비윤리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물론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은 암호화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 포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관계 법령 및 내규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며,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에게 제보 내용 및 제보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 원칙은 엔씨통 및 클린신고센터 웹페이지 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신고채널을 통해 총 87건의 신고(규정위반 제보 15건, 기타 고충 등 72건)가 접수되었으며,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엔씨통 프로세스1)

1)	 	회사는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및 내규에 따라 사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 

외부: 클린신고센터
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위반, 부정비리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조사후에는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엔씨통
임직원의 부정비리와 고충,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접수하는 사내 채널입니다. 
고충, 민원은 유관부서 전달 후 의견을 

회신하며 부정비리 제보는 조사 후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 처리결과 통보

  비위사실이 확인 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

조치

・ 사건 개요 및 신고자 요구 파악
・ 성희롱 등 성별을 이유로 한  사건 상담 시 

반드시 여성 조사관 1인 이상 참여

상담

・nano 엔씨통(PC/모바일)을 통하여 
    비위사실, 고충, 정책제안 등 신고 접수
・ 정식 신고를 통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단순 상담만 진행 가능
・ (신고자 동의 시)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실시

사건 접수

  고충, 정책제안
・ 고충처리위원, 유관부서 등 처리 담당 
    주체 별 사실관계 확인
・ 제안 현실성, 개선 필요성 등 검토

  비위사실
・ 피해자, 조사대상자, 관련자 등 조사
・ 객관적 증거(구체적 피해사실이 나타난 
    녹음, 메일, 메신저 등)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가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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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2021년 이슈 Pool 구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산업계 주요 이슈 및 내부 경영현안 등에 대한 대내외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ESG 영역의 총 18개 이슈 Pool 구성

▪비전 및 전략 분석: I&M 리포트 주요 안건
▪내부  주요 이슈: 내부 미디어 공유 자료
▪이해관계자 설문: NC 임직원 대상 이슈 별 중요도 평가(2022.04.20~2022.04.26)

▪미디어리서치: 국내 주요 언론사 대상, 2021년 NC 관련 기사 477건 분석
▪산업 벤치마크: 동종산업 ESG 선진사 6개 기업 보고 이슈 분석
▪글로벌 표준: ESG 표준 및 이니셔티브(MSCI, SASB, KCGS 등) 검토     

 Step. 2   이슈 분석 및 중요성 평가
다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C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도(Impact)와 사업 연관성(Relevance)에 대한 
중요성 평가

내부 환경분석
Evidence of ‘Social Concern’

중대성 평가 결과 산출

Evidence of ‘Financial’

외부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영향과 압력 비즈니스 영향도 및 전략적 우선 순위

순위화

중대성 Mapping

순위(전년) 주요 이슈 GRI Standards SASB 2) 이해관계자
1 ↑(4) 인재 영입 및 성장 지원 401: Employment

404: Training and Education
Non-SASB 임직원

2 ↑(8) 유저 만족도 제고 Non-GRI Non-SASB 유저
3 ↓(2) 1) 조직 내 다양성 및 포용성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6: Non-discrimination
Recruiting & 
Managing a Global, 
Diverse & Skilled 
Workforce

임직원

4 ↑(7) 건전한 지배구조 102-18: Governance structure Non-SASB 주주, 임직원
5 ↓(1) 노동인권(근무환경)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12: Human Rights and Assessment
Non-SASB 임직원, 파트너

6 ↑(13) AI Ethics Non-GRI Non-SASB 이해관계자 전체
7 ↓(2) 1) 게임 내 다양성 및 포용성 Non-GRI Non-SASB 유저
8 ↑(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418: Customer Privacy Data Privacy 

& Freedom of 
Expression, Data 
Security

유저, 정부

9 ↓(5) 사회공헌 활동 413: Local Communities Non-SASB 이해관계자 전체
10 ↓(3)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Non-SASB 임직원
11 ↓(5) 윤리 및 공정거래 102: Ethics and Integrate

205: Anti-Corrupti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Competitive Behavior

임직원, 파트너

1) 2020년 다양성 및 포용성에서 조직, 게임 내로 세분화
2) TECHNOLOGY & COMMUNICATIONS SECTOR , SOFTWARE & I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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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영입 및 성장 지원

조직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유저 만족도 제고

환경 영향 저감 활동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사 상생/ESG 전파디지털 시민성

게임 내 다양성 및 포용성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사회적 관심도(Social Concern)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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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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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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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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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건전한 지배구조

사회공헌 활동

Data센터 에너지 효율성

컴플라이언스
노동인권(근무환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AI Ethics

기후변화 대응

윤리 및 공정거래

중대성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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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관련 정책

서문 (Overview)
엔씨소프트는 세상 모두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미래를 꿈꿉
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술의 혁신을 
거듭합니다. 기술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술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엔씨소프트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
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표(Goal)
엔씨소프트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선언을 존중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 협력사, 유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Boundary)
엔씨소프트의 인권경영선언문은 엔씨소프트 본사와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엔씨소프트와 
거래하는 협력사 또한 본 선언문의 원칙을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 원칙 (Principles)
엔씨소프트는 임직원과 유저, 협력사,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
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임직원의 인권 존중
-	 	엔씨소프트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성 정체성, 신념,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	 	엔씨소프트는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	 	엔씨소프트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2. 유저의 인권 존중
-	 	엔씨소프트는 유저가 서비스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엔씨소프트는 유저의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성 

정체성, 신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	 	엔씨소프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법규에

서 요구하는 정보만 기록 및 저장합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 협력사의 인권 존중
-	 	엔씨소프트는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	 	엔씨소프트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엔씨소프트는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4.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	 	엔씨소프트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엔씨소프트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미래세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인권경영 관리체계 (Management Processes)
엔씨소프트는 인권 관련 고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를 통해 고충 
해결을 신속히 지원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엔씨소프트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시 본 인권경영선언문을 
제·개정 합니다.

인권경영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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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관련 정책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관련 Policy

임직원 윤리규정 (개정 2021. 06. 14)

제 10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청렴의무) ②, ③항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나 제 3자를 위하여 금품, 
선물,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 요구, 제공 또는 그 약속을 하거나 
그 밖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미리 회피할 수 없었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부당한 이익 등을 
주거나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 또는 감사 담당부서에 해당 
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알린다.

다양성/포용성 관련 Policy

임직원 윤리규정 (개정 2021. 06. 14)

제 4조 (기업 가치 등의 공유와 품위 유지) ②항
임직원은 특정 이해집단, 사회적 이슈, 이념 등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인종, 종교,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 조롱하는 등 인격을 비하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조 (임직원 상호간 신뢰와 협력) ①항
임직원은 성별,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임직원을 차별 대우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 원칙 관련 Policy

임직원 윤리규정 (개정 2021. 06. 14)

제 3조 (법령 및 회사 내규의 준수) ①항
임직원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질서를 존중한다.

제 10조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청렴 의무) ①항
임직원은 회사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엔씨소프트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임직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엔씨소프트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영 활동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엔씨소프트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타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킨다.

3.	 	엔씨소프트는 능동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을 통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	 	엔씨소프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각 
주체에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안전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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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관련 정책

제 1장 사업소개
엔씨소프트 (이하 ‘NC’)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게임 콘텐츠, 소프트웨어, 
스포츠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C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직원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2장 환경경영 정책 개요
NC는 환경의 중요성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제 3장 환경경영 실행 원칙
1.	 	NC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경 영향을 고려합니다.
3.	 	NC의 사무실 및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4.	 	임직원에게 환경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5.	 	환경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회사가 제공하는 매체로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제 4장 환경경영 관리체계
환경경영 정책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의사결정은 NC의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ESG경영위원회가 수행합니다. 환경경영에 대한 실무 추진 
및 운영은 ESG경영실에서 전담합니다.

제 5장 환경경영 정책의 목적 및 범위
NC의 환경경영 정책은 NC의 친환경 경영을 위한  행동 원칙을 제시
하고, 환경경영 정책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대중에 공개
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본 환경경영 정책은 당사의 제품 연구 및 개발부터 출시 및 고객지원
까지 모든 기업운영 과정에 적용되며, 당사의 공급망 파트너사 전반
에도 동일한 범위로 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경영 정책

구분 환경 영향 요인 대응 방안

기후변화 
대응

전력 등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	 	건물 및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청정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이 높은 설비로 교체

-	 	임직원의 에너지 소비 감축 활동     
장려 및 친화적 생활시설 조성

깨끗한 
수자원 
보존

사무실 등에서 임직원이 
사용한 용수 배출

-	 	용수 처리에 관련한 법/규제 준수
-	 	중수 시스템 설치로 생활 오수 자가 

처리 후 재사용
-	 	수자원 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설비로 

교체

천연자원 
재활용

사용이 종료된 각종 IT 자산,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 배출

-	 	재활용 등록 업체를 통한 폐기물      
배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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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Organizational profile

102-1 조직 명칭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보고서 내 조직 명칭은 NC로 작성함)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5p– 리니지 등 IP 및 콘텐츠 소개

102-3 본사의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우) 13494

102-4 사업장의 위치 한국, 북미, 유럽(영국), 일본, 대만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법적형태: 주식회사 

5% 이상 주주 주식소유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 김택진: 2,628,000주, 11.9%     
	 - Public Investment Fund 1) : 2,032,411주, 9.3%      
	 - 넷마블: 1,950,000주, 8.9%      
	 - 국민연금공단: 1,852,215주, 8.4%      
1) Public Investment Fund는 2022년 3월 10일 공시 기준

102-6 대상 시장 25기 사업보고서 227p – 제품 및 용역 제공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한국, 북미, 유럽,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60여 개국)

산업분야: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고객 및 수혜자 유형: 일반 개인 및 PC방 사업주 등

102-7 조직의 규모
구분(단위:억 원) 2019 2020 2021

매출       17,012        24,162              23,088 

당기순이익        3,592         5,866                3,957 

자산       33,464        40,812              45,819 

부채        8,342         9,365              14,307 

자본       25,122        31,447              31,512 
*연결 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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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Organizational profile

102-8 임직원 등에 대한 정보

102-9 공급망 재화: H/W, S/W, 비품, 소모품 및 이벤트 물품 등
용역: 제작, 개발, 광고, 시설공사, 유지보수, 행사 등

102-10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방법 NC는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 규제 1) 대상과는 별개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측정하여 본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향후에는 정보 공개 수준을 
강화하고 목표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의 취지에 공감하며, 2026년 완공 예정인 신사옥은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2021년 말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이 아님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없음
102-13 협회 멤버십 현황 42p– 게임 협회 참여 현황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Strategy

102-14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성명 8p– ESG경영위원장 메시지

구분(단위:명) 2019 2020 2021

합계 1)        3,762         4,231  4,627
성별 남성        2,566         2,866  3,084

여성        1,196         1,365  1,543
계약 형태별 정규직 합계         3,646         4,094  4,462

남성        2,523         2,803  3,002
여성 1,123  1,291  1,460

임시직 합계        116     137                  165 
남성 43  63                    82 
여성 73  74                    83 
계약직 합계 - - 161

남성 - - 81
여성 - - 80

파견직 합계 - - 4
남성 - - 1
여성 - - 3

1) 본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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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Ethics and integrity

102-16 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9p- CORE VALUE, 53p- 기업 지배구조 원칙, 56p– 윤리규정, 61~63p– ESG관련 정책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메커니즘 58p- 대내외 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Governance

102-18 조직의 지배구조 9p– ESG경영위원회, 54p– 이사회운영

102-20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8p– ESG경영위원장 메시지, 9p– ESG경영위원회

102-22 이사회 내 기구 및 위원회 구성 54p–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102-23 이사회 의장 54p– 이사회 운영

102-24 이사회 추천 및 선정 55p– 이사 선임 프로세스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Organizational Profile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주주·투자자, 유저, 임직원, 파트너, 정부·지자체, 지역사회 등

102-41 단체 협약 없음

102-42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NC는 회사 경영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 받은 모든 대상을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2-43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법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주·투자자 • 기업 홈페이지 • 주주총회 • 분기별 실적발표 • 콘퍼런스 콜 
• NDR(Non-Deal Roadshow) • 1:1미팅 • 공시

유저 • 기업 홈페이지 • 고객센터 1:1 문의 
• 공식 Blog 및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 고객상담 이메일 및 전화 • 공시

임직원 • 사내포털 • Null • nanowiki • 엔씨통 상담센터 • I&M REPORT(타운홀 미팅)

파트너 • 통합구매시스템 • 클린신고센터 • 공시자료

정부·지자체 • 기업 홈페이지 • 공시 • 공공서비스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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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Stakeholder Engagement

102-44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우려사항

2021년 12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개선된 결과물로,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3분기부터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진행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자율규제인증심사에 참여해 총 12
건의 게임물에 대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의 확률 정보 표시 등 7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했습
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입니다.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Reporting Practice

102-45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25기 사업보고서 303-304p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재무성과는 연결재무제표기준, 지속가능성 성과(사회 및 환경 관련)는 NC 중심으로 보고하였으며, 일부 사회 및 환경 관련 
성과의 경우 국내외 종속회사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기재된 사회 및 환경 정량데이터는 NC의 주요사업장인 판교R&D센터,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 NC가 

임차한 데이터센터의 활동 및 성과로서 NC 별도재무제표기준 보고 범위와 100% 일치합니다.

102-47 중요 토픽의 목록 노동인권(근무환경), 다양성 및 포용성,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인재 영입 및 성장 지원, 사회공헌 활동,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AI 윤리 등

102-48 정보의 재기술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사유: 관리 범위 확대)

102-49 보고방식의 변화 해당 없음

102-50 보고 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일부 2022년 상반기 성과 포함

102-51 최근 보고서 발간년도 2021년 최초 발간

102-52 보고 주기 매년

102-53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브랜드전략센터 ESG경영실 (Email: esg@ncsoft.com)

102-54 GRI Standard 적용 옵션 GRI Standards ‘Core Option’

102-55 GRI Content Index 64~76p- GRI 인덱스

102-56 외부 검증 78p- 제3자 검증의견서
79p-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12p- NC 다양성 및 포용성 프레임워크, 22p-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28p- NC AI 윤리 프레임워크, 39~40p- NC문화재단, 46~52p- 구성원 케어, 60p- 중대성 평가, 61~63p- ESG관련 정책103-2 경영방침 및 구성

103-3 경영방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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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201: 
Economic Performance 
2016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게임 및 콘텐츠 판매가 주요 수입원인 사업의 특성상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생산 단
계에서 에너지 집약도(매출액 대비 Scope 1,2 에너지 사용량)가 다른 산업대비 높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나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이 게임 및 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
니다. 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Net Zero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가 단위
의 약속이행 노력은 밸류체인 상의 간접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GRI 202: 
Market Presence 2016

202-1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성별 신입사원 임금 비율

성별에 따른 신입사원 임금 차이 없음

202-2 현지 사업장에서 채용된 관리자의 비율 15.9% 1) 

1) 보고 범위: NC West Holdings, NC Japan KK, NC Taiwan Co., Ltd., NC Vietnam Visual Studio Co., Ltd

GRI 203: 
Indirect Economic Impacts 
2016

203-1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제공 39p- 프로젝토리, MIT 과학특별 프로그램, 40p- AAC사업, 42p-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스포츠 사회공헌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44p- 커뮤니티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기여, 32p- AI 윤리 연구 후원, 42p-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한 후원, 
사회공헌 성금 기부

구분 (단위:백만 원) 이해관계자 항목 2019 2020 2021

창출 고객(유저 등) 영업수익   1,701,185   2,416,184 2,308,817 

배분 협력사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협력사 지급비용

    516,140     726,375 889,269 

임직원 종업원급여, 교육훈련비     573,558     737,109 880,509 

주주·투자자 배당총액, 이자비용     115,990     185,172 132,174 

정부·지자체 법인세비용,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153,469 240,011 120,663

지역사회 기부금       15,775       19,086 7,160 
*연결 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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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205: 
Anti-corruption 2016

205-1 부패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됨

205-2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및 훈련 절차

205-3 확인된 부패사건과 이에 대한 조치

GRI 206: 
Anti-competitive Behavior 
2016

206-1 반경쟁 행위, 반독점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해당사항 없음 

GRI 207: 
Tax 2019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방식 NC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세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납세와 의무와 조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실행계획과 이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별 조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본사와 해외 법인간 거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에 매년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 제·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세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외부 자문 또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에 조세 관련 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리 및 
보고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7-2 세금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207-3 세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우려사항 관리

207-4 국가별 보고

구분(단위: 건) 2019 2020 2021

제보유형 규정위반 행위 제보            25            11 　15
고충 등            24            44 　72

위반사례 유형 1) 비용관련 규정 위반(배임, 배임수재, 횡령 등)              3              5 　5
무단 겸업              5              7 　2
기타 윤리규정 위반  19            11 　20

1) 제보, 인지 등으로 인한 규정위반 행위 조사 건

구분(단위: 백만 원) 2019 2020 2021

법인세 비용 대한민국     130,351     213,724 　94,165
미국 (-)699           512 428
일본        4,273        1,682 　325
대만        2,832        1,752 　377
기타           242 (-)1,026 　298

세전이익 496,154 803,257 491,328
명목세액 136,999 216,644 95,593
유효세율 27.6% 27.0% 19.5%
납부세액 130,390 173,598 187,306
납부세율 26.3% 21.6% 38.1%

구분(단위: 명) 2019 2020 2021

윤리규정 1)교육 참여인원 1,066           1,277 4,6982)

1) NC 윤리규정에는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청렴의무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2021년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확대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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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3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302 : 
Energy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302-3 에너지 집약도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35~36p- 환경 투자 계획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대한 관리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없음

GRI 303:
Water and Effluents 2018

303-2 용수 배출 관련 영향 관리 36p- 용수 사용 절감 활동

303-3 취수

303-4 폐수 배출 중수 재이용량을 제외한 모든 용수는 사용 후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됨

303-5 용수 소비  

구분(단위: TJ, TJ/백억 원) 2019 1) 2) 2020 1) 2) 2021 3)

에너지 사용량 3) 합계 251.2 259.6 489.4

직접 에너지 사용량 9.1 9.0 　10.9

간접 에너지 사용량 242.1 250.6 437.1

기타 간접 에너지 사용량 4) - - 41.4

직간접 에너지 사용 집약도(별도기준 매출액) 1.7 1.2 2.1
1) 판교R&D센터와 회사가 임차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한함
2) 집계 과정의 오류 정정으로 인한 전년 보고정보 재기술
3) 판교R&D센터,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 NC 데이터센터(임차)로 별도재무제표기준과 일치함
 *원단위 증가 사유: 임직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와 신규 데이터센터 1곳이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함
4) NC 소유 임대건물인 엔씨타워I로서 Scope3 카테고리 13번에 해당함

구분(단위: ton, ton/백억 원) 2019 1) 2020 1) 2021 2)

용수 취수량 142,829 154,801 176,051

용수 취수 집약도(별도기준 매출액) 936 690 827
* 판교R&D센터,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로 별도재무제표기준과 일치함(데이터센터는 용수 취수량이 미미하여 보고에서 제외함)
1) 판교R&D센터에 한함
2) 판교R&D센터와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에 한함

구분(단위: ton) 2019 2020 2021

용수 재사용량 1) 7,278 3,229 　6,723
* 판교R&D센터,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로 별도재무제표기준과 일치함(데이터센터는 용수사용량이 미미하여 보고에서 제외함)
1) 판교R&D센터 내 설치된 중수시스템을 통한 생활오수의 재사용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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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3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305 : 
Emissions 2016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NC는 2021년 말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산정함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36p- 탄소 배출 저감 활동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2021년 판교R&D센터 보일러 1호의 측정농도는 상반기 31.6ppm, 하반기 44.5ppm으로 정부 배출 허용 기준 60ppm 이하
를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2호는 상반기 24.5ppm, 하반기 30.8ppm으로 허용 기준 40ppm 이하를 준수하였습니다. 배출량
은 측정 시기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RI 306: 
Waste 2020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NC의 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
으로나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06-2 폐기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의 관리 NC는 업종 특성 상 폐기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기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의 관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06-3 폐기물 발생

GRI 307 : 
Environmental 
Compliance 2016

307-1 환경 법규 위반 법규 위반사항 없음

구분(단위: tCO2eq, tCO2eq/백억 원) 2019 1) 2) 2020 1) 2) 2021 3)

합계 11,782.8 12,216.7 23,054.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535.1 530.9 598.0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11,247.6 11,685.9 20,466.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 - - 1,990.2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별도기준 매출액) 77.2 54.5 98.9
1) 판교R&D센터와 회사가 임차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한함
2) 집계 과정의 오류 정정으로 인한 전년 보고정보 재기술
3) 판교R&D센터,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 NC 데이터센터(임차)로 별도 재무제표기준과 일치함
* 원단위 증가 사유: 임직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알파리움타워 1, 알파리움타워 2와 신규 데이터센터 1곳이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함
4) NC 소유 임대건물인 엔씨타워I로서 Scope3 카테고리 13번에 해당함  

구분(단위: ton) 2019 1) 2020 1) 2021 2)

일반 폐기물 발생량 70.5 65.1 385

처리 방법 소각 등 - - 242

재활용 - - 143
1) 판교R&D센터 식당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한함
2) 판교R&D센터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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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4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401: 
Employment 2016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401-2 상근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50p- 복리후생, 38p- 사내어린이집 웃는땅콩

401-3 육아휴직

구분(단위: 명) 2019 2020 2021

채용 인원 1) 합계           604           708                 778 

남성           405           459                 484 

여성           199           249                 294 
1) 임원, 정규직, 계약직 기준(6개월 이하 계약직 인원 제외)

구분(단위: 명, %) 2019 2020 2021

육아휴직 대상 인원 남성           998        1,032               1,125 

여성           230           230                 249 

육아휴직 사용 인원 남성            22            18                   13 

여성            46            42                   47 

복귀율 1) 남성           100           100                 100 

여성           100           100                 100 

복귀 유지율 2) 남성            72            53                   54 

여성            91            87                   89 
1) (보고 기간 동안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인원)/(보고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 되는 인원) × 100
2) (복직 후 12개월 동안 근무를 유지한 인원)/(이전 보고기간 동안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인원) × 100

구분(단위: 명) 2019 2020 2021

이직 인원 1) 합계           263           188                 353 

유형별 자발적 이직 2)           262           186                 353 

비자발적 이직 3)              -              2                    - 

계열사 이동              1              -                    - 
1) 정규직 기준
2) 조직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주도적인 판단 하에 조직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전직, 사직 등이 해당됨
3) 조직의 주도 하에 고용관계를 끝맺는 것으로 해고, 고용조정, 정년퇴직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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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4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403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18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51p-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03-2 위험성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조사 51p- 업무환경 안전성 개선

403-3 산업 보건 서비스 51p- 업무환경 안전성 개선, 안전한 사내시설

403-4 산업안전보건 관련 임직원 참여 및 소통 51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03-5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진행하지 않음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NC는 임직원 심리안정 제고를 위한 Calm Program을 운영하여 조직과 개인차원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고 마음 챙김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피트니스 시설을 개설하여 개인 트레이닝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3-7 비즈니스 관련 안전보건 간접 영향에 대한 경감 51p- 업무환경 안전성 개선, 안전한 사내시설

403-8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적용 범위  

403-9 업무 관련 산업재해  

구분(단위: 명, %) 2020 2021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적용 근로자 수 1)        4,618 5,047

전체 근로자 중 적용 범위           100        100
1) NC 임직원 및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도급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수의 합으로, NC 사옥 내 근무중인 도급업체 인원 기준으로 작성함(다만, 비정기
적인 상주 인원 미포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근무시간 시간 7,524,000 8,462,000 9,254,000

재해율 1) 100명 중 재해자 발생 비율(%) 0.08% 0.05% 0.02%

LTIFR(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2) 100만 작업시간당 근로손실 
발생사고자 수

0.40 0.24 0.11 

사망자 수 명 - - -

산업재해 근로자 수 명 3 2 1 

근로손실 발생사고자 수 명 3 2 1 
*정규직 기준. 도급 근로자 중 산업 재해 및 근로손실 발생율은 0%
1) (산업재해 근로자 수) / (총 근로자 수) × 100
2) (근로손실 발생사고자 수) / (총 근무 시간)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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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4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404 : 
Training and 
Education 2016

404-1 1인당 교육 시간

404-2 직원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지원 프로그램

49p – NC University 등

76p – 상세 교육 데이터

404-3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점검을 받은 임직원 비율 성과연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2016

405-1 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구분(단위: 시간, 시간/명) 2019 2020 2021

임직원 총 교육시간 90,061                78,265 101,850 1)

1인당 평균 교육시간 합계 24.6 19.4 22.9

남성 23.8                18.4 21.7

여성 26.5                21.5 25.4

정규직 24.7 19.3 22.6

임시직 23.6 21.3 31.4 2)

1) 전사인원 증가 및 온라인 Live 과정(대규모 인원 학습 가능) 비중 확대로 2020년 대비 총 교육시간 증가함
2) 2021년 정규직 대비 임시직 교육 시간이 높은 이유: 단위교육 시간이 많은 사외교육/이러닝센터교육 수강의 비율이 정규직 대비 높음

구분(단위: %, 천 원) 2019 2020 2021

연간 교육 받은 임직원 비율 100 100 100

교육 훈련 비용 1) 1,039,696 922,502 1,058,419
1) 2019~2020년 교육 훈련비를 재산정함(기존: 판관비성 교육 훈련비만 집계, 변경: 경상개발비성 교육훈련비 포함)

구분(단위: 명, %) 2019 2020 2021

연령별 30세 미만 601 653 707

30세 이상 50세 미만 3,130 3,541 3,857

50세 이상 31 37 63

성별 전체 여성 비율 31.8 32.3 33.3

팀장 1)-임원(등기 및 미등기임원) 여성 비율 17.8 20.0 20.5

임원 여성 비율 9.6 12.5 14.9

팀장 여성 비율 18.4 20.6 21.0

전체 외국인 수 27 37 34

전체 장애인 인원 수 15 14 23
1) 담당 Function에 대한 기본 의사결정 및 부서원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함

http://www.ncsoft.com


NCSOFT ESG PLAYBOOK 2021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중대성 평가  

ESG관련 정책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75

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400)

주제 지표 보고 내용

GRI 405 :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2016

405-2 남녀 기본급 및 보수의 비율  

GRI 406 : 
Non-discrimination 2016

406-1 차별 사건과 시정 조치 없음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2016

412-1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업장 오늘날 기술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NC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1년 NC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
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
zation, ILO) 선언을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 협력사, 유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방침’을 제
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중요한 투자와 계약과정에서도 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NCW는 안전한 근무조건, 공정한 사업 관행, 다양성과 포용성, 환경 책임, 고객 존중, 긍정성, 상호 연결성을 주요 원칙으로 삼은 
‘Ethical Partnership Statement of Principles’를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NCW가 기업 인수/투자 시 대상자의 인권경영 여
부를 ‘Ethical Partnership Due Diligence Survey’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12-2 인권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해 교육 받은 임직원

412-3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 투자 계약

GRI 413 : 
Local Communities 2016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
시한 사업장

NC는 사업장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NC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에게 실질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GRI 417 : Marketing 
and Labeling 2016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 법규 위반 사례 없음

GRI 418 : 
Customer Privacy 2016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GRI 419 : 
Socioeconomic 
Compliance 2016

419-1 사회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 법규 위반 사례 없음

구분(단위:천 원) 2020 2021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1) 118,101 118,289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1) 79,064 82,038
1) 동일연차 및 동일직급 남녀 임직원의 기본급 차이는 없음

구분(단위:건, 백만 원, 명) 2019 2020 2021

정보보안 위반 사고 발생 건수 0 0 2

해당 사고로 인한 재무적 손실액 0 0 3

해당 사고로 인해 영향 받은 이용자 수 0 0 6 1)

1)  광고성 수신거부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B2 광고성 정보(스팸) 위반(2021.10.12): 1명, 고객센터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달했던 
개인정보유출사고(2021.12.13): 5명

http://www.ncsoft.com


NCSOFT ESG PLAYBOOK 2021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중대성 평가  

ESG관련 정책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76

GRI Standards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GRI 400): 404-2 상세 교육 데이터

1)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팀 문화 조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 및 성과창출 위한 조직단위 프로그램
2) 직무역량 향상 및 성장을 위해 사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세미나/콘퍼런스/포럼 등에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2020년 COVID-19 영향으로 참여 건 수 대폭 감소함)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온보딩 교육 참여인원 신입공채입문교육 명               70                77  81

경력입사자 온보딩 명           1,486  1,943  2,256

re:boot 프로그램(10년 장기근속자 대상) 명                 -                90  103

리더십 교육 참여인원 신임팀장온보딩 명             103              353  310

리더십/매니지먼트 명             769            1,210  2,355

조직개발/조직문화 프로그램 참여인원 팀 프로그램 1) 명             494              204  423

직무 교육 참여인원 AI/Data Intelligence 명             689            1,744  1,691

Game Art & Sound 명           1,008              383  897

Game Design 명           1,622              840  1,735

Project Management 명             152              410  208

Programming 명             242              868  1,134

Global/Diversity 명                 -              418  697

Technology Trend 명  -  - 855

특강 참여인원 NC Culture Class(NC Calm Program 포함)  명             980              862  975

엔씨학당/기획강연(리더 인사이트 함양) 명             650              187  692

NC Dev.Class(외부전문가 특강/세미나) 명             184              334  1,602

법정/의무교육 참여인원 성희롱예방교육 명           3,812            4,312  4,849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명           3,812            4,312  4,882

개인정보보호교육 명 587 772 984

정보보안교육 명 3,219            3,876  4,488

윤리교육 명 1,066 1,277 4,698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명                 -                  -  896

오픈소스라이선스 교육 명                 -  1,198 251

MOOC 참여인원 글로벌러닝플랫폼 명                 -              390  911

e-Learning 참여인원 NC이러닝센터 명           1,984            1,772  659

사외교육 참여인원 사외교육 참여/지원 2) 명           1,059              245  250

자격증취득지원 참여인원 자격증 취득 지원 명               67                3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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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Technology & Communication 섹터 – Software & IT Services 산업 표준

주제 코드 공시항목 NC의 현황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
발자국

TC-SI-130a.1 (1) 총 에너지 소비량 70p-조직 내 에너지 소비
(2) 전력사용 비율 89.2%
(3)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없음

TC-SI-130a.2 (1) 총 용수 취수량 70p-취수
(2) 총 용수 소비량 70p-용수 소비
(3)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의 용수 소비 비율 없음

TC-SI-130a.3 데이터센터의 환경적(용수, 에너지사용, 폐기물 배출 등) 고려사항 36p-친환경경영
개인정보보호, 
광고 표준 및 
표현의 자유

TC-SI-220a.1 행동 광고(behavioral advertising)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관행 https://www.plaync.com/policy/privacy(개인정보 처리방침), 
맞춤형 광고(behavioral advertising)를 진행하지 않음

TC-SI-220a.2 개인정보가 2차 목적으로 이용된 사용자의 수 NC는 고객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함
https://www.plaync.com/policy/privacy(개인정보 처리방침)

TC-SI-220a.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액 없음
TC-SI-220a.4 (1) 정부 및 사법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요청 건 수 NC는 정부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요청 또는 콘텐츠 제한

/삭제 요청을 받지 않음
(2) 정보가 요청된 사용자 수 없음
(3) 요청으로 인해 공개된 정보비율 없음

TC-SI-220a.5 핵심 제품 및 서비스가 정부의 모니터링, 차단, 콘텐츠 필터링 또는 검열 대상이 되는 국가 리스트 없음
정보 보안 TC-SI-230a.1 (1) 정보 침해 건 수 0건(27p, 75p- 종속회사 엔씨소프트서비스 2건)

(2) 개인식별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관련 침해 비율 없음
(3) 정보 침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용자 수 없음

TC-SI-230a.2 ‘제 3자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표준’을 포함한 정보보호 리스크의 식별과 해결을 위한 접근법 22p-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 수립
다양하고 숙련된 
글로벌 인재 채용 및 
관리

TC-SI-330a.1 외국인 직원 비율 74p-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인원 수 공개)
TC-SI-330a.2 임직원 몰입도 진행하지 않음
TC-SI-330a.3 (1) 경영진의 성별 및 인종/민족별 비율 74p-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2) 기술직의 성별 및 인종/민족별 비율 연구개발 인력: 남성 72%(2,334명), 여성 28%(917명)
(3) 전체의 성별 및 인종/민족별 비율 74p-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반경쟁행위

TC-SI-520a.1 반경쟁 행동 규정과 관련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액 없음

기술적 분쟁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TC-SI-550a.1 (1) 성과 이슈 없음
(2) 서비스 분쟁 없음
(3)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이 멈춘 시간에 영향 받은 총 고객 수 없음

TC-SI-550a.2 운영상 장애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연속성 리스크의 설명 없음

*엔씨소프트 별도 재무제표 기준

http://www.ncsoft.com


NCSOFT ESG PLAYBOOK 2021

Introduction

PUSH for a Better Future

PLAY for Sustainability

Appendix

중대성 평가  

ESG관련 정책

GRI Standards index

SASB Index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site: www.ncsoft.com

78

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엔씨소프트 ESG PLAYBOOK 2021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엔씨소프트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엔씨소프트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
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
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보고 원칙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of 

Topic Specific Standards)

	 - 	GRI 401: 고용(Employment)

	 - 	GRI 40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GRI 405: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 	GRI 406: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 	GRI 412: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 	GRI 413: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 	GRI 418: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엔씨소프트의 협력사, 계약자 등
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엔씨소프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
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엔씨소프트 ESG PLAYBOOK 2021 독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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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엔씨소프트와 보고
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
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엔
씨소프트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
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성 원칙
엔씨소프트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요성 원칙
엔씨소프트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
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
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원칙
엔씨소프트는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엔씨소프트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
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 원칙
엔씨소프트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
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 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
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
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
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
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
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
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무 이외에 엔씨소프트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
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06.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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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의견서

검증개요
㈜한국경영인증원은 ㈜엔씨소프트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발적인 제3자 독립 
검증심사를 의뢰 받았습니다. 2021년도 조직 및 운영경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본 검증의견서는 발행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검증범위
・조직경계 및 운영경계

  온실가스 배출량 :  ㈜엔씨소프트 운영통제 하에 있는 6개 사업장 및 배출시설
  에너지 사용량 :  ㈜엔씨소프트 운영통제 하에 있는 6개 사업장 및 배출시설

・검증대상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온실가스 종류 : CO2, CH4, N2O, HFCs, PFCs, SF6

・배출원 검증범위 :  Scope1(직접배출), Scope2(간접배출), Scope3(기타 간접배출원)
  Scope3는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배출량으로 한정

・수행한 검증업무
  온실가스 데이터 집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 인터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집계기준 및 측정, 보고, 검증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해
  검증대상에 대한 전산시스템, 각종 고지서, 납부내역서 등 원천정보 검토
  R&D센터 내 일부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실사
  문서심사 및 리스크 평가, 검증기법(열람, 실사, 관찰, 인터뷰 등)을 활용한 준비 및 대조 심사
  보증수준: 제한적 보증수준 (Limited Assurance)

검증기준
ISO 14064-1 Greenhouse gases - Part 1: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organization level for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2018), ISO 14064-3 Greenhouse 
gases - Part 3: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assertions 
(2018), WRI/WBCSD GHG Protocol (200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
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Revised)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검증결과
1.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 사용량

검증의견
2021년도 ㈜엔씨소프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검증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수행된 절차에 근거하여 중대성(Materiality) 관점에서 본 검증 목적과 검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집계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도 경계범위 SCOPE 1 SCOPE 2 SCOPE 3 배출량 합계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기+열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2021 합계 428 170 20,466 1,990 23,054
2021 엔씨소프트 판교R&D센터 255.5 170.1 9,413.8 0 9,809
2021 알파리움타워 1 75.2 0 1,392.4 0 1,468
2021 알파리움타워 2 126.9 0 4,691.2 0 4,818
2021 케이티클라우드 강남아이디씨 0.3 0 4,429.7 0 4,430
2021 엘지 유플러스 평촌 메가센터 0 0 539.1 0 539
2021 엔씨타워Ⅰ 0 0 0 1,990.3 1,990

단위 : tCO2eq

연도 경계범위 SCOPE 1 SCOPE 2 SCOPE 3 배출량 합계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기+열 다운스트림 

임대자산
2021 합계 8.4 2.5 437.1 41.4 489.4
2021 엔씨소프트 판교R&D센터 4.4 2.5 204.1 0 211.0
2021 알파리움타워 1 1.5 0 29.5 0 31.0
2021 알파리움타워 2 2.5 0 99.7 0 102.2
2021 케이티클라우드 강남아이디씨 0.0 0 92.6 0 92.6
2021 엘지 유플러스 평촌 메가센터 0 0 11.3 0 11.3
2021 엔씨타워Ⅰ 0 0 0 41.4 41.4

단위: TJ

2022년 6월
(주)한국경영인증원

대표이사 황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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