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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회사의 의지와
노력, 그에 따른 주요 성과를 담은 첫 ESG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ESG 경영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ESG 경영 활동 기록을
담아 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주요 성과 지표들은 보고서 내에 별도 표시
하였습니다. 정량 성과의 경우 연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근 3개년
(2019년~2021년)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2021년
이전 또는 2022년 상반기 내용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재무 성과는 연결재무
제표 기준, 비재무 성과는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국제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방법(Core Option)과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인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Service 영역 내 Internet Media & Service 및 Media & Entertainment 산업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재무정보 데이터의 경우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준수했습니다.

보고서 검증
JYP엔터테인먼트는 보고서 작성 과정과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JYP엔터테인먼트 ESG협의체 : esg@jy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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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우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의 팬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JYP와 함께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JYP의 첫 번째 ESG 보고서
‘Leader of Change’를 통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JYP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

이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원 판매량이 역대 최대 실적인 600만 장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지구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한편, 동반성장의 파트너십 강화와 우리 사회의

아니라 2021년 12월에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신인 밴드그룹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Xdinary Heroes가,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NMIXX가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1년

앞으로도 JYP는 ‘Leader in Entertainment’의 자부심으로 음악을

매출은 전년대비 34% 성장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1,938억 원을 기록

통해 세계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세상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579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묵묵히 이어갈 것입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JYP Three Sixty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IP 관련 사업의 강화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편, 2022년에는 세계 팝 시장의

감사합니다.

중심인 미국에 북미 현지법인인 JYP USA를 설립하여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의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은 물론 성평등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 성과 평가와
검토를 통한 경영진 보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ESG 운영체계를 수립

JYP엔터테인먼트 CEO 정욱

하여 ESG 경영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25년간 ‘진실, 성실, 겸손, 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JYP는 ESG 경영의 첫 번째 결과물로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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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2021

2022

ESG 비전 수립 및
첫 번째 ESG 보고서 발간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 RE1001) 이행

구성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EDM 사회공헌활동
해외로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비전 ‘Leader of Change ’를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첫 번째로 RE100을

임직원과 아티스트, 연습생 등 JYP 모든 구성원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JYP엔터테인먼트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3%를 사회적 책임활동에 사용하고

하였습니다. ESG 비전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우리의 음악을

이행했습니다. 이는 2021년 JYP 본사에서 녹음한 아티스트의 모든 음원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사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1년

있습니다. EDM 치료비지원 사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즐기는 모든 이가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말부터는 대면상담뿐 아니라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2년간

하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해

2021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량(1,393MWh)을 100% 태양광에너지로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은 공간 및 시간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문가와

총 4억 5천만 원을 기탁, 국내 41명의 아동들을 보살폈습니다. 한 걸음 더

관계자 및 커뮤니티, 나아가 우리의 삶의 기반인 지구에 이르기까지 선한

대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640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순배출량

상담할 수 있어 외부 업무가 많은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2021년에는 월드비전과 MOU를 체결, 3억 원을 기부하여 수혜

영향을 전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022년 8월, 이러한 의지와 약속을

제로에도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면상담에 비해 부담이 적어 많은 임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해외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JYP JAPAN도 이에 동참하여 몽골,

바탕으로 ESG 경영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첫 ESG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한국형 RE-100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4개 지역의 해외 아동 313명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환경 프로젝트
‘버나드의 친환친구’ 콘텐츠 제작

동반성장
지원체계 수립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 25%,
사외이사 비율 50%로 상향

JYP 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친환경 콘텐츠

공정 거래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JYP 파트너 공정협력 가이드’를

2022년 여성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여성 이사 비율을 25%로 높여,

‘버나드의 친환친구’를 제작하여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YouTube 채널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JYP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가 준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인 버나드 박이 함께 사는 지구를

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이를 토대로 파트너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5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위해 친환경 농법, 해안 정화 등에 도전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프로젝트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트너사들이 사업 제안 및

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14편을 제작하여 친환경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가능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파트너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CHANGE’ 도입

인성과 실력 기반의
트레이닝 시스템

이사회 내 감사·ESG·
보상 위원회 신규 설치

JYP엔터테인먼트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

캐스팅 활동과 오디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이사회 내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임직원간 '님' 호칭 사용,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전인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경영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ESG위원회를 설치

자율좌석제,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보컬, 랩, 댄스, 작곡 등 음악적 역량 향상 교육 외에 인문학 포럼, 양성

하여 ESG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상위원회를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사내 제안제도 'CHANGE'를 도입하여 직위와

평등 교육, 건강검진, 기초체력 증진, 유기농 식사, 심리상담 등 다방면

신설하여 사내이사 보상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으로 지원합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는 회사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더 나은 JYP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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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는 진실, 성실, 겸손, 사랑의 자세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아티스트 발굴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K-POP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1

JYP,
LEAD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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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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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Leader in Entertainment

Company Snapshot

Key Financials

JYP엔터테인먼트는 1996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 Entertainment Corp.)

매출액

리더로서 2008년 중국법인을 시작으로, 2010년 일본, 2022년 미국에

•1996년 4월 25일 설립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K-POP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05(성내동, JYP CENTER)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인

•대표이사 정욱

회사 연혁
단위 : 십억 원

43

2019 2020

JYP Entertainment Korea
Seoul

2021

2019 2020

JYP Entertainment USA

Los Angeles

1996

법인 설립

2001

JYP Entertainment로 사명 변경

2002

청담동 JYP센터 완공 후 본사 이전

2008

중국법인 JYP Entertainment China 설립

2010

일본법인 JYP Entertainment Japan Inc. 설립

2017

홍콩법인 JYP Entertainment Hong Kong
LIMITED 설립

2018

강동구 사옥으로 이전

2020

㈜제이와이피퍼블리싱 지분 취득,
JYP Publishing USA 법인 설립

2021

JYP Three Sixty 설립

2022

북미 현지법인 JYP USA 설립

58

1,93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4

144

155

194

영업이익

2021

JYP Entertainment China
Hong Kong

JYP Entertainment Japan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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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Business

JYP엔터테인먼트는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시스템과 Music &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Performance Production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여 음반 및 음원 판매 사업, 공연 및

라이브 공연을 시도하는 한편, K-POP 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을 활용한 라이센싱

해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음반시장이 축소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JYP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은 국내 및 일본 지역 중심의 팬덤 확대와 함께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을 포함하여 JYP퍼블리싱을 통해 검증받은 다수의 프로듀서와 작곡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

58%

아니라, 음악 제작 과정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POP 산업의 글로벌 확산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던 당사 음악에 대한 수요층이 기타 해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Sony Music,

업
사
반
음

음반사업

TME(Tencent Music Entertainment), Republic Records, Orchard 등 유수의 해외 음반·음원 유통전문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음악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유통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8
1,1

데뷔 이후 아티스트별로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조직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인지도와 스타성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용역사업과 이들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라이센싱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16년 이후, 조직 및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아티스트 라인업 확장으로 관련

억원

사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IP를 활용한 라이센싱 사업의 경우 사업의 확장성과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따라 관련 IP의 가치와 니즈가 확대되고

28%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YouTube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관련 상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YP Three Sixty를 설립하여 MD(Merchandise) 판매 및 IP 비즈니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유통을

MD 및 IP 라이센싱

고도화하여 글로벌 팬덤과의 연결 및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JYP Three Sixty 주도 하에 최초의 온라인 MD몰인 JYP Shop을
오픈하였으며, 관련 콘텐츠와 앨범을 포함한 MD를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여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NAVER)의 자회사인
㈜네이버제트가 서비스 중인 ‘제페토(ZEPETO)’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P 라이센싱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사업별 매출 구성
21년 연결기준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TV 방송, 드라마/영화, 광고, 온라인 콘텐츠, 라디오 등 국내외 각종 출연 및 행사 섭외 관련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홍보 프로모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아티스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출연 계획을 세우고

광고, 방송 출연
매니지먼트

D
M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JYP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및 해외 지역에서 투어 형태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티켓 판매 혹은 공연 판권 판매로 안정적인 개런티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DVD 제작, 온라인 라이브 뷰잉 판권 판매 등을 통해 2차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팬데믹 상황에 따른 오프라인
공연의 제약으로 인해, 공연·콘서트 매출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1/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Beyond LIVE’를 공동 설립하여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체 제작한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Beyond LIVE’를

트
지먼
니
매
원
공연 등
억

공연 및 콘서트
매니지먼트

263

14

물론,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및 YouTube 콘텐츠 출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

판
매

및

원

54 IP 라이
9 억 센싱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방송 섭외 경험을 지닌 전문가 조직을 통해 방송 섭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티스트
이미지 상승에 가장 효율적인 콘텐츠를 섭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음악방송, 시상식, 라디오,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통해 비대면 콘텐츠로 대체하여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0년 진행된 TWICE와 Stray Kids의 Beyond LIVE 콘서트에서는 메타버스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아티스트의 응원봉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관중석을 재현하여 관객의 응원 소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면 공연 콘텐츠 부재의 아쉬움을
달래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관객에게 다양한 AR 무대 효과와 세트를 선보이는 등 색다른 공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대면 공연이 재개된 후에는 온라인 콘서트를 오프라인 공연과 동시에 진행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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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code
JYP엔터테인먼트는 가요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를 발굴 및 배출하여 글로벌 음악 시장에 선보이며, K-POP의 저변 및 영향력을 확장해왔습니다.

Leader’s code의 핵심가치와 행동강령에 따라 JYP엔터테인먼트는 진실, 성실, 겸손, 사랑의 자세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JYP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Leader in Entertainment’를 비전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과 효율적인 행동으로 끊임없이 연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JYP는 법과 도덕, 사회적 규범을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JYP는 Leader’s code라는 내부 경영철학을 준수합니다. Leader’s code는 JYP의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자, JYP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Think Brilliant
기발하게 생각하라

1. 조심하려 하지 말고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됩시다.

 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1. 사
기발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합시다.

진실

 롭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것을
2. 새

 공이란 더 큰 확성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2. 성
그 성공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는

업
기

존경
받
는
기업

선도
하

새롭게 바라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1.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우선시합시다.

성실

 실함이 귀중하게 평가받는
2. 성
분위기를 만듭시다.

Leader in
Entertainment

 인에게서는 장점을 찾고,
1. 타

mp

Lea

any

비전

핵심
가치체계

겸손

Co

gC

pa

te
d

di n

om

자신에게서는 단점을 찾읍시다.
 워크는 양보와 배려로 만들어집니다.
2. 팀

ny

Re

e
sp

c

 고 굵게 일하는 방법에 대하여
1. 짧

Act Efficient
효율적으로 행동하라

 의 노력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 나

끊임없이 연구합시다.
 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2. 업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더욱 더 건강해질 수 있는
2. 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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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시스템과
Music & Performance Production은 JYP엔터테인먼트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뛰어난 인적자원, 유연한 창작구조,
최고의 창작 인프라를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만듭니다.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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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Artists

Founder/Chairman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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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Incubation
‘인격을 갖춘 아티스트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JYP 캐스팅 / 오디션의 특징

JYP엔터테인먼트는 오랜 기간 동안 아티스트와 연습생 선발과정에

1. 연습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회사가 추구하는 자질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차별화된 기준의 선발 프로그램

있어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해왔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실력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사고와 인성을 함양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온라인
오디션 웹페이지(audition.jype.com) 운영
3. 오 랜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더욱 다양한
인재를 불러모으는 공채 오디션

캐스팅 / 오디션

트레이닝

JYP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형태의 캐스팅 활동과 오디션을 통해 인재

캐스팅/오디션을 통해 발굴한 연습생을 진정한 아티스트로 키우는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정기 공채

트레이닝 시스템은 JYP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의 원동력이자 핵심 경쟁

오디션 및 비정기 오디션, 센터 오디션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재능

력입니다. 트레이닝 시스템은 보컬 및 퍼포먼스 등 아티스트로서의 실력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향상과 더불어 다채로운 커리큘럼, 수평적 소통과 선의의 경쟁을 기반

오디션 사이트와 SNS 온라인 캐스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재

으로 전인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굴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아티스트 육성
차별화된 연습생 선발 기준

모든 연습생에게 2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이

JYP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 발굴 단계에서부터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더딘 연습생에게는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유기농 식자재의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합니다. 연습생 선발 시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별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된 구내식당 집밥(JYP BOB)을 무상으로 제공

질의응답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인성검사

하여 성장기 연습생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돕습니다. 정기적인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습생의 정서 상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담, 구글 폼을 통한 설문조사, 익명 설문함(JYP TALK) 운영 및 전문

이러한 다각도의 검증 절차는 독자적인 Artist Incubating 시스템의

심리상담가와의 카운슬링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연습 환경을

근간이 되며, 연습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회사가 추구하는 자질과 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갖춘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체 오디션 플랫폼 보유
2010 년 JYP 엔터테인먼트는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언제

#JYP_TALK!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온라인 오디션 웹페이지(audition.

[JYPTALK

jype.com)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다양한 지역과
채널을 통한 발굴체계

Multi-stage
평가 및 선발 체계

체계적 커리큘럼 기반
아티스트 육성

아티스트 계약 체결
및 활동 수행

①

]

②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트렌드에 발맞춰 꾸준하게 오디션을

③

④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형식의
오디션을 기획하여 운영하면서 다양한 끼와 재능을 지닌 지원자를

실무자 및 본부장 평가

해외

국내
×
온라인

성교육, 인성 및 교양 교육,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JYP 연습생 소통 창구(JYP_Talk)

심리상담 및
오프라인

JYP 임원 평가

가치관 확립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연습생 자질 검증

누구나 지원 가능
컨셉에 맞춘 선택적 지원

연습생 계약 체결
윤리/
인성교육
Skill Training

(춤, 노래 등)

전통과 역사를 지닌 공채 오디션 프로그램

수평적 양방향 소통문화 구축

JYP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K-POP 문화의 중심이자 한국 대중문화

JYP 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일방적 지시 및

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

명령 기반의 수직 문화가 아닌 트레이너와 연습생 간 양방향 소통이

해왔습니다. 그 전통의 중심에 바로 JYP만의 공채 오디션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연습생

있습니다. 공채 오디션은 2007년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PM

담당 트레이너 제도’를 운영하여 소외되는 연습생이 없도록 면밀하게

 백예린, GOT7 JB ·진영, TWICE 나연·정연, Stray Kids
우영,

관찰함으로써 연습생들의 멘탈 케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승민, X d i n a r y H e ro e s 정수를 포함한 수많은 아티스트를
배출해왔습니다. 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더욱 다양한 인재들이
공채 오디션에 지원하고, 그 인재들은 스타가 되어 또 다른 인재를
불러오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국내 유일무이한 오디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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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과 실력 기반의 JYP 아티스트 육성체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력 있는 아티스트 육성

아티스트 성장 도모

Leader’s code 기반 인성 및 윤리가치 함양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은 매월 진행되는 실력/생활평가와 연 3회의

각 아티스트는 본인이 원하는 장기적인 성장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모든 아티스트는 연 2 ~3 회 정기 심층면담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JYP PARTY(클럽 공연), 연 2회의 JYP SHOWCASE(공연장 공연)를

이에 대해 레이블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레이블은 아티스트가

Leader’s code 기반의 윤리적 가치를 상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원하는 방향성과 아티스트만의 개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뷔 직후 박진영 프로듀서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부분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향후 아티스트로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논의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면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하며, 이후 정기 면담에서는 활동 소회 및 고충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자질을 함양합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사회 전반적 영향력이 커지고

아티스트의 인간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1 교육 Part

데뷔 직전 지원

글로벌 팬덤이 형성됨에 따라 공인으로서의 소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실력 프로그램: 보컬과 랩, 댄스 클래스 등 전문 강사진의 레슨

데뷔 일정에 맞춰 연습생을 선발하여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며, 개개인의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연의 보컬,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외국어,

• 교양 프로그램: 매월 사회·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교양수업 실시,

역량과 더불어 팀워크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본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그룹의 메인 콘셉트에 맞게 포지션별 보컬,

주도적이며 수평적인 역량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아티스트는 전인적인

댄스·안무, 창작 랩 등을 연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합니다. 또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화·뮤지컬·콘서트 관람 기회 상시 제공
• 인성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JYP 사회공헌활동

데뷔란 많은 대중 앞에서 본인을 공개하는 일이기에, 개인별 심층면담

참여 독려

을 3회 이상 진행하여 연습생 개개인이 자신의 언행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데뷔 후 아티스트 지원
JYP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가 각자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지원 시스템

아낌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데뷔 후 개별 아티스트가 다방면에서

2 지원 Part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하며, 정기 심층면담을

• 공간의 제약 없이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전용 연습실 보유

통해 Leader’s code 기반의 윤리와 가치관을 함양합니다.

• 외국 및 지방 연고 연습생을 위한 숙소 지원
(트레이닝팀 직원 상주해 미성년 연습생 보호자 역할)
• 연습생별 담당 트레이너 제도(1:1 실력 향상 모니터링, 개별 일정 관리 등)

Training*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Marketing

Management

연습생을 거쳐 데뷔하면, 아티스트로서 개별 아티스트 레이블에 소속
되어 전담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전담
인력은 레이블 리더 및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아티스트의

정기 모니터링

역량개발 현황과 심리 및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아티스트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심신 관리
체계 기반의 활동 조정, 상담 및 휴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티스트의

3 평가 Part

Training*

Marketing

아티스트
레이블 구성원

Management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매월 음악적 역량과 품행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 실시, 부족한 부분 맞춤형 레슨
• 외부 공연장을 대관해 관객 앞에서의 무대 경험 제공 및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

아티스트

기능별 담당자

평가
*트레이닝은 분야별 담당자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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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 Performance Production
Music Production

글로벌 프로듀싱

퍼포먼스를 통한 스토리 전달

‘Leader in Entertainment’를 목표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Globalization by Localization’을 기반으로 해외의 인재를 적극적

안무에 가사의 스토리와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JYP

으로 발굴하고 현지 오리지널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시스템을 구축

앨범과 퍼포먼스가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Start with your heart, Finish with your brain"은 창작에

2.0을 기반으로 수립된 Music Production System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BOY STORY가, 일본에서 NiziU가

안무가들은 아티스트 본부와 수차례 기획회의를 진행하며 아티스트와

임하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자세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차별화된 Music Production System은 유연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지 아티스트 육성을 통해 문화적

앨범에 맞는 키워드를 함께 정합니다. 그 키워드가 음악, 안무, 뮤직

영감으로 작품을 시작하지만, 철저히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창작구조, 글로벌 프로듀싱, 최고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창작 인프라로

친밀감과 대중성을 확보하여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의상까지 하나로 연결되며, 안무 안에서도 가사에 맞게 스토리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오랫동안 사랑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슴으로 시작하여 머리로 완성하라’

받고 기억에 남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뛰어난 작곡·작사가들과 안무가로 구성된 인적
자원과 유연한 창작구조, 최고의 창작 인프라를 기반으로 JYP
엔터테인먼트만의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동작은

최상의 창작 인프라

음악과 함께 특정 춤이 연상될 수 있는 안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연한 창작구조

JYP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의 다양성 및 제작의 효율성과 더불어 콘텐츠

연구합니다. 그 결과, 박진영의 ‘수영춤’을 시작으로 TWICE의 ‘TT춤’,

현재 JYP엔터테인먼트는 5개의 독립적인 아티스트 레이블을 운영하고

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음악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ZY의 ‘어깨춤’ 등 대중의 기억에 남는 안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있으며, 아티스트의 음악과 콘텐츠는 레이블 내에서 독자적으로 기획

9개의 보컬 룸, 16개의 프로듀싱 룸, 11개의 녹음실 등 창작과정에

하여 제작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구조는 다양한 콘텐츠의 신속한 제공과

필요한 작업공간을 회사 내에 다수 마련하여,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유기적인 안무 구현

팬덤 친화적인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레이블은 JYP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음악적으로 교류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전속 안무가들은 안무 창작뿐 아니라,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긴밀히 협업하며 창의적인 신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의 공연 연출까지 맡고 있습니다. 외부 연출가들에게 의존하여 단발성
으로 기획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모든 공연

JYP퍼블리싱은 축적된 프로듀싱 데이터 및 노하우를 소속 작곡가 및

Performance Production

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전하고자

작사가와 공유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JYP엔터테인먼트는 10년 이상 축적된 안무 창작의 노하우와 무대

하는 스토리가 무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안무를 연출합니다.

우리나라 음악 콘텐츠 산업의 창작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겸비한 전속 안무가들, 그리고 '퍼포먼스 디렉팅 LAB'이라는

JYP퍼블리싱의 전문적인 프로듀서와 각 레이블 내 뮤직 담당자는

퍼포먼스 창작 관련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무가들은

함께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티스트들의 트레이닝부터 앨범 제작 과정 전반에 밀접하게 참여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하여 최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있습니다.

전속 안무가를 통한 창작
'퍼포먼스 디렉팅 LAB' 내 전속 안무가들을 배치하여 JYP엔터테인먼트
실력 있는 작사·작곡가를 육성하는 ‘JYP퍼블리싱’
JYP퍼블리싱은 전문 작사·작곡가를 보유한 음원 저작권 회사로서, 2008년 박진영 프로듀서가 설립한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작곡가 오디션을 개최하여 작곡 경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식 작곡가로
데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면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교육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작곡가들은 작곡가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물론 정기적인 음악 트렌드 공부와 선·후배 작곡가와의 멘토링 및 협업을 통해
실력을 함양합니다.

만의 안무 스타일을 구현하는 한편, 아티스트를 위한 최적의 안무 습득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속 안무가들은 다년간의 안무 창작 경험 및 무대
경험에 JYP만의 스타일을 녹여내어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구현합니다.
또한 아티스트 데뷔 전부터 함께 연습하면서 아티스트별 성향과 니즈를
파악하여 아티스트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안무
창작 시에는 본부 및 아티스트와 꾸준히 의견을 교류하며 앨범 컨셉과
의상, 그리고 아티스트의 스타일에 맞는 안무를 창작하기 위해 노력

JYP퍼블리싱 소속 작곡가들은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는 물론 서로 필요한 양질의 정보들을 나누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작업에

하고 있습니다.

몰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물 발매 기회와 라이센싱 계약 체결 등 저작자로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회사가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고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공동체를
보유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 제작의 든든한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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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Artists

JYP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은 뛰어난 실력과 각각의 개성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현지의 재능 있는 아티스들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요 수상 내역

2021년 11월 디지털 싱글 ‘Bad Influence’를 발매하며

K-POP 아티스트를 찾아 함께

▶ 1997년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그동안 사랑받아왔던 감성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에서

꿈을 이뤄낸 능력있는 프로듀서이자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 2000년 ‘SBS 가요대상’ 올해의 작사가상 /

신비하고 강렬한 이미지로의 음악적 변신을 선보인 버나드 박.

작곡가상 / 프로듀서상

아티스트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극대화하여

▶ 2009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더욱 풍부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

Best Asian Composer상
▶ 2015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남자가수상 /

주요 앨범
▶ 1994년 정규 <Blue City>

베스트프로듀서상
▶ 2016년 ‘골든디스크어워즈’

▶ 2001년 정규 <Game>

디지털음원부문 본상, '한국대중음악상'

▶ 2007년 정규 <Back To Stage>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남자부문 등

▶ 2014년 디지털미니 <난>
▶ 2015년 디지털싱글 <Sing The Road>

J.Y. Park(박진영)

▶ 2009년 미니 <Sad Freedom>

Debut

▶ 2013년 미니 <Halftime>

기타 활동

▶ 2015년 디지털싱글 <24/34>

▶ 2020년 일본 오디션프로그램 ‘Nizi Project’

▶ 2020년 디지털싱글 <When We Disco>

▶ 2021년 SBS 오디션프로그램 ‘LOUD’ 등

1994. 09

주요 앨범

Bernard Park(버나드 박)

▶ 2016년 디지털싱글 <네가 보인다>

Debut

▶ 2017년 디지털싱글 <탓>

2014. 10

▶ 2018년 디지털싱글 <Still...>
▶ 2021년 디지털싱글 <Bad Influence>

주요 수상 내역
▶ 2014년 SBS 서바이벌오디션 ‘K팝스타’
시즌3 우승

기타 활동
▶	2021년 JYP EDM 사회공헌 친환경사업
'Love Earth-버나드의 친환친구’
YouTube 채널 출연

남성미가 돋보이는 퍼포먼스와

주요 수상 내역

데뷔 앨범부터 멤버들이 모든 수록곡의

주요 수상 내역

강렬한 비트,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 2008년 '아시아송페스티벌' 신인상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는 등

▶ 2018년 ‘MGA(MBC플러스X지니뮤직어워즈)’

데뷔 후 지금까지 14년간 꾸준히

▶ 2009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뛰어난 음악적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보이그룹.

남자그룹상 / 올해의 가수상,

JYP 최초의 남성 4인조 밴드그룹.

'KBS 가요대축제' 최고의 인기가요상,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스크부문 본상 등

밴드음악상
▶ 2019년 ‘MGMA(M2X지니뮤직어워즈)’ 밴드상
▶ 2020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베스트밴드퍼포먼스상

▶ 2010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주요 앨범
▶ 2008년 싱글 <Hottest Time Of The Day>
▶ 2009년 정규 <1:59PM : Heartbeat>
싱글 <2:00PM Time For Change :
Again & Again>
▶ 2011년 정규 <Hands Up>

남자그룹상 / 남자그룹부문 베스트댄스

주요 앨범

퍼포먼스상 등
▶ 2012년 '일본 골든디스크어워즈'

▶ 2015년 미니 <The Day>
▶ 2016년 미니 <DAYDREAM>

올해의 뉴아티스트 등
▶ 2014년 'SBS 가요대전 SUPER5'

▶ 2017년 <Every DAY6 프로젝트>,

Syrup 글로벌 스타상 등

정규 <MOONRISE>

▶ 2014년 정규 <미친거 아니야?>

주요 성과

Debut

▶ 2015년 정규 <NO.5>

▶ 2PM <MUST> 트레일러

2008. 09

Member JUN. K, 닉쿤, 택연, 우영, 준호, 찬성

▶ 2016년 정규 <GENTLEMEN'S GAME>
▶ 2021년 정규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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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ttest Origin 333만 뷰
▶ 2PM <MUST> VISUAL FILM 104만 뷰

▶ 2018~2020년 월드투어 'Youth' 및 'GRAVITY'
50개 도시 57회 공연
▶ 2022년 앨범 누적판매량 100만 장 달성

정규 <SUNRISE>,

▶ 2013년 정규 <GROWN : 하.니.뿐.>
2PM(투피엠)

주요 성과

DAY6(데이식스)
Debut

2015. 09

Member 성진, Young K, 원필, 도운

▶ 2019년 정규
<The Book of Us : Entropy>

기타 활동
▶ 2018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대사
▶ 2019년 유기농데이캠페인 홍보대사

▶ 2021년 Young K 미니 <Eternal>
▶ 2022년 원필 정규 <Pilmography>

JYP Core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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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Artists
데뷔곡 ‘OOH-AHH하게’가

주요 수상 내역

YouTube에 공개된 데뷔곡

각종 음원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 2015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여자신인상

‘달라달라’의 뮤직비디오가 48시간만에

▶ 2019년 '올해의 브랜드대상' 신인여자아이돌,

데뷔와 동시에 대표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 2016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3,4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멜론뮤직어워즈' 올해의 신인, '엠넷아시안

자리매김. 이후 발매곡마다 차트 1위를
기록한 명실상부 K-POP 톱 걸그룹.

올해의노래 / 여자그룹상

탄탄한 실력의 대세 걸그룹.

▶ 2017년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음원부문 대상

퍼포먼스, 보컬, 랩은 물론 사랑스러운

▶ 2018년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음원부문 본상,

모습부터 파워풀한 모습까지 팬들이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올해의 노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있지!

▶ 2019년 ‘골든디스크어워즈’

▶ 2015년 미니 <THE STORY BEGINS>
▶ 2017년 정규 <twicetagram>

TWICE(트와이스)
Debut

Member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

▶ 2020년 정규 <Eyes wide open>

주요 성과

▶ 2021년 글로벌싱글 <The Feels>

▶2
 022년 정규 'Formula of Love: O+T=<3' 빌보드

정규 <Formula of Love: O+T=<3>

▶ 2019년 디지털싱글 <IT'z Different>,

▶ 2021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여자그룹상,

정규 리패키지 <Merry & Happy>

2015. 10

주요 앨범

▶ 2020년 ‘골든디스크어워즈’ 음반부문 본상
‘골든디스크어워즈’ 음반부문 본상

뮤직어워즈' Best New Female Artist
▶ 2020년 '골든디스크어워즈' 신인상 /
	디지털음원 본상,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핫이슈상 / 베스트초이스상
▶ 2021년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음원 본상,
'가온차트뮤직어워즈' 월드루키상,

디지털음원부문 본상

주요 앨범

주요 수상 내역

미니 <IT'z ICY>

뉴아티스트상

▶ 2020년 미니 <IT'z ME>, 미니 <Not Shy>

ITZY(있지)
Debut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베스트뮤지션상
▶ 	2022년 '일본 골든디스크어워즈' 베스트3

2019. 02

Member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 2021년 미니 <GUESS WHO>,
정규 <CRAZY IN LOVE>
▶ 2022년 미니 <CHECKMATE>

메인차트 '빌보드 200' 3위

주요 성과
▶	2021년 <CRAZY IN LOVE> ‘빌보드 200’ 11위
‘LOCO’ 빌보드 ‘톱 셀링 앨범’ 1위

멤버 방찬, 창빈, 한으로 구성된 3RACHA

주요 수상 내역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의 그룹명답게 '평범함 속에 숨겨진 영웅들의

(쓰리라차)가 그룹 내 프로듀싱을 담당하며

▶ 2018년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남자신인상,

음악적 끼를 뽐내는 실력 있는 밴드 그룹’을 추구. 데뷔 8일만에 미국 빌보드

발매 앨범 전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과 메시지를 다채
롭고 독창적으로 보여주는 그룹.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신인상 등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뚜렷한 음악적 개성을

▶ 2019년 '가온차트뮤직어워즈' 올해의 신인상,

지닌 여섯 멤버의 시너지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글로벌 밴드그룹.

'골든디스크어워즈' 음반부문 신인상 등
▶ 2020년 '가온차트뮤직어워즈' 월드루키상,
'하이원서울가요대상' 본상,
'골든디스크어워즈' 베스트퍼포먼스상 등
▶ 2021년 '더팩트뮤직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상,

주요 앨범
▶ 2021년 디지털싱글 <Happy Death Day>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올해의 퍼포먼스상,

주요 앨범
▶ 2018년 미니 <I am NOT : District 9>
미니 <I am YOU : I am YOU>

Stray Kids(스트레이 키즈)
Debut

Member 방찬, 리노, 창빈, 현진, 한, 필릭스,

<Cle1 : MIROH - ‘MIROH’>
▶ 2020년 정규 <GO生 : 神메뉴>

승민, 아이엔

정규 리패키지 <IN生 : Back Door>
▶ 2021년 정규 <NOEASY : 소리꾼>
▶ 2022년 미니 <ODDINARY : MA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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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월드와이드

데뷔 8일 만에 빌보드 디지털 송

팬스 초이스 TOP10,

세일즈 12위

'골든디스크어워즈' 음반부문 본상 등

▶ 2019년 미니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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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2021년 타이틀곡 ‘Happy Death Day’

Xdinary Heroes(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주요 성과

Debut

▶ 2021년 음반 총판매량 228만 장(JYP 소속

Member 건일, 정수, 가온, O.de, Jun Han, 주연

2021. 12

아티스트 최초 밀리언 셀러)
▶ 2022년 미니 'ODDINARY'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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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Artists
첫번째 싱글앨범 ‘AD MARE’가

주요 수상 내역

텐센트 오디션 프로그램

주요 수상 내역

초동 22만 7,399장이 판매돼 역대

▶ 2022년 '헌터차트' 초동 인증패(실버)

‘창조영 2019’를 통해 그룹 ‘R1SE’의

▶ 2019년 'TME Awards',

걸그룹 데뷔앨범 기준 초동 신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데뷔. ‘NOW’, ‘NEW’,

주요 성과

‘NEXT’ 그리고 미지수 n을 뜻하는

▶ 2022년 역대 K-POP 걸그룹 데뷔앨범

문자 N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MIX를
합성한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월간 3위
▶ 역대 K-POP 걸그룹 데뷔 뮤직비디오

New powerful artist of the year,
'QQ Music Fusion Hiphop Awards'

다채로운 매력으로 K-POP의 새로운

YouTube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

중국 대중문화의 라이징 스타.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

(뮤직비디오) ‘빌보드 글로벌 200’ 진입

1,600만 뷰 돌파, 잇츠라이브 ‘O.O’, ‘KILL

▶ 2022년 싱글 <AD MARE>

THIS LOVE’ 라이브영상 200만 뷰 돌파

▶ 2020년 싱글 <不屑‧NEVERMIND>
YAOCHEN(야오천) : JYP CHINA
Debut

2019. 06

▶ 2021년 미니 <不必回答>,

미니 <[!:EM] 夜闹‧YEAH,NOW>,
싱글 <醒‧LITHOPS>

JYP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 재팬이

주요 수상 내역

긍정적인 메시지의 가사, 파워풀한

▶ 2019년 'TME Music Awards'

공동 기획한 오디션 프로그램

▶ 2020년 'MTV Video Music Awards Japan'

차별화를 통해 중국 대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중인 JYP의 첫 중국

Rising Star of QQ Music
▶ 2020년 'PAK2020'(Brazil)

▶ 2018년 미니 <Enough>

일본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오리콘 디지털

▶ 2020년 'QQ Music Boom Boom Awards'
Most Expressive Hip-Hop Group

▶ 2019년 싱글 <Oh My Gosh>

Member 한위, 즈하오, 씬롱, 저위, 밍루이, 슈양

싱글 <Too Busy (Feat.Jackson Wang)>
▶ 2020년 미니 <I=U=WE : Prologue>
▶ 2021년 싱글 <I=U=WE : I’ ID>
싱글 <I=U=WE : U’ Be Urself>

▶ 2020년 중국 아이돌 최초 온라인콘서트
3회 개최, 누적접속자 554만 명 달성
▶ 2020년 QQ Music Digital Paid Album
Single Chart TOP7

▶ 2021년 '일본 골든디스크대상'
Best 5 New Artist /

랭킹 3개 부문 동시 1위 및 일본 걸그룹

Best 5 Songs by Download /

최초 오리콘 1억 스트리밍 달성.

Best 5 Songs by Streaming,
'일본 레코드대상' 우수작품상 등

주요 앨범

▶ 2018년 중국 아이돌 최초 데뷔
쇼케이스 투어 개최

'Yahoo! 검색대상 2020' 아이돌부문상 등

구성된 9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Best International Idol

주요 성과
주요 앨범

Best Dance Video, '일본 레코드대상' 특별상,

‘NiziColor】
Project’를 통해 데뷔한 일본인으로
【NiziU 1st Album『U』 Logo Marin

남성 아이돌 그룹.

2018. 09

Attractive Male artist of the year(SOLO)

주요 수상 내역

어우러지며 기존 중국 아이돌 그룹과의

BOY STORY(보이스토리) : JYP CHINA

'OK! Magazine Awards'

강렬한 힙합 베이스의 댄스 음악,
퍼포먼스. 3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Debut

Media’s Favorite artist of the year,

주요 앨범

기타 활동
주요 앨범

▶ 2021년 'TME Awards'

인기차트 16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	2022년 스튜디오춤 ‘O.O’ 퍼포먼스

group of the year(그룹 R1SE)

최대 음원사이트 QQ뮤직에서 일간

24시간 조회수 2위(약 1,900만 뷰),

Member 릴리, 해원, 설윤, 지니, 배이, 지우, 규진

'COSMO Magazine Awards'

‘不屑·NEVERMIND’가 중국 내

초동 1위(227,399장), '가온차트' 주간 1위 /

조합’이라는 뜻의 그룹명처럼 멤버들의

2022. 02

'GQ Magazine Awards',

2020년 12월 공개한 첫 솔로곡

NMIXX(엔믹스)
Debut

'Fresh Asia Awards',

멤버로 화려하게 데뷔.

NIZILJ
NiziU(니쥬) : JYP JAPAN
Debut

2020. 06

Member 마코, 리오, 마야, 리쿠, 아야카,

마유카, 리마, 미이히, 니나

▶ 2020년 프리 디지털 미니
<Make you happy>,
싱글 <Step and a step>
▶ 2021년 싱글

주요 성과
▶	2021년 Billboard JAPAN 'JAPAN HOT 100',
Apple Music '종합 앨범 차트' 1위,
라인뮤직 주간 / 앨범 다운로드 1위 등

<Take a picture/Poppin 'Shakin'>,
정규 <U>'
▶ 2022년 싱글 <Clap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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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의 ESG 비전 ‘Leader of Change’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로서,
모두와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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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Vision : “Leader of Change”

36

ESG Management System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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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Vision : “Leader of Change”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의지를 북돋우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Leader of Change’
라는 ESG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ESG 비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로서, 우리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이가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JYP엔터테인먼트의 변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음악을 즐기고 창작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티, 나아가 우리의 삶의 기반인 지구에 이르기까지

ESG Pillar 1
Change for the
Dreamers

모든 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의 음악을 듣고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꿈은 소중하기에 그 누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제약
으로 인해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EDM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팬과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그들의 역량을 펼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선한 영향을 전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리더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재능 있는 이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습생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꿈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ESG Vision 체계

ESG
Vision

ESG Pillar 2
Change for the
Planet

Leader of Change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JYP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꿈꾸는 토양’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합니다. 본사의 에너지 및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에 동참하겠습니다.

ESG
Pillars
환경가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앞장섭니다.
Change for the
Dreamers

Change for the
Planet

JYP엔터테인먼트는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커뮤니티에 우리가 가진 친환경 의지와 가치를 전파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에서부터 사내 카페와 구내 식당을 통해 친환경 의지를 실천하고, 우리의 음악과 콘텐츠를 즐기는 지역사회,

Change for the
Society

나아가 전 세계 대중에게 친환경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구 환경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듭니다.

Key
Initiative

지구 환경 보전에 힘쓰고
친환경 가치를 전파합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ESG Pillar 3
Change for the
Society

가치실현의 기회 제공

기후변화 대응

선한 콘텐츠 제작

성장 기반 마련

친환경 가치 확산

동반성장 지원

선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기며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선한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공유함으로써 세상이 좀 더 나은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공존이나 나눔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내포한 음악을 제작하는 ‘SONGS THAT CARE’ 오디션을 2022년부터 개최합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소통의 장을 통하여
팬과 대중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 합니다. 소통을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의 창작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동반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Enabler
이사회 및 위원회 / 이해관계자 소통 / 윤리경영

JYP엔터테인먼트는 함께 창작하는 파트너와 공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 곡의 음악이 완성되어 대중
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 파트너가 참여합니다. 창작 파트너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과 아이디어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잠재적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며 JYP 창작 생태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투명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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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Management System
ESG 전담조직

JYP엔터테인먼트는 ‘Leader of Change’라는 ESG 비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22년 환경 및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서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투명한 ESG 경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에서 요구되는 창작 기반의 차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ESG위원회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중장기 ESG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SG협의체는 중장기적 ESG 방향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ESG 관련 위험 최소화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능 단위의 인력으로 구성된 ESG TF(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ESG협의체와

구분
성명

문경미

공태용

박완

직위

ESG 위원장

ESG 위원

ESG 위원

•팍스경제TV 전략기획실장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블록몬스터랩 대표이사

•법률사무소 예건 대표변호사

•현) 스타인테크 대표이사

•현) 법률사무소 민산 대표변호사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기능별로 연계된 ESG 전략의 실행을 담당하여 JYP엔터테인먼트의 ESG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외이사

주요 경력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현)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현) ㈜셀바이오휴먼텍 상무이사

ESG 관리조직 체계

•ESG 전략 방향 설정

ESG위원회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

•ESG 실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검토

ESG협의체

•ESG 보고서 발간

•ESG 비전 설정 및 실행
•ESG 보고서 콘텐츠 제공

ESG TF (실무협의체)

•다양한 ESG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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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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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는 경영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와 친환경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직원 및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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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ESG FACTS
40

Environmental

46

Social

65

Governance

CEO Message

39

Environmental 환경

환경경영 체계

Key Initiatives

환경경영 체계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가치 확산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위한
전략 및 체계

경영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콘텐츠를 통한
환경인식 제고 활동

•환경경영 방향성

•에너지 사용량 저감

•환경영향 저감활동

•환경경영 전담조직

•재생에너지 전환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JYP엔터테인먼트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JYP 자체적으로는 사내 식당과 카페에서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환경을 위해

친환경 재료 사용 및 폐기물 감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으로는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활동 참여,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환경

을 최소화하는 환경경영 목표를 세우고 정해진 체계에 따라 친환경

콘텐츠 제작, 팬과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환경 캠페인 등 사회 전반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높여 나가려 합니다.

환경경영 추진 방향

환경경영 전담조직

JYP엔터테인먼트의 환경경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가치 확산’의

JYP엔터테인먼트는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SG협의체 산하에 환경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환경 전담조직은

에너지 사용량 저감, 재생에너지 전환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

매년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이행과정을 지속적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자발적인

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아티스트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증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for the Planet’ 동참
•아티스트 환경 프로젝트

환경경영 조직 체계도

‘버나드의 친환친구’
•환경캠페인

이사회

‘Love Earth Challenge’

ESG협의체

환경 TF

친환경 가치 확산

JYP엔터테인먼트 환경경영 추진 방향

Background

ESG위원회

Direction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이

JYP엔터테인먼트는 환경경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영향

대두되면서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나날이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창작활동에서 배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협하는 징후들이 나타남에

JYP엔터테인먼트 창작 생태계의 Net Zero를 목표로

따라 각종 환경 규제가 수립 및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전 세계 K-POP

환경에 대한 책임 또한 커지면서 이에 따른 기업 경영의

팬들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소속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산업도 탄소중립 이행 선언의 요구와 함께, 창작 및 소비

주도합니다.

체계적

Scope 3

Scope 2

Scope 1

관리 영역의 확장

외부 에너지
사용량 저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

재생에너지
전환

회사 외부

회사 내부

메시지 및
가치체계 전달

전력
효율화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연료 사용량
감축
에너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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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텐츠 소비로
간접적 참여
환경 캠페인 참여로
영향력 확대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에

40

가치 확산

기후변화 대응

환경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JYP

지역사회

JYP ESG Facts

글로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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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가치 확산

JYP엔터테인먼트는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는 토대인 지구 환경을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영향 저감활동

친환경 사내 카페 ‘JYP-Soulcup’ 운영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사내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약 370개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을

환경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에 글로벌 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JYP-Soulcup은 ‘Love You More, Love Earth’를 모토로 하는

사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 이니셔티브(RE100)에 자발적으로

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내 카페이자, 임직원들을 위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원재료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매부터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환경영향을

에너지 사용량 저감

RE100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JYP 본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매년 전사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건물 등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량(1,393MWh)을 100%

환경영향 저감 앨범 및 MD 추진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 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로 대체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2021년도에 당사 아티스트가

JYP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JYP-Soulcup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재료를

그 일환으로, 2020년 7월 온수 용도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본사에서 녹음한 음원의 소비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앨범 구매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실물 CD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유기농 및 무농약 원재료 사용 비중을 80%까지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온수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셈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640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범

높여 재료 구매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에너지 효율화 조치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2020년 698GJ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에도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구입 시 포토카드만 실물로 받고 수록곡이나 제작 비하인드 영상, 가사집

및 포장 단계에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 및 플라스틱

등은 디지털 코드 접속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QR,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PP )을 친환경

이를 위해 JYP엔터테인먼트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NFC 등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토카드 또한 친환경 방식

플라스틱(PLA)으로 교체하고, 일반 종이컵은 사탕수수와 대나무 펄프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으로의 제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종이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한편 앨범 포장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에

한편,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폐기물의

있어 포장재 최소화 및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고, FSC(국제산림

총 발생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텀블러 고객 할인과 캠페인 등을 통해

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종이, 콩기름 잉크, 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코팅

텀블러 이용 비중을 20%까지 올리고, 다회용기의 적극적인 사용을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통해 연간 1만 2,000개의 일회용 컵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티스트 MD(Merchandise)의 친환경화를 단계별로 추진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구내 식당 ‘JYP BOB’ 운영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 버려지는

JYP BOB은 JYP 임직원과 아티스트들을 위한 구내 식당으로, 친환경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식단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영향 저감 활동에

천연 소재 활용 의류와 에코백, 텀블러 등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리유저블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1년 600GJ로 약 14%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현황

줄이고자 합니다.

구매하였고, 이로써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첫 번째로 RE100을
2019

2020

2021

934

698

600

한국

12,413

11,933

13,373

일본

307

182

230

634

586

624

13,354

12,701

14,227

구분

단위

LNG

GJ

이행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GJ

전력
중국
계

재생에너지 대체량

온실가스 감축량

1,393 MWh

640tC0₂eq

상품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과의
협업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RE100'에 대하여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이처럼, JYP엔터테인먼트는 환경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엔터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테인먼트 산업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K-POP 문화를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력(Renewable electricity)

배식을 통하여 임직원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참여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구글,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문
업체에서 퇴비 제조 목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애플, 나이키 등의 약 370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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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량 단위 시차 조리 및 뷔페식 세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100%의 약어입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업 중에서는 SK, 아모레퍼시픽, KB금융그룹, 수자원공사 등이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조리도구와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YP엔터테인먼트의
*J
2021년 사용 전력량은
1,393MWh이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구매한 M
REC는 1,394MWh 입니다.

목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리 후 버려지는 폐식용유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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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친환경 가치 확산
아티스트 환경 프로젝트: ‘버나드의 친환친구’

환경 캠페인 ‘Love Earth Challenge’

'1% for the Planet'은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비즈니스,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실천하고 알리며,

JYP엔터테인먼트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비영리, 개인들의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모두와 공유하고자

있도록 꿈의 토양을 만드는 친환경 캠페인 ‘Love Earth Challenge’

2020년부터 '1% for the Planet' 멤버로 활동하며 국내외 환경 관련

합니다. 이에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구를

를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Love Earth Challenge’는 매년

기관들과 연대하여 당면한 환경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상을 조명하는 ‘버나드의 친환친구’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상 쓰레기의 종착점인 바다의

사내 카페 JYP-Soulcup 매출의 1%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

를 제작하였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속 아티스트 및 팬들이
함께 SNS 캠페인 인증에 참여하여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구를

기부하여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해양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개발 등 관련 기관과 시·도 지자체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9곳에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PDF파일로도 게시하여 해양 쓰레기에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친환경 농법, 도시 양봉, 해양

2020년에는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

대한 실태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정화, 토박이 씨앗 등 매월 다른 환경 테마를 선정하고 아티스트 체험

하는 ‘TUMBLER FOR EARTH’ SNS 챌린지를 진행하여 소속된

편과 가창편으로 구성하여 총 1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와 840여 명의 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환경활동가들이 게스트로 함께하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팬들과

바다로 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CLEAN SWELL’ 캠페인을 벌여 소속 아티스트

'1% for the Planet'은 2002년 파타고니아의

해안

쓰
레
줍고

‘버나드의 친환친구’는 소속 아티스트인 버나드 박이 함께 사는 지구를

친

를
기

쓰레기 생물피해 사례집Ⅱ>를 발간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

'1% For the Planet'에 대하여

'버나
드의

재료를 마련하는
환경 식
버나
서친
드
화에
'5
구
친
환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1% for the Planet’ 동참

이끌어내기 위해 ‘CLEAN SWELL’ 캠페인 포스팅 건수와 ‘버나드의 친환

창립자인 크레이그 매튜스(Craig Mathews)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 JYP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콘텐츠를 향유하는 모든

친구’ 4화 ‘바다를 지키는 버나드’의 조회수를 JYP가 매칭기부하여

공동 설립한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입니다. 지역의 환경문제가 해결

이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 전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for the Planet 기업들은 연 매출의

이처럼 음악과 자연을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지만

이 기부금은 21 개 해변과 서울 한강의 정화 활동에 사용되어 총

1%를 지역의 풀뿌리 환경단체에 기부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 for the Planet' 멤버로서 JYP-Soulcup 매출의 1%를 ‘동아시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랐던 이들의 참여 의지를 진작시키는 선한

4,731kg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JYP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과 아티스트는 지구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되어야 그 나라의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아가 전 세계의 환경

바다공동체 오션’에 기부하여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영

해당 영상은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YouTube 채널에 공개하여 환경에

블루 리본 플라이스(Blue Ribbon Flies)의

2PM
있는

들을 비롯해 1,100명의 팬들이 동참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창립자인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와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있습니다.

텀블
러
를
하는
용
사

'버나드의 친환친구' 콘텐츠 목록
내용

협력

Ep. 1

농부가 된 버나드

농업

친환경 농법 체험 및 자연친화적 삶을 배움

실상사 작은학교

Ep. 2

해안숲을 가꾸는 버나드

숲

해안숲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활동

생명의숲

Ep. 3

도시양봉가 버나드

동물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법과 공존을 모색

어반비즈서울

Ep. 4

바다를 지키는 버나드

바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바다를 지키는 활동, '2021 러브어스챌린지' 연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환경공단

Ep. 5

토박이 씨앗을 살리는 버나드

농업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알리고 지키는 활동

한살림

Ep. 6

수달을 보호하는 버나드

동물

도시와 수달이 공존하는 삶을 위한 행동

서울수달네트워크

Ep. 7

친환친구가 된 버나드

환경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제안

제로웨이스트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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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사회

임직원
인재 채용
JYP엔터테인먼트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Key Initiatives

이들은 회사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JYP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직무 역량과 함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주요 경영진이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채용전형 중 인성검사를

임직원

파트너

이용자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구축

파트너와의
동반성장 추구

이용자 보호 및 지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활동

•인재 채용 및 성장

•파트너 동반성장 체계

•개인정보보호

•EDM 사회공헌활동

실시하는 등 인재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직무의 경우 창의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

프로그램

•파트너 선정 및 운용

•임직원 다양성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및 인권 경영

및 실적

및 정보보안
•이용자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기부
•사회적 콘텐츠 제작

•디지털 소통채널 확대

•평가 및 보상체계

하기 위해 수시로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인재 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이직률은 9%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그에 맞춰 평균 근속 기간도 점차 늘어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와 조직문화
인재 채용 및 근무 현황

•안전한 근무환경

채용

Background

Direction

K-POP 문화의 글로벌 성장으로 아티스트와 콘텐츠에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사람의 꿈을 응원하며, 이를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창작 생태계를

사회적 관심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는 임직원과 파트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창작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이에 따라 창작의 전 과정에서 ESG 관리의 중요성이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선한 콘텐츠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제작 및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창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과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방법을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체계를 재정비하여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직1)

근속2)

2019

2020

2021

전체 입사자

51명

61명

78명

신입

37명

35명

42명

경력

14명

26명

36명

이직자

49명

42명

41명

자발적 이직자

49명

42명

41명

이직률

21%

17%

15%

임직원 평균 근속 기간

4년 2월

4년 7월

4년 4월

남성 평균

4년 6월

5년 3월

5년 5월

여성 평균

3년 11월

4년 1월

3년 7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이직률은 평균 임직원 수 대비 회계연도 동안 퇴직한 인원의 비율
2) 신규 채용인원 중 여성 비율이 높아 남녀 근속연수 차이 발생
3) 2022년 상반기 입사자 35명, 이직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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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재 육성 및 교육

임직원 다양성

JYP엔터테인먼트는 열정과 의지를 가진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JYP엔터테인먼트는 꿈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기업으로서, 이들의 꿈을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성장의 목표와

함께 키우고 가꾸며 이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JYP

방식을 결정하면, 회사는 이에 걸맞은 자원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성장을

엔터테인먼트의 총 임직원 수는 295명이며, 그중 96%인 285명이 정규

지원합니다.

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JYP는 창작 역량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합계

인재를 채용하는 한편, 모든 인재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명

2019

2020

2021

225

247

287

남성

명 (%)

102(45%)

105(43%)

113(40%)

명 (%)

123(55%)

142(57%)

174(60%)

성별

임직원들은 6,000여 가지 이상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러닝 플랫폼을

노력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여성

활용하여 직무, 외국어, 교양 등 본인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정을 자기

창의적인 음악과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120(53%)

126(50%)

147(51%)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명 (%)

100(45%)

116(48%)

134(47%)

만 50세 이상

5(2%)

5(2%)

6(2%)

임원

6(3%)

5(2%)

7(2%)

219(97%)

238(96%)

274(96%)

-

4(2%)

6(2%)

51

61

78

주도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러닝 플랫폼 외에도 컨퍼런스, 사외교육,

연령별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업무와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

JYP엔터테인먼트는 여성인재가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임직원 중 약 62%가

임직원 현황1)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재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향후 JYP엔터테인먼트는 회사 내 중장기적 인재 성장을 위한 리더십

2021년 여성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022년 신규 선임된 팀장 중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75%가 여성으로, 2022년도 상반기 기준 여성 팀장의 비율은 42%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고용형태별

더불어,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훈자 및 외국인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총 교육 비용

만원

3,000

3,389

4,739

연간 교육 참가자 수

명

125

135

176

인당 교육비(실제 교육 참여인원)

만원

24

25

27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구성
구분

채널

대한 채용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국가
보훈자 직원 6명과 외국인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 중

4%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규직 채용으로, 2022년 상반기 기준

교육

여성

남성

육아휴직자 수

공통교육

신규 입사자

신입 및 경력 사원 입문 교육,

온보딩 교육

현업 참여 온보딩 멘토링 등

부문별
역량 강화

60% (174)

2021

287

업무 복귀

육아휴직 복귀 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부문

외국어, OA 등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교육 제공

57% (142)

2020

43% (105)

1년 이상 근무

전체 여성

명 (%)

123(55%)

142(57%)

174(60%)

임원직 여성

명 (%)

-

-

1(14%)

고급관리자 여성

명 (%)

3(43%)

3(43%)

3(43%)

중간관리자 여성

명 (%)

8(44%)

8(44%)

8(44%)

매출발생 부서 여성

명 (%)

71(63%)

84(68%)

109(69%)

신규채용 여성

명 (%)

40(80%)

50(82%)

62(79%)

남성

명

-

-

-

여성

명

1

1

2

남성

명

-

-

-

여성

명

1

1

1

남성

명 (%)

-

-

-

여성

명 (%)

1 (100%)

1 (100%)

1 (100%)

장애인 직원 수

명 (%)

1 (0.4%)

1 (0.3%)

-

국가보훈자 직원 수

명 (%)

4 (1.5%)

5 (1.7%)

6 (2.3%)

외국인 직원 수

명 (%)

4 (1.5%)

4 (1.4%)

5 (1.9%)

성별

인력 다양성

55% (123)

2019

45% (102)

225

성별

고용 현황4)

1) 임직원 현황 내 소속 아티스트의 수는 제외
2) 비정규직 : 사내카페 ‘JYP-Soulcup’ 단시간 근로자, 1년 비자 외국인 근

역사, 미술, 음악 등 직무에
필요한 교육 제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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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247

온라인
Creative부문
역량 강화 교육

48

40% (113)

오프라인
직무 교육

명

세부 교육 프로그램
육아휴직 후

전사

신규채용

여성 근로자 현황3)

비정규직은 2명(단시간근로자), 전체 직원의 1%입니다.

임직원 성별 구성 현황

100

200

300

명 (%)

비정규직2)

통해 여성 인재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인원 및 비용

정규직

4)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
5) 2022년 상반기(6.30기준) 임직원 295명, 여성근로자 183명(62%), 여성임원 2명(25%), 육아휴직자 4명(여성 3, 남성 1)

로자

3) 전체 인원에 대한 여성 비율

JYP ESG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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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권 경영

인권 교육

평가 및 보상체계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조직별 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인권보호 채널 운영

JYP엔터테인먼트는 매년 전사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

JYP엔터테인먼트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 Management By Ob-

전사 차원의 목표에 따라 적시에 사업전략 및 목표를 조정·조율함

JYP엔터테인먼트는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을 방지하고 모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jectives) 기반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그리고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성장을 도모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Leader’s code)가 내재된 인사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또한 위원들간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취업규칙에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임직원에게 전달해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평가제도를 토대로 인재들에게 균등한 승진과 보상, 복지혜택의 기회

통해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과 합의의 문화를 조성

있으며, 사안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빠르게 해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권교육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노력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Leader’s code에서 강조하는 6대 핵심 가치를

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임직원 인권 고충처리제도 운영 프로세스

STEP 1

STEP 2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고 접수

사안 검토 및 선제적 해결 방안 도출

인권 법규 준수

평가체계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비전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직무 및 직군,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인재의 노력과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준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회사의 성장 목표와 연계된 개인의 기여도 및 성과를 평가하는 MBO

역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위해 조직과 개인 간의 합의를

노력한 결과, 인권 관련 법규 위반은 지난 3년간(19년~21년) 한 건도

인사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여 개인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

거쳐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조직과 개인의 기여도 및 성과

없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을 소중히 생각

자신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리더에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하며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 및 피드백을 통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권 고충처리 신고 채널
채널

STEP 3

JYP Singo

또한 임직원들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리더십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JYP엔터테인먼트’라는 가치 아래,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전사 공통성과급으로 분배합니다.

세부 내용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임직원 고충 신고 채널

제보자 상담 및 최종 해결 방안 결정

하고, 하향식으로 운영되는 인사체계를 보완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singo@jype.com)

이와 더불어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임직원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구성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성과 창출 수준과 환경 난이도, 목표 도전성

개개인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평가 프로세스

•제보된 건은 익명성 보장 하에 처리

목표 합의

인권 고충 신고 접수는 고충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두
인권교육 현황

개인목표 수립

로 사안을 검토 및 조사하고 선제적 해결 방안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구분

단위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제보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최종 해결

교육 이수인원1)

명

1인당 교육 시간
총 교육 시간

방안을 결정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2019

2020

2021

216

231

271

시간

4

4

12

시간

864

924

3,252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 사외이사, 단기간 근로자 제외
2) 2021년부터 윤리경영 교육(8시간) 실시

구분

Respected
Company
(존경받는 기업)

Leading
Company
(선도하는 기업)

50

JYP ESG Report 2021

2차 평가
(본부장)

3차 평가
(임원)

조직 평가

FeedBack

매출액, 영업이익,

평가결과

비재무지표

피드백

Leader's code와 연계한 평가항목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 시에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과

1차 평가
(팀장)

조직목표와 연계된

조직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고충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비공개적으

개인 평가 (성과/역량)

핵심가치

역량

평가 문항

진실

도덕성

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회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한다.

성실성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업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업무의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상호 존중

성과나 능력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그 자체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겸손

팀워크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사랑

긍정적 사고

실수하거나 성과가 나쁘더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Think
Brilliant

창의성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실행력

시행착오가 예상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본다.

업무 통제 능력

중요도를 바탕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행한다.

업무 개선 능력

자신의 통제 내에 있는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효율적 의사소통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협력을 요청한다.

성실

Act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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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JYP BOB (집밥)'

임직원 삶의 질 향상

복리후생제도

JYP BOB 취지 및 목적

JYP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들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JYP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양한

JYP BOB은 평일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 식당입니다. ‘You Are What You

기본적인 복지제도 운영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Eat’라는 슬로건 아래 체계적인 유기농 식단으로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업무 생산성

유연근무제와 멘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 ‘JYP BOB’은 체계적인 유기농 식단으로 임직원들의 건강

향상, 성장기 연습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증진 및 업무 생산성 향상, 성장기 연습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큰

있습니다. 강동구 JYP CENTER로 이전한 2018년 7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유연근무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근무만족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아티스트, 연습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있습니다.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임직원은 업무의 강도와

JYP BOB 운영 원칙

인당 복리후생비

내용을 고려한 Core Time(집중업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정하고, 월간
단위로 본인의 근무 스케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실시된 코어타임 기반의 선택적 근로제도는 임직원의 업무효율 향상과

1인당 복리후생 비용

만원

285

184

330

*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구내 식당 식수인원 감소 및 동호회 활동 불가로 복리후생비 감소
* 2021년부터 복지포인트 도입

여가시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기농ㆍ친환경 식단을 실천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재배한 국내산 유기농을 비롯한 친환경 식재료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타 식당 대비 높은 단가로 건강한 한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리 과정에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조리도구 및 식기류 등은 모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도자기, 유리,

멘탈케어 프로그램

트라이탄, 실리콘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합니다.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한 친환경

JYP엔터테인먼트는 JYP 멘탈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심적
안정과 마음 건강을 지원합니다. JYP 멘탈케어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

구분

와의 대면 프로그램과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와 일대일 상담으로 진행되며, 화상 연결
또는 별도 공간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및

복지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내식당 식사 무상 제공

중/석식 무상 제공

사내 카페 복지포인트

사내 카페에서 복지포인트 사용

명절 및 창립기념일

제휴 온라인 복지몰에서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생활환경
경조사 지원

JYP 멘탈케어 프로그램 사용 현황
구분
멘탈케어
대면 상담

단위
회

2019

2020

2021

77

19

18

* 멘탈케어 온라인 상담은 2021년 말 도입

1종 세제를 사용합니다.

복지제도 구성

육아휴직 복직 축하

교육비, 도서구입비 지원
여가 및

경조사비(화환 등) 및 휴가 지원
상조서비스 지원(부모, 자녀상)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축하 기념품 등 지급
임직원의 자기개발 교육비 및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JYP BOB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주방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제3자 위생점검을 의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도서구입비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2021년 말부터는 외부 업무가 많은 임직원을 위해 온라인 상담 프로

휴가비 지원

매년 하계휴가비 지급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율좌석제

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은 공간 및 시간적 제한

콘도미니엄 할인 혜택

제휴 휴양시설 할인 혜택 제공

상호존중 기반 호칭

JYP엔터테인먼트는 구성원들의 유연하고 수평적 소통을 지원하고자

없이 자유롭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 많은 임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제휴한 의료기관의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JYP엔터테인먼트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자율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자리를 직원

지원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임직원간 '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님'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평소 마주치지 못했던 구성원들 간의 소통

소통 문화는 연차와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구성원들이

빈도를 높이고 이러한 만남 속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간에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사무공간 내 집중업무공간, 협업공간, 휴게공간, 전화부스 등을 마련하여

조성합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자율좌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건강

2022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 상담이 72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대면

6년 장기근속: 안식휴가(1개월)

상담 횟수는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장기근속자 지원

10년 장기근속: 금 기념품,
감사패 지급
20년 장기근속: 장기근속휴가,
포상금, 감사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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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내 제안제도 ‘CHANGE’

안전한 근무환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문화 정립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오랜 시간 일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JYP엔터테인먼트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소통채널로 산업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안전점검과 개선활동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아닙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관건입니다.’(J.Y. Park, 2018, Mac-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안전보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분기마다

통한 이슈별 부적합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quarie Emerging Industries Summit)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시행하며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임직원의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붕괴, 자연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사항을 비롯하여 사업장 위험

재해 등 유형별 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요소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의 사항을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대응 훈련을 시행하며, 안전 게시판 및 소통채널 운영, 안전 캠페인 등

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JYP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사내 제안제도인 'CHANGE'를 도입하고,

안전보건 활동

성공적인 제안제도 운영 및 실행을 위해 CHANGE위원회를 운영하고

JYP엔터테인먼트는 전문 안전관리 업체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NGE'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은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재해를

임직원 건강 관리

자유롭게 회사의 발전과 행복한 일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임직원 및

JYP엔터테인먼트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내용에 따라 체인지위원회 산하에

협력업체의 안전을 위해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 및 화재 대피용품을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시행하여

TF를 구성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뒤

비치하여 화재 발생시 대피지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다양한 목소리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또한, PT Training Center와 Dental Clinic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아이디어는 업무와 제도, 정책에 반영되어 더 나은 JYP를 만드는 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건강 관리를 돕고 있으며, 임직원의 종합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연 안전 관리
2019

2020

2021

명

248

269

309

재해율

%

0.4

0

0.32

산업재해 발생 인원

명

1

0

1

직업성 질환 발생건수

건

0

0

0

구분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근로자 수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안전한 공연을 위해 아티스트, 관객, 공연 관계자
및 임직원 등 모두가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공연 전 단계에서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
사전

공연 기간

사후

*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근로자 수에는 도급업체 근로자 수 포함

•재해대처계획서 수립
•공연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안전보건교육 현황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
•작업자 및 스태프

구분

단위

교육 인원

명

2019

2020

2021

215

222

253

•공연장 시설
안전모니터링
•관객 비상대피로 관리

•무대시설 철거
안전관리

안전교육 시행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훈련

*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입/퇴사자를 반영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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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한 곡의 음악이 완성되어 대중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선정 및 운용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협력 거래 전반에 대한 투명성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창작 파트너가 참여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파트너를 단순한 협력

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을 도모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파트너사들이 자유로운 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를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트너 교육 커리큘럼

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들은 JYP

구분

교육 내용

윤리 및 인권 교육

•부정청탁 금지, 차별 금지 등 윤리 및 인권 관련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성장 지원

파트너 행동규범

엔터테인먼트 공식 웹페이지와 연결된 계정을 통해 협력의 기회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파트너와의 상생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

JYP엔터테인먼트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 거래와

창출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전달의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JYP 파트너 공정협력 가이드’를 제정

‘Open Partner Pool(jypbusiness@jype.com)’ 운영을 통해 잠재적

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파트너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

인 파트너사들의 사업 제안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

파트너 동반성장 체계

거래 및 윤리경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JYP엔터테인먼트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파트너가 자유롭게 신규 제안 및 개선사항에

초기 스타트업 투자

JYP엔터테인먼트는 창작의 주체가 되는 파트너들이 성장하고 상생할 수

의 다짐입니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가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채널(jyppartners@jype.com)을 운영

JYP엔터테인먼트는 LP 투자로 참여한 투자조합을 통해 초기 기업 및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체계적인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이를 토대로 파트너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재무환경을 지원하며, 또한 다양한 혁신

기준을 세우는 한편, 거래 체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영역에 적용되는

적인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를 위한 사업 제안 채널 및 파트너 채널을 운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설립 3년 이내의 초기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 2개의 투자조합

전체 파트너

개

1,011

1,386

1,923

신규 파트너

개

459

375

537

총 구매액

억원

495

389

532

파트너*

파트너 선정 및 운용
구매
윤리서약서

•JYP엔터테인먼트 안전가이드 교육

JYP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고 있는 투자조합은 뛰어난 기술을 지닌

JYP 파트너 공정협력 가이드

파트너 선정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주요 이슈

생태계 투자 진행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현황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는 등 협력 기회를 위한 소통 채널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파트너 행동규범

공정거래 가이드

JYP엔터테인먼트는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를 통해 130억 원 출자 약정이 되어 있으며, 출자한 투자조합의
총 펀드규모는 405억 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총 24개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단순거래를 포함한 총 거래 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파트너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및 실적
파트너 동반성장 체계

초기 스타트업 투자 규모

파트너 교육

구분

단위

2020

2021

JYP엔터테인먼트는 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작 생태계의 장기적

누적 펀드 규모

억원

205

405

투자기업 수

개

9

20

성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파트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부적
으로 마련한 커리큘럼에 따라 윤리 및 인권과 안전 교육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 JYP엔터테인먼트는 엘앤에스 10호 Early Stage Ⅲ 투자조합(205억)과 스마트 엘앤에스제이와이피 투자조합(200억)에 출자
2) 후속 투자로 인한 중복기업 수 포함

JYP

Open Partner
Pool

사업 제안

파트너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파트너 선정

파트너 지원

스타트업 투자 시너지 사례

프로그램
JYP엔터테인먼트는 L&S벤처캐피탈을 통해 ‘스마트 엘앤에스-제이와이피 투자조합(총 200억 원 규모)’에
100억 원을 출자하여 멘토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엘앤에스-제이와이피 투자조합’은 멘탈헬스케어 플랫폼 ‘Trost’를 운영하는 ‘휴마트컴퍼니’에
투자해 회사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재 JYP는 ‘Trost’를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한 축인 온라인 정신건강 전용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jypbusiness@jy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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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

이용자 접근성 제고

그램 등 SNS 플랫폼의 라이브 기능이나 Bubble, V LIVE 등 아티스트

JYP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하여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지향합니다. 최근 3년간 온·오프라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들이 물리적·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합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으로 법정의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749명입니다. 또한

자유로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아티스트들을 구독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며,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국내 연예기획사로는 유일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임직원

장애로 인해 콘서트 예약 및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아티스트와 밀접하게 연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대상 사이버 침해 모의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콘서트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JYP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콘서트 티켓 예약 시 휠체어석은 일반 예매가

더불어, Z세대 팬덤을 타깃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적극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아닌 유선 예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하는 활동지원인 좌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페토 내 가상공간에서 JYP 아티스트들과 사진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관리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포함하여 1인 2석을 제공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원활한

찍거나 함께 안무 연습을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체험형 소통을 하고

정보보안 체계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수집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연 관람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YP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장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팬 커뮤니티인 JYP Fan’s를 개설, 팬들과의 공식

JYP엔터테인먼트는 운영 중인 서버를 보안전문회사의 24시간 관제를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어떠한 조치가

를 가진 분들도 불편함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해당 페이지로 공개방송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교체

취해지고 있는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상세 내용

하여 공연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방청 신청을 하여 아티스트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및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해외 이용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디지털 채널은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창구

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국내 팬들을

역할을 하며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안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넘어, 이제는 일본 및 중국, 나아가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의

전사 차원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소통 이메일(fan@jype.

2022년에는 더욱 고도화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고 수준

JYP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정보 취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팬들까지 JYP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com)을 통해 팬들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아티스트

의 보안프로그램(CIS, NIST 컨트롤 기반 Microsoft Defender)을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중국어 번역

별로 팬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팬 마케팅 담당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JYP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베트남어,

이들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이를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어, 힌디어 등 아시아 국가의 언어와 스페인어까지 지원하여 더 많은

국내외 K -POP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글로벌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

트렌드에 맞춘 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여 아티스트와 팬들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방침
JYP엔터테인먼트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

개인정보 보호현황

니다. 더불어 2020년 처음 시행되었던 ‘Beyond LIVE’ 플랫폼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JYP엔터테인먼트의 정보 유출 관련 사건 및 피해 발생은 최근 3년간

비대면 콘서트를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정보 관련 정보 유출 건수와

제고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및 IT담당자를 두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사항과 담당자

정보 유출 관련 법규 위반 벌금 지출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임직원과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담당 조직의 보안의식 강화와 서버 보안수준 강화를 통해 향후

디지털 소통채널 확대

수립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아티스트의 각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

있습니다. 추후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더욱 강화할

에도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이를

고, 아티스트 활동기에 방송 및 공연과 같은 현장 이벤트 진행 시 팬들

위해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팬 미팅이나 콘서트 관련 설문조사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수시로 유튜브·인스타

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분

관리적 조치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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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티스트별 소통 체계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2019

2020

2021

건

0

0

0

%

0

0

0

명

0

0

0

원

0

0

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구분

단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체계 혹은 준수사항 마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직원에 대한 정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기술적 조치

또한 팬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 및 시스템 설계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대책 마련

(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관련 침해 비율
개인정보 침해로 영향을 받은 이용자 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물리적 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절차로 인한

•서버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금전적 손실액

JYP ESG Report 2021

[ITZY _ LIVE] 트렌디한 소통방송 ‘쿡방’

개인식별정보
ITZY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3개월간 팬들과 함께하는 스페셜 라이브 쿠킹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막내 유
나를 시작으로 다섯 멤버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팬들이 추천한 메뉴를 직접 만들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팬들이 ITZY의 방송을 보며 직접 요리한 사진을 SNS에 인증하고, 멤버의 요
리와 가장 비슷하게 만든 주인공에게 SNS '좋아요'로 화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ITZY는 해당 콘텐츠로 이용
자들과 더욱 친밀한 모습으로 가깝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팬덤 ‘MIDZY’만을 위한 스페셜 콘텐츠도 진행하였습니다.

JYP ESG Facts

59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ED

JYP 엔터테인먼트는 ‘Every Dream Matters!: 세상의 모든 꿈은

EDM 사회공헌활동

사회
공
헌

EDM DAY’
1 JY P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연말 EDM 사회
공헌활동 이야기를 담은 ‘EDM DAY’ 영상을 제작해 JYP엔터테인먼트

한 멘토링
동을 위
병아
난치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소중한

‘ 2 02

하고, 구성원 참여활동, 지역사회 기부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은
싶

EDM 사회공헌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형편과 비싼 수술비

한
공유

아동청소년 분야 EDM 치료비지원 사업, EDM 소원성취 사업을 진행

고
되

을 펼치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작곡
가
가

EDM 치료비지원 사업

를
과
성

소중하다’라는 비전 아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EDM 사회공헌활동

M

생명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삼성서울병원과 MOU를 체결한 JYP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저소득층 아동의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수술비, 희귀약품 구입비, 보조

공식 YouTube 채널에 공개하여 팬 및 대중들과 그 성과를 나누고

기기, 치료비(항암, 이식, 재활 등)를 지원합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 아동 수와 수혜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총 4억 5천만 원을 기부하여 41명의 아동들을 보살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1년 JYP엔터테인먼트는 월드비전과
월드
비
전

MOU를 체결하여 해외 환우들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
아동
외
해

이 활동에는 해외 지사(JYP JAPAN)도 동참하여,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4개 지역의 해외 아동 313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원 MOU 체결(2021년
비지
)
치료

JYP엔터테인먼트 사회공헌체계
EDM 치료비지원 사업 현황

CSR 브랜드

구분

2021

합계

200,000

250,000

450,000

15

26

41

천 원(￦)

-

300,000

300,000

일본 치료비지원

천 엔(￥)

-

12,000

12,000

후원아동

명

-

313

313

단위

치료비지원

천원

후원아동

명

치료비지원

국내

CSR 비전
Every Dream Matters! 세상의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
해외

전략 방향

Partnership

의 회복
아동
지원

Core
competency

해외
(몽
골
비
료
)치

2020

항목

Sustainability

모습

주요 사업 영역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영역별 세부활동
EDM 치료비지원 사업

EDM 소원성취 사업

긴급구호 및
EDM 사회공헌활동 연계
EDM 국내 치료비지원을 받은 아동의 감사 편지

60

JYP ESG Report 2021

JYP ESG Facts

61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EDM 소원성취 사업

고 고마워하는
물을 받
T WI
터선
C
E
의
로부
모모
동으
(2
아

수 있는 힘과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하는 정서적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7억 9천만 원을 기부하여 난치병 아동 181명의 꿈을
응원하였습니다.

소원성취활동은 ‘만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등 총 5가지의 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EDM 위시베어 만들기(2019), EDM 소원팔찌 만들기(2020), EDM
Healthy Kit 만들기(2021) 등 핸즈온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및 연습생, 아티스트의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대면, 비대면으로 나누어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
하며,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
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동참하였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사내 게시판,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사회공헌
활동 소식을 구성원과 공유하며 상호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0

)
년
21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만나고 싶어요’ 소원을 가진 아동들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 구성원 모두가 함께합니다.

서

국내외 만 3~18세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루어줌으로써 병을 이겨낼

JYP 구성원 참여활동

위시
데
이
에

EDM Healthy Kit (2021)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2021년에는 소속 아티스트를 만나길 원하는 국내
병
치
난

·외 아동들과 비대면 ‘온라인 위시데이’를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뤄준 Stray Kids
원을
위
시
의소
데이
아동
(20
2

화상으로 아티스트를 만나는 ‘온라인 위시데이’를 통해 아티스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 아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DAY6 원필, TWICE, Stray Kids, ITZY가 참여
하여 11명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EDM 소원성취 사업은 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신한카드와 JYP가 제휴하여 출시한 JYP Fan’s EDM 체크카드를 팬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면, 소비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EDM

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활동과 플랫폼으로 선한 영향력을 팬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위시데이 019년)
rk의
Pa

운영하여, 국내외 팬들이 나눔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JYP

.
J.Y

‘아동 모금함’,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나누는 ‘EDM 기념일 기부 모금함'을

EDM 소원팔찌 (2020)

난치
병
과
동
아

더불어 JYP_EDM 위시기부사이트에 난치병 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

전달되며,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활동에 쓰입니다.

1년

사회공헌활동에 기부됩니다. 이 기부금은 아티스트와 팬덤의 이름으로

EDM 소원성취 사업 현황
구분

단위

JYP엔터테인먼트 기부금
JYP Fan`s EDM 카드 기부금

2019

2020

2021

계

324,500

300,000

170,000

794,500

-

21,164

13,737

34,901

1,912

17,552

11,077

30,541

326,412

338,716

194,814

859,942

161

209

171

541

50

60

71

181

천원
EDM 위시 기부사이트 기부금
총 기부금 합계
EDM 소원성취 봉사자
명

JYP Fan’s EDM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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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지역사회 기부

사회적 콘텐츠 제작

JYP엔터테인먼트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대중을 위한 음악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억 원을 기부하여 의료진 방호복,

듣는 음악이므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스크 등의 의료용품과 면역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창작물을 대중과 함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경북, 강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배구조

Key Initiatives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지역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건복구 사업과 이재민 정서 지원 등을 위해 3억 원을 기부

J Y P 엔터테인먼트는 2 0 2 2 년부터 매년

하였습니다. JYP 소속 아티스트들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역사회

‘SONGS THAT CARE’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과 성금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환경, 공존, 나눔의 가치 등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주주친화 경영

윤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주주 권익 보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 확립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식 및 자본구조

•윤리규정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주 권익 보호

•윤리경영체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곡을 만드는 작사·
작곡 오디션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곡은
(단위 : 원)

JYP엔터테인먼트 지역사회 기부 현황
연도
2020

내용

후원금액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업

500,000,000

소속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로 제작,
유통할 계획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회사와
함께할 새로운 작사가와 작곡가를 발굴하는
한편, 음악적 교류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

2022

강원, 경북 지역 산불피해 복구사업

300,000,000

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단위 : 원)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지역사회 기부 현황
연도

내용

후원 아티스트
2PM 찬성

2019

20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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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SONGS THAT CARE’
오디션 포스터

후원금액
100,000,000

2PM JUN.K

50,000,000

Background

Direction

2PM 우영

50,000,000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JYP엔터테인먼트는 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업경영의 핵심

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갖춘

요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이사회 구성과 ESG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기관 및 투자기관의 요구사항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윤리경영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고

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배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사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업

강원, 경북 지역 산불피해 복구사업

JYP ESG Report 2021

2PM 준호

30,000,000

2PM 찬성

50,000,000

2PM 준호

30,000,000

TWICE 나연

50,000,000

TWICE 다현

50,000,000

TWICE 쯔위

50,000,000

ITZY 류진

50,000,000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파트는 보고서 발간시점인 2022년 상반기까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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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이사회 구성

JYP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다년간 종사하여

2022년 상반기 기준, JYP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4명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련 업계 전문가이며, 사외이사의 경우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보상위원회와 ESG

회계, 재무, 법률, 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2021년 이사회 개최 현황
회차

개최 일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1

2021.03.09

현금배당 결정(1주당 154원)

가결

2

2021.03.11

3

2021.03.12

4

2021.05.25

5

2021.06.04

6

2021.06.24

7

2021.07.20

8

2021.10.14

9

2021.11.17

10

2021.12.31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모니터링
을 수행합니다. 2022년 3월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전체 구성원 대비 25%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 현황 (2022년 상반기 기준)

1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분

이름

성별

임기만료일

주요 경력

전문 분야

사내이사

정욱

남

2023.03.26

•현)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경영 및 전략 총괄

직책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사내이사

변상봉

남

2023.03.26

•㈜이네트 경영지원팀장

경영 및 재무 총괄

CFO

•현)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3

사내이사

박진영

남

2023.03.26

•㈜JYP엔터테인먼트 설립
•2006 국무총리표창(문화콘텐츠 수출유공자)

4

사내이사

이지영

여

2024.03.28

연예매니지먼트전공 겸임교수
•현) JYP엔터테인먼트

늘려왔고, 2022년에는 신규 사외이사 추가 선임을 통해 이사회 내 사외
이사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

경영 및 창작 총괄

CCO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전 이사 선임의 안건이 있을 경우 이사후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추천 여부에 대해서도

가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내부결산 이사회 결의
타 법인(주식회사 디어유)

가결

가결

구주 보통주 취득의 건
타 법인(주식회사 디어유)

가결

구주 보통주 추가 취득의 건
두나무와 사업협력을 통한
NFT 플랫폼 사업 공동 영위의 건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가결

가결

쓰리식스티 설립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타 법인(주식회사 네이버제트)
지분유지를 위한 주식 추가 취득의 건
제27기(2021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가결

명시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캐스팅매니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JYP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감사위원 제외)은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최근 사외이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동서식품 회계팀
2

이사회 독립성

제26기(2020년)

아티스트 발굴 및 기획,
제작 전반, 매니지먼트

이사 보수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현황

신인개발본부/아티스트4본부 본부장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2019

2020

2021

2022

명

4

4

7

8

사내이사

명

3

3

4

4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며, 상여의 경우 주주총회

사외이사

명

1

1

3

4

에서 결의된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율

%

25%

25%

43%

50%

남성

명

4

4

6

6

여성

명

0

0

1

2

구분

단위

결정됩니다. 대표이사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5

사외이사

박완

남

2024.03.28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현)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회계 및 재무

•현) ㈜셀바이오휴먼텍 상무이사

6

공태용

남

2024.03.28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건 대표변호사

보상위원회 위원장
법률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외이사

윤형근

남

2024.03.28

•㈜미래파트너스 이사
•충무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회계 및 재무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루트로닉 커뮤니케이션팀장
사외이사

문경미

여

2025.03.28

•팍스경제TV 전략기획실장
•블록몬스터랩 대표이사
•현) 스타인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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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지급액(2021년 기준)

블록체인 및 투자

ESG위원회 위원장

JYP엔터테인먼트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기업 운영에 있어 중

전체

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며, 이사회 규정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설립,

(단위: 천 원)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인원수

이사회 운영

•현) ㈜티머니 자문

8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직무, 직책, 리더십,

성별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현) 법률사무소 민산 대표변호사

7

유형별
이사회 구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7

2,100,335

269,936

4

2,013,341

503,335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000

-

감사위원회 위원

3

80,994

26,99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회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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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주주
의결권 행사,

윤리경영

보상위원회

주식 및 자본구조

윤리 규정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진의

JYP엔터테인먼트는 주식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따릅니다. 2021년 12월

JYP엔터테인먼트는 법과 도덕,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여 엔터테인먼트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균형 잡힌 합리적 보상 체계를

31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 주식 35,497,492주이며, 상법에 따라

산업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

수립하고 중장기적 수익성과 리스크를 반영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 수는 2,399,433주입니다.

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경영진 보상의 적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의사결정 참여

주주 권익 보호

만들기 위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 판단 및 행동 지침을 마련

ESG위원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최대

하였습니다. 윤리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로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이사 선임

ESG위원회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기업

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 주주총회부터

총 5개 장에 총칙과 함께 공정한 업무 수행, 재산 및 정보 보호, 팬 응대,

& 보수한도 승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 방식

자기신고 및 제보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및 정책을 수록하였습니다.

ESG 전략 방향 설정 및 경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ESG 활동 관련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SG위원회의 체계적

대한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윤리경영체계

업무수행을 위해 ESG협의체와 ESG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ESG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JYP엔터테인먼트

사업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산하 조직인 인사총무팀, 법무팀, 회계팀이

협의체는 실무협의체가 진행한 ESG 프로젝트의 성과와 지표를 관리

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

중심이 되어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윤리,

하고, 다양한 ESG 안건을 검토하여 ESG위원회에 보고합니다. ESG실무

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주의 경영참여 권리를 보장할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준법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영감독

협의체는 위원회가 정한 전략 방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ESG 비전을 설정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준법지원인을 신규 선임하여 준법지원인과 유관부서 간

CEO 선임

하고 실행하며, 비전과 연계된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활동 보고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주주친화 경영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윤리경영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윤리경영체계를
전자투표제와 더불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로 현금배당

대표이사

더욱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준법지원인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배당정책을 제도화하였으며, 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위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

성장과 이익 수준,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과

윤리교육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물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2022년 최초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해당 준법지원인은 JYP

또한 홈페이지 내 IR 게시판을 통해 주가정보, 재무정보, 공시정보,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은 인사총무팀에서 주관하여 연 1회 온라인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관리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윤리규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중요성을 습득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1인당 평균 윤리교육 시간은 약 8시간으로 총 271명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

2022년에는 보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기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기타
71.09%

준법지원인 현황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상법에 의거,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성명

성별

임기만료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 작성

주요 경력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
관리자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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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25.06

없었습니다.

15.66%

윤리 규정 목차
제1
제2
제3
제4
제5

국민연금
6.49%

•JYP엔터테인먼트 사내 변호사
김동욱

JYP & Mgmt*

자사주
6.76%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이 규정에 맞춰 감사업무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핫라인을 통한 윤리 위반 제보 건수는

장: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장: 공정한 업무 수행 (금품, 접대 편의, 이해관계 상충)
장: 재산 및 정보보호 (재산보호, 정보보호)
장: 팬 응대
장: 자기신고 및 제보 (처리 절차, 제보자 보호)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 위반 제보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 Top Management는
박진영, 대표이사, 부사장의 지분 포함

구분
건

2019년

2020년

2021년

0

0

0

JYP ESG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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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05

제 27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6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5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APPENDIX
71
74
76
79
80
82

재무제표

GRI Index

중대성 평가

SASB 대조표
UN SDGs

제3자 검증의견서

(단위 : 원)
제 25 기

제 26 기

제 27 기

155,435,844,908

144,399,021,991

193,899,561,773

매출원가

79,358,997,387

67,501,513,665

89,745,860,121

매출총이익

76,076,847,521

76,897,508,326

104,153,701,652

판매비와관리비

32,618,322,776

32,761,025,511

46,249,940,539

영업이익

43,458,524,745

44,136,482,815

57,903,761,113

기타수익

782,124,219

36,342,548

609,074,468

기타비용

538,971,227

2,064,335,003

3,167,628,460

금융수익

2,688,629,308

2,895,098,655

18,482,931,348

금융비용

3,308,438,626

6,924,089,637

2,600,977,793

(64,777,938)

(91,676,050)

14,685,257,28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017,090,481

37,987,823,328

85,912,417,959

법인세비용

11,796,752,828

8,351,425,095

18,411,687,983

당기순이익

31,220,337,653

29,636,398,233

67,500,729,976

31,302,235,018

29,533,856,172

67,460,902,491

(81,897,365)

102,542,061

39,827,485

675,016,958

(622,469,747)

1,845,141,829

(164,583,831)

(379,967,192)

1,664,304,641

(48,893)

(116,503,188)

180,434,719

(164,534,938)

(263,464,004)

1,483,869,922

839,600,789

(242,502,555)

180,837,188

839,600,789

(242,502,555)

213,729,164

매출액

관계기업투자손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2,891,976)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31,895,354,611

29,013,928,486

69,345,871,805

31,933,015,673

28,886,552,729

68,893,899,634

(37,661,062)

127,375,757

451,972,171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947

892

2,038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947

892

2,037

총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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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제 27 기 2021.12.31 현재
제 26 기 2020.12.31 현재
제 25 기 2019.12.31 현재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제 25 기

제 26 기

(단위 : 원)

제 27 기

제 25 기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16,257,542,821

126,952,970,508

159,186,900,028

38,658,746,138

34,542,244,171

49,138,232,915

1,157,800,000

5,101,974,076

5,675,597,350

기타비유동부채

기타유동금융자산

58,634,873,976

63,983,800,000

51,878,745,542

이연법인세부채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319,304,388

19,457,512,337

46,946,321,942

690,988,886

448,282,082

1,433,494,363

2,795,686,353

3,417,179,145

4,106,281,094

143,080

1,978,697

8,226,822

91,582,136,418

96,996,732,158

158,231,406,055

12,364,578,220

11,773,641,107

34,910,724,5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92,772,852

2,965,596,800

2,909,699,3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81,582,576

6,387,766,611

8,808,688,517

이익잉여금

1,906,330,880

42,570,591,708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당기법인세자산
비유동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관계기업투자
131,273,495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38,782,757,897

40,547,332,973

38,286,277,286

무형자산

29,043,036,790

30,828,082,474

29,545,607,468

6,679,101

2,140,349

1,486,134,588

2,581,302,212

1,197,676,762

207,839,679,239

223,949,702,666

317,418,306,083

43,149,749,830

33,334,303,727

58,331,683,4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974,233,606

11,049,475,413

14,514,656,591

기타유동금융부채

1,174,296,672

1,462,994,210

2,392,309,254

14,084,695,495

7,365,481,404

16,931,443,246

기타유동부채

9,300,166,951

9,283,877,109

15,814,007,089

당기법인세부채

8,616,357,106

4,172,475,591

8,679,267,306

2,339,985,312

4,368,063,466

8,437,233,761

기타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제 26 기

제 27 기

3,180,175,973

1,767,291,595

60,757,442

61,913,876

1,127,130,051

4,735,861,713

114,491,500
1,237,938,411

충당부채
987,555,401

1,872,166,577
45,489,735,142

37,702,367,193

66,768,917,247

158,901,752,320

182,671,767,939

246,621,849,131

자본금

17,942,201,500

17,943,451,500

17,943,451,500

자본잉여금

76,901,977,199

76,955,682,199

76,955,682,199

(12,012,398,634)

(12,054,078,634)

(11,900,795,990)

561,980,151

(85,323,292)

1,347,673,851

75,507,992,104

99,912,036,166

162,275,837,571

3,448,191,777

3,575,567,534

4,027,539,705

자본총계

162,349,944,097

186,247,335,473

250,649,388,836

자본과부채총계

207,839,679,239

223,949,702,666

317,418,306,083

부채총계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자본조정

비지배지분

부채
유동부채

선수금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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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주제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 및 청렴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 관행

74

지표

페이지

GRI 102-1

조직 명칭

GRI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GRI 102-3

본사 위치

12

GRI 102-4

사업 지역

12 - 13

GRI 102-5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12 - 13

GRI 102-6

시장 영역

12 - 15

GRI 102-7

조직의 규모

12 - 13

GRI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관한 정보

47 - 55

GRI 102-9

공급망

14 - 17

GRI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4 - 17

GRI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4-7

GRI 102-16

가치, 원칙, 기준 및 행동강령

16 - 17

GRI 102-17

윤리 관련 자문 요청 및 우려 고발 메커니즘

50, 69

GRI 102-18

지배구조

65 - 69

GRI 102-19

권한 위임

65 - 68

GRI 102-20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주제에 대한 임원 책임

68 - 69

GRI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그 하위 위원회의 구성

66 - 68

GRI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66 - 68

GRI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 추천 및 선정

66 - 68

GRI 102-25

이해관계상충

GRI 102-26

비고

주제

페이지

GRI 103-1

중요 주제 및 그 경계에 대한 설명

76 - 78

GRI 103-2

중요 주제 관리방식 및 그 구성요소

76 - 78

GRI 103-3

중요 주제 관리방식에 대한 평가

76 - 78

GRI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12 - 13

GRI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56 - 59

GRI 203-2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영향의 예시 (긍정/부정 포함)

56 - 59

GRI 206-1

경쟁 저해 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GRI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42

GRI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42

용수 및 폐수

GRI 303-3

용수 취수

-

배출

GRI 305-5

온실가스 감축

42

12
14 - 15

지표

경영 접근법

경제적 성과
간접 경제 영향
반경쟁행위
에너지

-

폐기물

GRI 306-3

폐기물 발생

-

(일반폐기물
65톤, 음식물 21톤,
재활용 75톤)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 수 및 비율

GRI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68 - 69

GRI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목표, 가치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65 - 68

GRI 403-1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54 - 55

GRI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65 - 68

GRI 403-2

유해 요인 식별, 위험성 평가 및 사고조사

54 - 55

GRI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65 - 68

GRI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협의 및 의사소통

54 - 55

GRI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65 - 68

GRI 403-5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훈련

54 - 55

GRI 102-33

주요 우려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65 - 68

GRI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52 - 54

GRI 102-35

보수 정책

67

GRI 403-7

경영 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계된 산업안전 보건 영향의 예방 및 저감

54 -55

GRI 102-36

보수 산정 프로세스

68

GRI 403-8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54

GRI 102-4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방식

69

GRI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48

GRI 102-47

중요 주제 목록

GRI 404-2

직무 교육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48

GRI 102-50

보고 기간

2

다양성 및 기회균등

GRI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66

GRI 102-51

최근 보고 일자

2

차별금지

GRI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50

GRI 102-52

보고 주기

2

인권평가

GRI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50

GRI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처

2

지역사회

GRI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 운영 비율

GRI 102-54

GRI Standards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 이뤄졌음을 기술한 문장

2

GRI 102-55

GRI 인덱스

74 - 75

고객 정보 보호

GRI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관련 제기된 불만 건수

GRI 102-56

외부 보증 (external assurance)

82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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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용수취수량
6,026m3

21년 폐기물
발생량: 총 161톤

GRI 401-1

76 - 79

비고

고용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47
51 - 53
49

60 - 64
보고기간 동안
-

발생한 위반 및
분실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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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대성 평가
JYP엔터테인먼트는 국제 지속가능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의

평가 결과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과 글로벌 ESG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11개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미치는 중요한 토픽들을 선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인지하고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중대성 평가를

있으며, JYP엔터테인먼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시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핵심 요인은 안정적인 아티스트의 육성 및 팬과의 소통이라고 판단하

투명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고 있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역할이 사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바,

중대성 평가
High

19
24

12

이해관계자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공급망 관리 역량에 대해 강조
하였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를 통해 회사에 요구되는 사회적

비즈니스 영향력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를 기반으로 각 이슈를

책임과 ESG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요 이슈와 연관된 Key

평가하여 중대 토픽을 구성하였습니다.

Initiative 및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Step 1. 이슈 풀(Pool) 구성

7

18

10

이해관계자 관심도 1)

평가 프로세스

27

23

6

9

16

22

13

15
11

25
28
26

8

14

GRI standards, SASB, TCFD 등 국제표준 분석, ESG 평가기관

20

2

인덱스(MSCI ESG Ratings, KCGS), 국내외 Peer Group의 지속가

21

17

능성 이슈, 미디어 리서치 등의 진단 과정을 통해 총 28개의 이슈 풀
(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5
1

4

Step 2.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3

다음 두 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28개의 이슈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영향력: JYP엔터테인먼트의 명성, 매출, 전략에 미치는

비즈니스 영향력 2)

Low

High
1) 주요 이해관계자가 판단하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에 대한 지표
2) 각 이슈가 회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

영향 평가
- JYP엔터테인먼트 내부 자료 및 외부 공시/보도자료 스크리닝
- 임직원 대상 ESG 인식 및 이슈별 영향도 조사 진행
(2022년 1월 ~ 2월)

1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발자국 저감

15

주주 가치 증진 및 소통 강화

•이해관계자 관심도: 임직원 및 이용자, 투자자, 파트너, 지역사회를

2

환경 캠페인 수행

16

임직원 인권 보장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미디어 리서치 분석을 통한

3

환경정책 및 규범 강화

17

임직원 대상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이슈별 중요도 평가

4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8

인성과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아티스트 육성

5

환경/이니셔티브 준수

19

일과 삶의 균형 보장

6

자원순환 활성화

20

협력사 성장 지원 및 협력사 교육

7

지역사회 복지 증진

21

협력사와의 공동제작 및 마케팅 프로그램

8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22

협력사 윤리규범 제정

9

정보보안 체계 확립

23

협력사 공정거래 관행 정착

10

안전한 정보보호 구현

24

사내 조직문화 개선

11

ESG 정보 공시 및 투명성 제고

25

사회적 콘텐츠 제작

12

지배구조 평가 및 보상 공정성 확보

26

지속가능한 창작자 발굴

13

윤리경영/행동강령 내재화

27

사업자 보건과 안전 강화

14

법률 및 규제 준수

28

사회적 소외층을 위한 콘텐츠 접근성 강화

- JYP엔터테인먼트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2022년 5월)
- 2021년 6월 ~ 2022년 5월 1년간 이슈별 미디어 노출도 분석

Step 3. 중요 이슈 선정 및 유효성 검토
28개의 이슈 풀 중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가
큰 11개의 이슈를 중요 이슈로 선정하고, ESG TF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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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대조표
중요도
구분

이해관계자 중요도
이슈

비즈니스 중요도
이용자

파트너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표준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산업별
지역
사회

투자자
및 주주

정부

구성원

미디어

표준은 SICS(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지속가능한 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총 11개 영역 77개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Tier1

인성과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아티스트 육성

O

O

O

O

O

O

Tier1

사내 조직문화 개선

O

O

O

O

O

O

O

Tier1

일과 삶의 균형 보장

O

O

O

O

O

O

O

Tier1

지역사회 복지 증진

O

O

O

O

O

O

Tier1

주주 가치 증진 및 소통 강화

O

O

O

O

Tier1

임직원 인권 보장

Tier1

사회적 콘텐츠 제작

O
O

O

O

O

Tier1

ESG 정보 공시 및 투명성 제고

Tier1

협력사 성장 지원 및 협력사 교육

O

O

O

O

Tier1

협력사 공정거래 관행 정착

O

O

O

O

Tier1

사회적 소외층을 위한 콘텐츠 접근성 강화

O

O

Tier2

지속가능한 창작자 발굴

O

Tier2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O

Tier2

안전한 정보보호 구현

O

Tier2

협력사 윤리규범 제정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Tier2

정보보안 체계 확립

O

O

O

O

O

O

O

TC-IM-230a.2

O

O

Tier3

환경 캠페인 수행

O

환경정책 및 규범 강화

Tier3

자원순환 활성화

Tier3

윤리경영/행동강령 내재화

O

O

O

O

O

Tier3

법률 및 규제 준수

O

O

O

O

O

Ti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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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2) 총용수 사용량, 물 스트레스가 높은

-

맞춤형 광고 및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설명
2차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이용된 건수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1) 데이터 침해 수,
(2) 개인 식별 정보(PII) 관련 침해 비율,

58

-

58

58

제3자 사이버 보안 표준 사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58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직원 채용,
참여 및 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반경쟁행위

Tier3

대체하였습니다.

O

지식재산권 보호 및
미디어 불법 복제

TC-IM-330a.1

TC-IM-520a.1

SV-ME-520a.1

SV-ME-260a.1

O

외국인 근로자 비율

반경쟁행위 규제 관련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회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함에 대한 설명

49

O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내부관리체계
및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0건이며,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적 소송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금전적 손실 또한 0원입니다.

정보 보안과 관련한 피해 발생은 최근 3년간 0건입니다.

SV-ME-260a.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 기술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은 전체의 1.9%입니다.(2021년 기준)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어 이로 인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

손실액은 0원이며, 상세 내용은 2021년 JYP엔터테인먼트
사업보고서 ‘XI.3.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1) 경영진, (2) 사무직/기술직, (3) 기타
직원에 대한 성별, 인종별, 민족별 비율

49

뉴스/미디어 콘텐츠 내 Pluralism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59

JYP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JYP퍼블리싱)를 통해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21년 기준 여성 직원의 비율은 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IV.2.(1) 임직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다원주의

O

21년 총용수 취수량은 6,026m3 입니다.

(3) 이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

정보 보안

환경/이니셔티브 준수

협력사와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프로그램

TC-IM-220a.3

O

Tier3

O

TC-IM-220a.2

TC-IM-230a.1

O

Tier3

개인정보보호,

O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21년 해외를 포함해 전력 1,482MWh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94%(1,393MWh, 한국 내 사용전력 전량)를 재생에너지로

수원 지역의 비율

표현의 자유

Tier3

42

보고 내용

(1) 총용수취수량,
TC-IM130a.2

광고 표준 및

임직원 대상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보고 위치

(3) 재생 가능 비율

TC-IM-220a.1

Tier3

사업장 보건과 안전 강화

(1) 에너지 총 사용량,
(2) 전력망 전력 비율,

O

지배구조 평가 및 보상 공정성 확보

Tier3

TC-IM-130a.1
환경 발자국

O

O

Tier2

O

지표

하드웨어 인프라의

O

O

SASB코드

O

O
O

SASB 표준을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 및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제

O
O

O

JYP엔터테인먼트는 SASB 기준의 Service 영역 내 Internet media & Service 및 Media & Entertainment 산업군에 속합니다. 회사는

O
O

O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입니다. SASB 표준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SASB

물리적, 지역적 제한없이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공연 관람 및 다국어 지원,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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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목표

2021년 활동

지표

보고 위치

•EDM 사회공헌 활동 내 국내 치료비 지원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 지원 아동 수: 26명

Ⅳ.2.(2)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 지원 금액: 2.5억 원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EDM 사회공헌 활동 내 해외 치료비 지원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 지원 아동 수: 313명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

- 지원 금액: JYP엔터테인먼트: 3.0억 원, JYP Japan: 1,200만 엔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지원 국가: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독자적인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인 'Artist Incubation' 도입

Ⅱ.1 Artist Incubation

•배우자 포함하여 출산 및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제공

Ⅳ.2.(1) 임직원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인식한다.

•전체 임직원 중 60% 이상 여성으로 구성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2021년 전체 팀장 중 44%가 여성
•이사회 내 여성 사내이사 선임

Ⅳ.2.(2)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Ⅳ.2.(1) 임직원
Ⅳ.3.(1)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한국 본사 전력사용량을 100% 태양광에너지로 대체하여 RE100 이행

Ⅳ.1.(2) 기후 변화 대응

(7.3)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고효율 온수보일러 설치로 3년간 도시가스 사용량 35.7% 감소 효과 달성

Ⅳ.1.(2) 기후 변화 대응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JYP 파트너 공정협력 가이드 제정

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투자조합을 통해 24개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집행

(8.5) 2030년까지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한 보수 체계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보훈대상자 및 외국인 대상 채용 확대(국가보훈자 직원 수 6명, 외국인 직원 수 5명)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인다.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Ⅳ.2.(3) 파트너

Ⅳ.2.(1) 임직원

•사내 카페 내 친환경 컵 도입하여 환경영향 저감

Ⅲ.1. ESG Vision: ‘Leader of Change'

•구내식당 예약 시스템 활용, 수요예측 및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

Ⅳ.1.(3) 친환경 가치 확산

•2021 JYP엔터테인먼트 ESG Report 발간

-

•에너지 소비 현황 관리

Ⅳ.1.(1) 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 지정

Ⅳ.1.(2) 기후변화 대응

•아티스트 환경프로젝트 '버나드의 친환친구' 콘텐츠 제작

Ⅳ.1.(3) 친환경 가치 확산

•친환경 캠페인 ‘Love Earth Challenge’ 진행

Ⅳ.1.(3) 친환경 가치 확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사내 윤리규정 신규 제정

Ⅳ.2.(1) 임직원

•JYP엔터테인먼트 전체 임직원 대상 연 12시간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총 교육시간 3,252시간)

Ⅳ.3.(3) 윤리경영

•콘텐츠 다국어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활용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수립

Ⅳ.2(4) 이용자

•삼성서울병원과 국내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월드비전과 해외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MOU 체결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 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난치병 환아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MOU 체결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1% for the Planet’ 가입

Ⅳ.1.(2) 기후변화 대응
Ⅳ.2.(2)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협업해 해양보호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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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JYP 엔터테인먼트 ESG 보고서 2021 독자 귀중

검증방법

검증결과 및 의견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JYP엔터테인먼트와

검증팀은 AA1000AP(2018) 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와

서문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KMR)은 JYP엔터테인먼트 ESG 보고서 2021 (이하 “보고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JYP엔터테인먼트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JYP엔터테인먼트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적격성 및 독립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

JYP엔터테인먼트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포괄성 원칙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JYP엔터테인먼트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은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

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JYP엔터테인먼트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

JYP엔터테인먼트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

(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

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

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

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

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중요성 원칙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JYP엔터테인먼트는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GRI Standards 보고 원칙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JYP엔터테인먼트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GRI 412: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 GRI 413: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영향성 원칙
JYP엔터테인먼트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JYP엔터테인먼트의 협력사, 계약

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07.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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