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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라서 라이엇입니다

‘#TogetherWeAreRiot’ 는 세계에서 가장 플레이어 중심적인 게임 회사가 되겠다는 
라이엇 게임즈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라이어터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표어입니다. 작년에는 신작을 출시하고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지금껏 가장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적 전염병부터 사회적 불안까지 
전례 없는 역풍에 맞서야 했던 상황에서 ‘함께’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었습니다. 
유례없는 해를 보내며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와중에도 
포용적이고 소속감을 주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을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저희는 라이엇을 라이어터들이 열정과 재능으로 즐거운 경험과 장르를 선도하는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용이 창의력을 자극하고 
공평성이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D&I(Diversity &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 연차보고서에서는 사람, 절차, 상품, 문화(People, Process, Product, Culture)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그동안 진행한 모든 활동을 담지는 못했지만, 2020년의 주요 성과와 더불어 2021
년 상반기의 업적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큰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라이엇이 누구나 환영받고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 라이엇에 입사한 후 D&I 활동의 사업적 근거를 대야 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보다는 D&I가 사내 문화의 핵심이 되고 모든 라이어터의 DNA
에 새겨지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반을 다지는 일을 이어가며 다양한 관점을 장려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평성 증진을 위해 
기존 절차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회사의 방향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아직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가 자랑스러우며 앞길을 힘차게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앤절라 R., 최고 다양성 책임자 
다양성과 포용



2019년
인종별 라이어터 

비율

23.5% 아시아인

59%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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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7.8% 
2개 인종 이상

우리는 함께라서 성장합니다

미국 오피스 소수 집단 라이어터

소수 집단: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또는 스페인계, 미국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전 세계 여성 라이어터

숫자로 보는 2019 -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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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서 실천하는 D&I

고위급 인사를 채용할 때마다 경영진 모두가 각자 다양한 후보와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증진하는 노력 덕분에 라이엇 경영진의 여성 비율은 29%, 소수 집단 
비율은 22%이며 여기에는 여러 부서에 걸쳐 채용된 주요 관리직이 포함됩니다.

파트너십 강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단체 및 역사적으로 흑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결과 인재 확보 경로가 새로 추가되어 다양한 후보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활용해 2021년 인턴십 프로그램의 여성 
및 소수 집단 참가자를 늘렸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서 성장합니다

라이엇에서 여러 멘토와 매니저의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이엇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게임 업계 경력이 전무했지만, 
매니저들은 제 잠재력을 저평가하거나 경력 개발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정말 많은 문을 열어주고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기회와 길로 인도해주었어요.

라이엇에 있는 동안 팀에 위계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당하지 않고 모두가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담당한 업무는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라이엇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레이스 P., 프로덕션 매니저 
와일드 리프트

“
경영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체계 만들기

모든 직급에서 다양한 라이어터를 유치, 육성, 유지하는 노력 덕분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플레이어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요 목표는 소수 집단 비율 늘리기, 채용 경로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라이어터의 경력 개발을 위한 기회와 수단 만들기 등 3가지였습니다.

작년 연차보고서 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라이엇 내 여성과 소수 집단 비율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디렉터 이상 
직급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채용과 전반적인 소수 집단 비율의 추이를 
보면 희망적입니다.

https://www.riotgames.com/en/work-with-us/diversity-and-inclusion/diversity-and-inclusion-progress-report


우리는 함께라서 성장합니다

2020년에는 미국과 유럽 오피스의 여성을 위한 외부 리더십 프로그램 2개를 시범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라이어터들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과 예일 대학교 경영대학원, HEC 파리 등에서 여성 임원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해 리더십 능력을 키우고 외부 인맥을 넓혔습니다.

여성 임원 리더십 증진

라이엇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제 경험에 공감하고 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라이어터 모임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성@
라이엇과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결속력 강한 여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여전히 대체로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라이엇의 여성에 관한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합니다. Riot 
Forge의 총괄로서 팀 내 다양성 
확보를 우선시하며 팀원 중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양성은 팀을 더 강하게 하고 
저희가 만드는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플레이어를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리앤 L., 디렉터
Riot Forge 총괄

“
여성과 성소수자 라이어터를 
위해 경력 개발의 기회 제공

여성과 성소수자 라이어터들이 성장과 교류의 기회,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원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성소수자 라이어터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돕기 
위해 여성@라이엇(Women@Riot)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멘토링과 조언을 받고, 인맥과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100%80%
가 프로그램에 만족함

참가자의참가자의

가 프로그램 덕분에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함



모든 인사업무 절차에 계속 다양성의 시각을 적용했습니다.

인사고과 진행 시 분석, 법무, 인재 개발 팀이 협력해 결과를 젠더 및 소수 집단과 연결 지어 
살펴봅니다. 성과관리 절차에서 공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여러 직무를 아우르며 D&I 
목표 달성에 전념하는 팀이 인사고과 결과를 세세하게 검토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반기마다 종합 임금 평등 조사를 진행하고 전사적인 차원의 
보수 및 승진 상황을 확인합니다. 올해 역시 여성 및 소수 집단과 다른 집단의 보수와 
승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서 나아갑니다

라이엇은 2020년에도 보수와 인사업무 절차에서 포용과 공평성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성 및 소수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금 격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멘토링과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라이엇의 여성 인재 양성과정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홀리 D., 상무 
인사

“



포용은 창의력과 혁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라이어터가 뛰어난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이엇의 포용적인 문화는 극도로 경쟁적인 업계에서 차별점으로 작용해 라이엇을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동시에 포용은 동사이며 포용을 실천할 때는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를 측정해 정량적으로뿐만 아니라 라이어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성적으로 진척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라이엇 포용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라이엇 포용 지표는 포용적 경험과 관련해 라이어터들에게 물어본 질문을 
기반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지표를 활용해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서 강합니다

라이엇 누아르(Riot Noir) 덕분에 다른 방식의 리더십에 눈뜨게 되었고 제 
직무에서 보통 함께 일할 기회가 없는 동료와 어울릴 기회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다른 회사에서 본 사례와 차원이 다릅니다. 라이엇에서는 
새로운 업무 기회를 발견하고 경쟁 조건을 대등하게 만들어줄 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엇 
누아르와 라이어터 정체성 모임은 라이엇을 더 나은 회사로 만듦으로써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 오래가는 변화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라이엇 안팎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조슈아 P., 엔지니어링 리드 
소환사의 협곡 팀

“ 라이어터 위원회

라이어터 위원회는 다양한 부서의 라이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내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최고 다양성 책임자에게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옹호하는 라이어터 위원회는 라이엇이 D&I 
여정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가망 있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냅니다. 
위원회는 격주로 모여 다양성, 포용, 사내 
문화 등을 라이엇 전체에 걸쳐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추진합니다.

85%
로 일관되게 나타남

라이엇 포용 지표는 여러 직원층에 걸쳐



제가 라이엇에 들어왔을 때는 RIG가 아예 없었습니다. D&I 팀조차 없었어요. 그 후 자원 관리, 경청, 
배움에 대한 라이어터, 매니저, 경영진의 헌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봤으며 이러한 
성장을 지켜보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전히 헛발을 디딜 때가 있고 절대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실수에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앨릭스 Q., 프로그램 관리자  
인사

“

RIG(Rioter Identity Group, 라이어터 정체성 모임)라고 부르는 사내 모임을 만든 이유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직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어려움에 통찰과 색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이어터들이 단합해 다양성을 기리고, 게임에서 다양한 집단이 충실하게 그려지도록 하고, 
라이엇에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플레이어와 깊은 유대감을 쌓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RIG
들의 통찰력, 프로그램, 활동은 확실하게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각각의 RIG는 임원의 도움을 받아 라이어터, 업무, 공동체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총 6개의 RIG가 있습니다.

라이엇의 필리핀인(Filipinos At Riot, FAR)은 라이엇과 게임 업계의 필리핀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단합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리핀인을 기리고자 합니다. FAR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계 미국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활동이 궁금하면 여기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라이어터(Rainbow Rioters)는 라이엇 내외에서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공동체와 게임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라이어터를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활동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라이엇이 성소수자에게 안전하면서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대표하는 게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소수자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무지개 
라이어터에서 진행한 활동이 궁금하면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엇 내 다양한 젠더의 연합(Riot Alliance of Diverse Genders, RAD)은 라이엇을 젠더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을 누리고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RAD는 시스젠더 여성, 논바이너리, 모든 젠더의 트랜스젠더가 공동체를 형성해 성장하고 
플레이어층 확대를 도모하는 정체성 모임입니다.

라이엇 누아르(Riot Noir)는 흑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라이엇 내에서 게임 내외로 흑인 
대표성을 늘리고자 합니다. 라이엇 누아르는 경력 개발 증진,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업무 단위 간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장려 등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라이엇 누아르에서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활동이 궁금하면 여기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엇 우니도스(Riot Unidos)는 라틴계 라이어터와 동료에게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틴계 부각, 문화적 유대 형성, 지역사회와 교류, 라이엇 게임즈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 등을 
옹호합니다.

재향군인@라이엇(Veterans@Riot)은 재향군인 라이어터와 동료를 돕는 동시에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재향군인의 입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재향군인의 독특한 배경이 이해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목표이며 재향군인과 라이엇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라이어터 정체성 모임

RIG와 라이어터 위원회의 엄청난 공헌과 성과, 라이엇에서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고를 인정해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서 강합니다

https://www.riotgames.com/en/news/asian-american-pacific-islander-heritage-month-recap
https://www.riotgames.com/en/news/pride-month-recap
https://www.riotgames.com/en/news/celebrating-black-history-month


우리는 함께라서 강합니다

D&I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포용적인 문화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몫이지만, 경영진이 방향을 설정하고 D&I 여정을 전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다양성과 포용이 모든 부서에서 실천되도록 다양성과 포용 점수 평가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경영진의 각 임원은 다양성과 포용을 옹호하는 노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실천 방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실천 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죠. 
단번에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보려면 매우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라이엇에서 다양성과 포용을 
업무에 밀접하게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는 누구를 채용하는지, 누구와 협력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등 3가지 주요 
분야를 살펴봅니다.

저희는 어떤 회사, 리더, 라이어터가 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 최고의 환경과 상품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발휘하는 책임감은 라이엇의 근간을 
이룹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합니다. 라이엇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윤리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와 플레이어 경험을 만들고자 합니다.”

쇼나 S., 최고책임자
라이엇 엔터테인먼트

“
• 임원에게 분기별 상황 보고 • 최고경영자 및 최고 다양성 책임자에게 매년 보고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라이엇의 연간 계획에 포함



우리는 함께라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라이엇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업계에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여정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라이엇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플레이어가 있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은 플레이어가 라이엇의 
게임을 경험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와 미래 플레이어의 공감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선뜻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즐기는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캐릭터를 찾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더 포용적이면서 라이엇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에 열정적인 세계 각지 수십억 명의 
플레이어를 반갑게 맞아주는 게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를 기반으로 게임 내에서 포용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라이엇의 이야기와 캐릭터에 세계 각지 플레이어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 라이엇의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  제작진이 플레이어에게 포용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람이 부각된다고 느껴지는 게임 스튜디오는 
라이엇이 처음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직원을 보면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라이엇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라이엇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다양성이 넘쳐나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스튜디오에 적응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채용되고 
나서 바로 라이엇 누아르 채널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저를 환영해주어서 훈훈했어요.” 

재즈민 D., 게임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리그 오브 레전드

“



다양성과 포용은 일부를 유리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됐든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VCT 게임 체인저스는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습니다. 최고의 여성 플레이어들에게 
조명을 비추고 여성이 e스포츠계에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라이엇의 비전은 발로란트 e스포츠 경쟁 생태계를 정말로 
포용적인 스포츠로 만드는 것이며 게임 체인저스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합니다.

여러 가지 대회와 양성 프로그램은 동지 의식과 인맥을 쌓을 기회를 
선사합니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자리가 마련된 덕분에 여성과 성소수자는 
라이엇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열정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 중인 발로란트 e스포츠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게임 체인저스
게임 체인저스는 세계에서 가장 플레이어 중심적인 게임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의 연장선에 있으며 플레이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라이엇의 핵심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경쟁적이되 여전히 
다가가기 쉽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해 여성과 성소수자가 
젠더를 이유로 하는 괴롭힘에 대한 걱정 없이 목전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라이엇과 발로란트 팀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외에도 게임 업계와 e스포츠 생태계의 
모든 계층에서 더 많은 여성이 활동하며 자신의 의견과 경험, 전문 
지식을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스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애나 D., 상무 및 총괄 프로듀서 
발로란트

33,000명
돌파

첫 번째 VCT 게임 체인저스 대회 시청자

우리는 함께라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
라이엇에서는 책임감을 고취하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상품 개발의 첫 단계부터 출시 승인 단계까지 제작 과정의 
모든 차원에 D&I를 적용합니다.

작년에는 다양한 인종과 젠더, 성적 정체성을 아우르는 세계 각지의 플레이어를 더 잘 반영하는 캐릭터를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예시로는 렐, 세라핀, 아크샨, 사미라 등의 챔피언(리그 오브 레전드)과 여행자 티아리, 
드롭보더 쇼미, 군단 참전 용사 등의 추종자(레전드 오브 룬테라)와 피닉스, 아스트라, 레이나, 레이즈, 요루 등의 요원(
발로란트)이 있습니다.

라이어터들은 진정성 있으며 플레이어 자신과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챔피언 세나를 
기획할 때 라이엇 누아르의 도움을 받기부터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라이엇 사상 최대 규모의 게임 내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무지개 라이어터와 협력하고 발로란트의 요원을 기획할 때 세계 각지의 라이어터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저희는 
모든 일에 D&I의 관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상품을 위한 D&I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D&I 지침은 모든 게임에 걸친 신입 라이어터가 크리에이티브 
과정에서 D&I 문제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 내에서 묘사되는 집단 늘리기

서사 팀의 초대를 받아 레이즈의 문화적 뿌리를 설정하는 작업에 
함께하게 되어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레이즈를 현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브라질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팀의 결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레이즈의 정체성과 핵심 요소에 대한 
서사 팀의 설명을 들은 후 같이 레이즈를 브라질 어느 지역 
출신으로 설정하면 자연스러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즈가 공개되었을 때 브라질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자신을 대변하고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든다는 피드백을 보낸 
플레이어가 많았습니다. 브라질의 문화가 대변되고 세계에 
선보여져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원히 고마울 
겁니다.”

나탈리아 M., 
현지화 프로듀서 II,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우리는 함께라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https://www.riotgames.com/en/news/celebrating-pride-with-you


소수 집단 창업자 지원기금

작년에는 흑인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응하고자 소수 집단 창업자 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지원기금을 통해 게임 업계의 소수 집단 창업자와 스타트업 지원에 미화 1,000만 
달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능한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왔으며 다수의 
스타트업과 프로그램에 총 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 중 30% 이상은 흑인 
창업자에게, 50% 이상은 여성 창업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지역의 개발자들에게 재정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처음 
지원을 약속한 후 기금에 160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기금의 파트너로는윙즈(WINGS),트윈 
드럼즈(Twin Drums),더블 루프 게임즈(Double Hoop Games),캐리퍼스트(Carry1st), and 더 
라스트 게임보드(The Last Gameboard)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개발자를 지원하는 소수 집단 창업자 지원기금의 노력이 궁금하면 여기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라이엇은 2020년에 자체적인 사회공헌 펀드를 통해 사법개혁 증진, 소수 집단에 속한 소상공인 
지원, 게임 업계 내 소수 집단에 기회 제공, 직장 내 편견과 차별에 대응 등을 위해 100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흑인 직원을 위한 사내 모임인 라이엇 누아르와 협력해 미국자유인권협회 
재단과 이너선스 프로젝트에 각각 5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2021년 내내 재정 지원을 받을 
단체를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뿌리 깊은 제도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라이엇 사회공헌 팀의 노력이 궁금하면 2020년 사회공헌 활동 돌아보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라이엇은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에 대응하고자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I 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추가로 사회공헌 팀 및 기업 개발 팀과 협력해 2개의 주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인종 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소수 집단 창업자 지원기금을 통해 게임 업계의 소수 집단 
창업자와 스타트업에 1,000만 달러 지원

게임에 관심 있는 흑인 학생에게 5만 달러의 장학금 수여

사법개혁 및 소수 집단에 속한 소상공인 지원에 100만 
달러 투자

우리는 함께라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https://wingsfund.me/
https://twindrums.com/
https://twindrums.com/
https://www.doubleloopgames.com
https://www.carry1st.com/
https://lastgameboard.com/blogs/news/the-last-gameboard-closes-4-million-seed-financing-led-by-theventurecity-with-participation-from-sosv-and-riot-games
https://lastgameboard.com/blogs/news/the-last-gameboard-closes-4-million-seed-financing-led-by-theventurecity-with-participation-from-sosv-and-riot-games
https://www.riotgames.com/en/news/our-commitment-to-drive-change
https://www.riotgames.com/en/news/2020-social-impact-year-in-review
https://www.riotgames.com/en/news/our-commitment-to-drive-change


게임 내에서 텍스트 및 음성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폭력 등 불건전한 행위는 라이엇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중대한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에 걸쳐 플레이어 관계분석 팀의 통찰을 게임 
업계와 공유해왔습니다. 게임 개발자 회의(Game 
Developer Conference)와 같은 모임에서 강연하고 페어 
플레이 얼라이언스(Fair Play Alliance)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등 게임 업계 단체와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며 플레이어와 직접 소통했습니다(리그 
오브 레전드의 예시는 여기, 발로란트의 예시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페어 플레이 얼라이언스와 반명예훼손연맹(Anti-
Defamation League)과 협력해 온라인 게임 내 지장을 
초래하는 불건전 행위 분석 체계의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불건전 행위 분석 체계는 게임 개발자가 
게임 내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불건전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일된 체계와 이러한 행위를 완화, 경감, 근절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플레이어 관계분석 팀은 이러한 기획 원칙을 라이엇의 
모든 게임에 적용해 건전한 플레이어 상호작용 촉진, 
불건전한 행위 감소, 건전한 게임 문화 장려 및 지원 
등을 위해 서비스와 툴,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라이엇의 플레이어 신고 검토 체계처럼 특정 게임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게임별 
팀과 게임 구상부터 운영까지 관계분석 기획 원칙에 대해 
의논합니다.

플레이어 관계분석 팀은 라이엇의 
모든 게임에서 불건전한 행위에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건전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플레이어 상호작용과 게임 플레이를 
장려하는 일을 전담하는 팀의 리더인 저에게 다양한 문화와 경험, 
정체성을 반영하는 팀을 만드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엇의 
D&I 프로그램 덕분에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팀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별 팀과 협력하며 플레이어 관계분석의 기획 원칙을 각 
게임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다양성은 플레이어 경험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폴 S., 선임 프로덕트 매니저
플레이어 관계분석

“

불건전한 행위에 대응

게임 내 불건전한 음성 채팅 관련 신고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음성 채팅 검토 체계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게임 완성도 평가의 일환으로 라이엇의 게임 스튜디오와 협력해 
게임 개발 과정의 초기 단계에 플레이어 관계분석과 관련된 협의와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지 체계를 개선하고 정체성 관련 단어의 감지 등 이름 
언급 및 텍스트 채팅 검토 체계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이엇 카르마 및 고객지원 팀과 협력해 2년 연속으로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 (Crisis Text Line)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미에 
있는 플레이어는 키워드 RIOT이 포함된 문자를 741741번으로 
보내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의 문자 기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https://venturebeat.com/2020/03/11/riot-games-launches-player-dynamics-to-help-improve-multiplayer-experiences/#:~:text=Riot%20Games%20launches%20player%20dynamics%20to%20help%20improve,improve%20the%20player%20experience%20in%20online%20multiplayer%20games
https://euw.leagueoflegends.com/en-gb/news/dev/behavioral-systems-april-2021/
https://www.polygon.com/22410790/valorant-riot-games-voice-moderation-ai-chat-recording
https://fairplayalliance.org/framework/
https://fairplayalliance.org/framework/
https://www.crisistextline.org/
https://www.crisistextline.org/


15년 전 라이엇을 설립한 창업자들은 플레이어를 반영하며 
경청하고 포용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에 3,000명이 넘는 
라이어터가 다가올 15년과 더 먼 앞날을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공은 축하하고 실패는 교훈으로 삼으면서 플레이어와 
라이어터 모두에게 훌륭한 회사가 되기 위해 드높은 이상을 
추구합니다. 2020년에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태 ‘라이엇 게임’이었던 저희는 
작년에 드디어 복수형인 ‘라이엇 게임즈’가 되었습니다. 여정이 
쉽고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배우며 끊임없이 
경청하고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라이엇이 ‘일하기 좋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을 받아 영광스러운 동시에 겸허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라이어터의 94%가 라이엇은 실제로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 다양성 상
(Diversity Award)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다양성 상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15,000개 회사에서 총 100,000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회사의 포용성이나 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장려하는 노력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 후 수여되는 
상입니다. 최근 2021년 7월에는 포춘이 선정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라이어터들이 진화하는 문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어서 
기쁘지만,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인재가 성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내 문화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TogetherWeAreRi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