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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메시지

사람들을 잇는  
소중한 인연

2022년 영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우리는 싱글들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를 제공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상호작용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안전 
제품을 출시하여 NGO, 활동가, 법 집행 기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플랫폼 안팎에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가정 학대 생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여성 폭력 
방지법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으며, 그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통해 풀뿌리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서명한 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 
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의 법률 
집행 포털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업계에 도입하여 
조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억 
2,500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Tinder
는 나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Are 
You Sure?(정말인가요?)”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편리하게 보고하는 방법인 “Does This Bother 
You?(이것이 신경쓰이시나요?)”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간, 학대 및 침입 국가 네트워크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폭행 생존자들을 위한 
보고 흐름과 리소스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여성이 설립한 비영리 신원 조회 회사인 

데이터 보안 및 거버넌스
또한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헌장을 
채택했으며, 위원회는 이제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ESG 사안과 모범 사례를 감독합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Tinder, Match 및 
Affinity Premium 브랜드 모두 업계 최초로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향후 전망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근본적인 사명의 일환으로, 우리는 ESG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자 합니다. 이 작업은 
하나의 여정이며, 우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포용적으로 삶을 향상시키는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많은 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SHAR DUBEY 
Match Group 최고 경영 책임자

Fortune지 선정 2021년 비즈니스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목록에 선정

Garbo를 지원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당사 플랫폼에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Tinder에 이를 
소개했으며, 다른 브랜드의 사용자들도 이 공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또한 
내부적으로 포용적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최초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 담당 책임자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다양한 채용 노력,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 소외된 
그룹을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과 함께 직원 리소스 
그룹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 직원 참여, 지속 
가능성 및 자선 기부에 집중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사장을 최초로 임명했습니다.

환경 영향
우리는 올해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탄소 
중립성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단기 과학 기반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친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우리 
직원들은 가벼운 연애, 관계, 우정, 평생의 파트너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SHAR DUBEY Match Group의 최고 경영자

지난 해 첫 번째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로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보고서에서 이를 
공유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봉쇄 조치와 지속적인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싱글들을 위한 즐거운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우리 직원들은 
가벼운 연애, 관계, 우정, 평생의 파트너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며, 이러한 소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매일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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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글로벌 기술  
기업 구축으로  
사람들을 연결
Match Group의 사명은 전 세계  
싱글 한 분 한 분께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개요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사명을 이행하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당사 브랜드의 
상품을 이용해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5년 전 온라인 데이트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개척했으며, 이제는 사람들이 연령,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및 배경의 스펙트럼에 걸쳐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돕는 방법을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앱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에 다양한 선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카테고리를 개척하고, 
파괴적으로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바대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첨단 
기술 기업으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연을 찾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구축하고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30억 달러
매출1

1,550만 달러
평균 지급인1,2

11억 달러
조정 영업이익1

2,500명 이상
전 세계 직원1

1. 2021년 매트릭스. 조정 영업이익 조정은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지급인”은 당사가 직접 수익을 올린 해당 월의 브랜드 레벨에 속하는 고유 사용자입니다. 분기부터 
현재까지 또는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가치로 제시되는 경우, 지급인은 제시된 각 기간의 월평균 
가치를 나타냅니다. Match Group 포트폴리오의 브랜드 전반에 걸쳐 고유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여러 브랜드의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수익을 올릴 때 통합 수준에서 중복 
지급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에는 Tinder®, Match®, 
Meetic®, OkCupid®, Hinge®, Pairs™, PlentyOfFish®, OurTime®, Azar®, Hakuna 
Live™ 등이 있으며, 각 브랜드는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 제 이름은 Magdalena이고 약혼자의 이름은 
Annie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고 그 
이후로는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 1주일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첫 데이트를 
했고, 서로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Tinder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Tinder가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Magdalena & Annie
 매칭 앱:  Tinder

“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만났을 때가 그녀가 
앱을 사용한 첫날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둘 다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했고, 고양이 두 마리, 여자 조카, 
남자 조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삶을 함께 
만들어 왔으며, 이 모든 것은 OkCupid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shley & Kyle
 매칭 앱:  OkC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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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계속

HAWAYA

 – 2017년 론칭

 – 무슬림 문화로 연결된 젊은이들을 위한 
매치메이킹 앱

ABLO

 – 2019년 론칭

 – 글로벌 인연 촉진을 위해 자동 번역을 
제공하는 채팅 및 비디오 앱

HINGE

 – 2011년 론칭

 – Designed to be Deleted®: 앱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데이트를 추구하는 모던 
밀레니얼을 위한 데이팅 앱

MATCH

 – 1995년 론칭

 – 장기 인연을 찾는 싱글들의 최대 
목적지로서 수백 만의 러브 스토리 생성

MEETIC

 – 2001년 론칭

 – 회원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찾아주는 유럽 
데이팅 서비스의 리더

TINDER

 – 2012년 론칭

 –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OUR TIME

 – 2011년 론칭

 – 50세 이상 싱글들을 위한 맞춤 프리미엄 경험

PAIRS

 – 2012년 론칭

 – 일본 최고의 데이트 앱

BLK

 – 2017년 론칭
 – 흑인 싱글들을 위한 선두적인 데이팅 및 
라이프스타일 앱 

CHISPA

 – 2017년 론칭

 – 미국 히스패닉 또는 라틴 싱글들을 위한 최대 
데이팅 앱

PLENTY OF 
FISH

 – 2003년 론칭

 – 부담이 적은 사용자 경험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매칭과 
만남 지원

AZAR

 – 2014년 론칭

 – 주로 아시아를 사용자 기반으로 하는 주요 
1:1 라이브 채팅 및 비디오 앱

HAKUNA

 – 2019년 론칭 
 – 그룹 비디오 및 오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대화형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앱 

UPWARD

 – 2020년 론칭

 – 미국에서 기독교 싱글을 위한 최고의 데이트 
앱

당사 최대 브랜드
당사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KCUPID

 – 2004년 론칭

 – 상징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에 대한 싱글들의 
응답을 활용해 이들이 중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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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변 세상을 연결

커뮤니티
커뮤니티 연결을 통한 영향력 생성

안전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 만들기

거버넌스 사람
직무윤리 및  

신뢰성의 문화 조성
다양한 팀  

및 포용적인 직장 구축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공

비전
소중한 

인연 만들기

당사의 ESG 전략

보다 안전하고 
포용력 있는 
연결 강화
우리는 ESG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비전
모든 싱글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원동력이며 하루 
하루 당사가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의 기본이 됩니다. 
당사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전략과 관행은 
당사의 사업 전략에 부합하며, 당사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접근법
ESG에 대한 Match Group의 접근 방식은 안전, 
포용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당사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및 당사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요한 문제들을 검토했으며, 
정기적인 사업 계획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이를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사업과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안전

 – 데이터 보안

 –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 다양성, 평등 및 포용(DEI) 
 – 인력 개발

 – 기후 변화

당사의 ESG 보고는 주로 이러한 주요 중대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당사의 보고는 지속 가능성 
회계 표준 위원회(SASB) 및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 포스(TCFD)의 프레임워크로 통보됩니다. 

TCFD 프레임워크와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와의 연계를 포함하도록 본 보고서의 공개 자료를 
확대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사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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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진실이 
필요하며,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Match 
Group에서는 이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보호받으며 사랑받고자 하는 바람은 
어느 사용자에게나 동일합니다.

목차

안전 전략 8

5대 주요 안전 기본 원칙 10

안전 관행 11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 제공

안전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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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데이트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팀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신기술에 투자하고, 데이트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와 업계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TRACEY BREEDEN 안전 및 사회 권리 옹호 수석

안전 전략 

안전 커뮤니티 구축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의 접근법
안전은 실제로 회사로서 우리가 협력하고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다양한 브랜드에 걸쳐 협력함으로써 안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목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반적인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Match Group의 구조에 
안전을 통합하기 위해 각 브랜드에는 중앙 안전팀과 
전담 안전팀이 있습니다. 중앙 안전팀은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 모범 사례를 파악하여 표준, 정책, 
프로세스, 안전 기능 및 교육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안전을 발전시키는 우수성의 중심입니다. 브랜드 
안전 팀은 사용자 기반과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 
중요한 기능 혁신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의 비전
우리는 모든 형태의 피해가 없는 진정성 있고 
공평하며 존중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 가치를 적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진실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공유된 아이디어와 상호 
주인의식을 통해 혁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무윤리를 지키는 직장으로 운영합니다.

우리의 중점 분야
당사의 비전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안전 중점 분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교육 증진

 – 여성과 기존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 부여

 – 온라인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고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증진하도록 지원

 – 공유된 지식, 서비스 및 인력 구축

안전팀 강화
우리는 브랜드 안전 팀을 지원하고 다섯 가지 주요 
안전 요소에 대한 집중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 안전 
팀을 구축했습니다. 신뢰 및 안전 운영, 사회 옹호, 법 
집행 운영 및 조사, 안전 제품 및 국제 안전. 

Match Group 및 그 브랜드에서 신뢰와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450명이 넘습니다. 또한 2021년 
내내 4명에서 18명의 직원으로 중앙 안전 팀을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시켜 우리 브랜드가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앱과 실제 상호작용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트 경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속해서 온라인 데이팅의 안전과 포용 
실현을 목표로 당사의 안전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플래그십 안전 기능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Match Group  
자문위원회

2018년에 구성된 Match Group 자문 
위원회(MGAC)는 성폭력, 성매매, 폭력, 괴롭힘 
및 유사 문제 연구 및 방지를 주도하는 전문가 
및 활동가 그룹입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최초의 위원회이며 플랫폼의 안전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주기적으로 제시합니다. 

상세 정보 확인:  
https://mtch.com/mgac 1억 2,500 

만 달러 이상
2021년 신뢰 및 안전 투자

450명 이상
신뢰와 안전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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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및 안전 운영

– 사회적 옹호

–�법 집행 기관 운영 및 조사

– 안전 제품

– 국제 안전

안전 기본 원칙

가치 

–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영감을 준다

– 진실과 투명성으로 연결한다

- 공유된 아이디어와 상호 주인의식으로 
혁신한다

- 직무윤리를 지키는 직장으로 운영한다

목표 

– 교양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  여성과 기존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온라인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고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증진한다

–  공유된 지식, 서비스 및 인력을 구축한다

비전
진정성 있고 공평하며 존중하는, 

모든 형태의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커뮤니티 구축

안전 프레임워크

방지 중단 대응

전문가 제휴

안전 문화 및 설계 정책과 절차

안전 전략
계속

안전 프레임워크
당사의 안전 프레임워크는 당사의 브랜드를 
주도하며 3개의 핵심 안전 영역, 즉 방지, 중단 및 
대응을 다룹니다. 각 브랜드에는 개발 및 고객 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자체 안전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뢰 및 안전 운영
포트폴리오 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운영 안전 우수성 
달성.

사회적 옹호
기존에 소외된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법 집행 기관 운영 및 조사 
공공 안전 조직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안전 제품
공유 서비스 및 안전 설계를 통한 안전 제품 전략 
안내.

국제 안전
다양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안전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향후 전망
안전 문화와 환경의 추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핵심 중점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이는 주요 안전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 
추가 교육 및 세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지원, 조정 
노력 및 직원 기반 지식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미국 최대의 성폭력 방지 조직인 
RAINN이 제안한 권고 사항을 확대하여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보고 흐름에서 외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고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용자에게 당사의 기능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인식을 제공하고 전문가, NGO 및 법 집행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신 동향과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2년에 발표할 
예정인 미국의 다가오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더욱 
발전될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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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요 안전 기본 원칙

안전 노력 극대화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 업무를 조직하고 집중하기 
위해 5대 핵심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 운영 및 조사
우리는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 동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안전 사고를 관리하며, 사고를 방지합니다. 2021
년에는 전 세계 21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동향과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 및 연방 기관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안전 동향을 파악하고 포트폴리오 
브랜드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안전 개입 캠페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퀸즐랜드 경찰과 선제적인 성폭력 인식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로맨스 사기 인식과 관련하여 
연방수사국(FBI)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각한 안전 에스컬레이션에 중점을 둔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2021년 
업계 최초로 Match Group과 기관 간의 협업과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법 집행 포털을 론칭했습니다.

안전 제품 
우리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브랜드의 개발 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투자함으로써 우리 각 브랜드가 처음부터 모든 
제품의 중심에 안전을 두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회사 
전반에 걸쳐 안전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메타버스 및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고려합니다. 

2021년에 Tinder는 새로운 안전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Are You Sure?(확실합니까?)” 
(AYS?). 과거 보고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탐지합니다. 
초기 테스트에서 AYS?는 전송된 메시지에서 
유해한 언어를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은 긍정적인 행동 변화와 안전하고 환영받는 
커뮤니티를 보여줍니다. 2022년 3월 현재, Plenty 
of Fish도 AYS?를 도입했습니다. 

신뢰 및 안전 운영
우리는 여러 포트폴리오 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회사 
전반에 걸쳐 운영 우수성을 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브랜드와 협력하여 안전 전략을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는 회사 전체의 안전 서밋(Safety 
Summit)을 개최하여 당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안전 지식과 모범 사례를 배우고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RAINN과의 파트너십입니다. 
RAINN은 기존 보고 및 대응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검토하고 제공했습니다. 2021
년에는 Tinder, Hinge, Plenty of Fish와 함께 
새로운 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한 보고 흐름을 
마련하는 등 이들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2년에 다른 
브랜드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브랜드 
전체에서 성폭력 보고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RAINN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옹호
우리는 외부 전문가 및 조직을 통해 여성의 안전, 
성폭력 및 자살 예방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회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플랫폼 전반에 걸쳐 강력한 
안전 문화와 사용자 경험을 지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국내 폭력의 종식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No More, At Last, 
RAINN, Still Bisexual,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7
개의 중앙 비영리 및 NGO 파트너십과 전문가 
촉진과 협력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트랜스젠더, 
수감자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직 중 다수가 우리의 첫 번째 안전 서밋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LGBTQIA+ 
포용 및 인신매매에 대한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 폭력 방지법(VAWA)의 재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가정 폭력 근절 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NNEDV)에 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Match Group은 Tinder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시대에 성별 기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여성 설립, 비영리 신원 조회 
플랫폼인 Garbo와도 협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Tinder
는 Garbo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최초의 Match 
Group 자산이며, 향후 몇 달 내에 다른 Match 
Group 미국 브랜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안전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현지에 공감을 주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초점을 
갖게 되면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최고의 
안전 표준과 문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Tinder India 팀은 데이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주요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들은 동의의 미묘한 의미, 동의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동의가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는 가상의 8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Tinder India는 또한 업계의 여러 인플루언서,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Let’s 
Talk Consent”라는 리소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영국 의회를 포함한 안전 
증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리 기구 및 관리들과 
만났고, 호주 전자안전위원회와 협력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Safety by Design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MEA 및 APAC 전역에서 NGO와 협력하여 
벨기에 기반 NGO와 Ablo의 파트너십과 같은 
소외된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논바이너리 젠더 
옵션을 추가하고 프로필에서 성별 정보를 숨길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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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행

안전  
관행 강화
안전은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사항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두 가지 주요 예는 안전 서밋과 법 집행 포털입니다.

안전 서밋
우리는 회사로서 모든 브랜드를 하나로 모아 학습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2021년 8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전사적 
안전 서밋과 함께 실행에 옮기고, 향후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밋의 목표는 우리 브랜드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전문 지식을 높이고, 
2022년 안전 계획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차 기능 팀이 협력하여 안전 전략 및 
로드맵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참석자는 신뢰 및 안전 
제품, 운영 및 조정 전문가부터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회사 전체의 협력자와 통합 안전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분야로 강력한 다기능 안전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 집행 포털

2021년에 데이트 업계 최초로 법 집행 포털을 
시작했습니다. 이 포털은 현재 모든 미국 기반 브랜드에 
대한 법적 요청을 받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해외 기반 
브랜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법 집행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된 이 
포털은 법률 요청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두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검증된 공공 안전 및 법 집행 전문가는 
사용자가 앱에 프로필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 또는 유사한 법률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데이터에 대한 법적 요청, 
그리고 임박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긴급 
요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발전의 일환인 이 포털은 새로운 안전 기술을 
구축 및 구현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플랫폼 안팎에서 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5일 서밋 기간 동안, 우리는 당사의 비전, 가치, 
전략적 목표 및 안전에 대한 목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들이 함께 모여 특히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트랜스 포용 분야의 NGO
와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암호화폐 및 로맨스 사기에 대한 최신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서밋 이후, 우리 브랜드들은 수집한 통찰력을 안전 
로드맵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고 및 
대응, 온라인 괴롭힘 및 학대와 같은 주요 안전 문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지식 
및 학습 공유, 안전 문제 작업 세션, 효과적인 소비자 
대면 안전 내러티브 작성, 법 집행 기관, NGO 및 
기타 외부 전문가와의 보다 중앙 집중화된 파트너십 
등 그룹 차원의 안전 지원 측면에서 우리 브랜드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Match Group 안전 및 사회 옹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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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우리는 다양한 세상을 위해 앱을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직장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Match Group은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연결되고 기여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 전체의 
팀들 연결

사람

목차

다양성, 평등, 포용 13

인재 확보 및 유지 16

직원 개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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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평등, 포용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참여하는 직장 조성하기
우리는 Match Group에서 지원적이고  
포용적인 문화를 장려합니다.

당사의 비전
우리는 Match Group을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리더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양한 인력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공평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평한 경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Match Group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DEI) 
약속의 목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지원하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의 접근법
Match Group 내에서 DEI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장기 프로세스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고 정중하며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문화, 구조 및 대표성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조직하고 
확대하기 위해 DEI 전략은 인력, 직장 및 
시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걸쳐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Match 
Group의 DEI 약속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업무 흐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직원  
민족 다양성

미국 리더십  
민족 다양성1

글로벌 직원  
성별 다양성2

글로벌 직원  
성별 다양성1,2

 백인47%
 아시아인 25%
� 히스패닉/라틴10%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7%
� 기타/특정되지 않음11%

 백인61%
 아시아인17%
� 히스패닉/라틴7%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5%
� 기타/특정되지 않음10%

 남성59%
� 여성41%
� �특정되지 않음 0.4%

 남성56%
� 여성43%
� �특정되지 않음0.3%

“저는 Match Group 최초로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로운 DEI 전략의 개발을 이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인식 제고와 주식 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JENNIFER ZEPHIRIN 다양성, 평등, 포용 수석

우리는 Match Group의 DEI 업무를 개발하고 
이끌기 위해 2021년 6월에 최초로 DEI 책임자를 
지명했습니다. DEI 팀을 성장시키면 사고 리더십을 
제공하고, 책임을 추진하고, 브랜드들이 DEI 사명을 
집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팀은 전사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한 인식 제고, 
전략적 파트너십 투자, 평등과 포용에 관한 정책 
수립, 기존 프로세스에 DEI 주입, 직원 직무 
성과에서 평등과 포용 장려를 포함하여, DEI를 
Match Group 문화와 우선순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1. 당사의 리더십은 이사 직급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2.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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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행 상황
2021년에는 여러 우선순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데이터 투명성 및 책임성
우리는 데이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전반에 걸쳐 대시보드를 구축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조직의 내부 인구 통계 데이터를 
측정하여 주요 중점 영역을 식별합니다.  

일치 그룹 전반에 DEI 통합
첫 해에 새로 설립된 DEI 팀은 DEI를 기존 관행, 
정책 및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DEI 팀은 직원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DEI 강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팀과 
협력했습니다.

다양성, 평등 및 포용 
계속

2022년 신규 프로그램 
DEI 팀의 주요 초점은 모든 브랜드에 걸쳐 Match 
Group 임원들을 위해 2022년에 출시될 새로운 
적응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더들이 DEI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조직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션에서 리더는 회사의 가치, 정체성 및 문화가 
지역별 포용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이 역할과 리더로서의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각 리더는 자신의 팀에서 장벽을 
극복하고 포용 목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팀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도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장기 활동 핵심 우선순위:

즉각적인 활동 핵심 우선순위:

비전
Match Group을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사명

인력:
– 파이프라인 계획

인력:
– 대표성

– 데이터 투명성 및 책임성

직장: 
– ERG

– 평등 및 소속
– 혜택 및 특전

시장: 
– 전략적 파트너십

다양한 인력 구축 포용적이고 공평한 직장 조성하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평등한 경험을 보장합니다.

전체: 
– DEI 사업별 전략 계획

전체: 
– 적응형 리더십 프로그램

– DEI 커뮤니케이션 

시장: 
– 공급업체 다양성

– 포용적 설계

당사의 DEI 프레임워크

14Match Group 2022 영향 보고서

환영사 및 회사 소개 당사의 ESG 전략 안전 사람 커뮤니티 환경 거버넌스 자세히 보기 및 데이터 표



ERG
새로운 직원 리소스 그룹(ERG) 책임자가 이끄는 
DEI 팀은 당사 브랜드 전반에 걸쳐 ERG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Q1에는 첫 ERG 서밋을 개최했으며, 해당 
임원 후원자와 함께 전사적인 ERG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ERG 리더와 회사 리더의 가시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공식적인 임원 참여,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확립된 외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했습니다. 

Match Group의 ERG는 Tinder, Hinge, 
Match에서 비교적 새로운 측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Pride@ Tinder, Desis@ Tinder, 
Women of Color@ Tinder, Black 
Excellence@ Match (BE@M), Women@ 
Match (W@M), Asian@ Hinge, 
UNAPOLOGETIC@ Hinge, LGBTQIA+@ 
Hinge, Women and Non-Binary@ 
Hinge, Women of Color@ Hinge, 및 
Disability@ Hinge가 포함됩니다. 열정적인 
챔피언들의 주도 하에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ERG는 독립 예산과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다양성, 평등 및 포용  
계속 “LGBTQ+ 평등을 위한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선정

2022년 1월 Match Group은 처음으로 
독립회사로서 “LGBTQ+ 평등을 위한 최고의 
직장”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인권 캠페인
(Human Rights Campaign, HRC) 
재단의 2022년 기업 평등 지수(CEI)에서 100
점을 받았습니다. 

CEI는 LGBTQ+ 직장 평등과 관련된 기업 
정책 및 관행을 측정하는 전국 최고의 벤치마킹 
설문조사 및 보고서입니다. 최고 등급의 CEI 
고용주는 LGBTQ+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정책, 혜택 및 
관행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CEI는 네 가지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합니다.

 – 사업체 전반의 차별 금지 정책 
 – LGBTQ+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공평한 
혜택 

 – 포용적인 문화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EI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려는 Match 
Group의 노력은 100% 랭킹을 획득했으며 
“LGBTQ+ 평등을 위한 최고의 직장”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Match Group은 
올해 최고 점수를 받은 842개 주요 미국 기업 
순위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www.hrc.org/cei 

@

MATCH:

ASIAN
at

LGBTQIA+
at

Disability
at

UNAPOLOGETIC
at

Women&Enbys
at

HINGE:

T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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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 및 유지

최고 기술 인재  
영입 및 보유
우리는 다양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직원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사의 개인 브랜드 
전반의 현지 인재 업무 파트너를 도와 현지 인재 
파트너들이 이러한 모범 관행을 자신만의 니즈와 
문화로 적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최고의 인재 유치
우리는 뛰어난 팀에 추가할 다양한 최고의 인재를 
파악하고 유치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Match Group 브랜드는 자체 채용 전략을 
수립하지만, 각 브랜드와 긴밀히 협력하여 분석과 
통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후보자 소싱을 
최적화합니다. 각 브랜드는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Jopwell 및 Fairygodboss
와의 파트너십과 같은 잠재적 후보자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또한 다양성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 유도
우리의 업무는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강력한 
직원 참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2021
년 직원 참여율이 3%에서 85%로 증가한 연례 

당사의 비전
당사는 최고의 기술 인재를 영입하고 고무시키고 
보유함으로써 사업의 성장을 일구었고 20개 국가의 
2,50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뛰어난 팀을 통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Match Group 
여정 전반에 걸쳐 그들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 성과를 개선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의 접근법
당사는 교육과 개발에 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의 인재 전략은 당사의 채용 망을 계속해서 
확장해 다양한 배경에서 인재를 찾고 보상하며 
근무지 선호도, 교육 및 경력 개발을 우선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재에 대한 당사의 접근법은 로컬 및 글로벌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보상, 복리후생과 같은 
다수의 주요 중앙 집중식 인사 부서를 두고, 우리의 
인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우수성의 중심으로 

인종/민족에 따른 분석을 확대하고,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수동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요 분석에서 완전히 다루지 않은 소그룹에 
대한 수동 분석을 실시했으며, 해당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추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Match Group의 직원들과 감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계속 보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보상 관리에 
대한 공평한 급여 방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분석에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참여 설문조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점수가 70%였으며, 우리가 투자해 온 주요 
영역에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자의 
81%가 자신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학습과 개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함에 
따라 5%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피드백 프로세스 및 직원 설문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하여 축하할 영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일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업무가 회사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직원 복지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인 안전 노력 강조, 관리자들이 
직원 복지의 우선 순위를 지속적으로 정함,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이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 
혜택과 보상의 반복적 개선, 대규모 학습 및 개발 기회 
제공, 가상 이벤트 및 사회 활동 개최, 자주 투명하게 
소통하는 등 계속해야 할 항목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직원 번아웃 방지 및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내부 이동성 촉진, 승진 및 경력 발전에 대한 명확성 
제공, 고위 경영진 역할 및 신규 채용의 다양성 증가, 
회사의 비전 및 전략의 보다 빈번한 전달, 소속감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정책 수립, 팀 간/브랜드 
간 협업 기회 제공 등 기회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급여 평등 보장
2021년, 당사는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Syndio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급여 지분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감사에서 성별 또는 인종/민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신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2018년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2021
년 감사는 2018년에 실시된 감사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성별, 미국 내 

주인의식 문화 장려
IAC와의 완전한 분리 과정의 일환으로, 2020년에 
당사는 직원들에게 Match Group의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회사의 비즈니스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미래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및 기존 직원에게 이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직원 주식 매수 
플랜(ESPP)을 통해 자격이 있는 직원은 자동 급여 
공제를 통해 할인된 매수 가격으로 Match 
Group 보통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 
기간 이후 ESPP에 등록한 적격 직원의 약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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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위의 경쟁력 있는 혜택 제공
당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미국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패키지를 
확대했습니다. 당사는 치료 세션 및 행동 코칭과 
같은 서비스 및 육아휴직 정책 확대를 포함하도록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위한 Modern Health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직원을 위해 10일의 웰니스 
휴가를 추가하고, 입양, 대리모 및 IVF 비용을 
포함하도록 가족 계획 정책을 확대했으며, 직원 및 
그 배우자/동거인을 위한 가족 형성 수당을 10,000
달러로 늘렸습니다.

급여
 – 경쟁력 있는 급여

 – 퇴직 매칭 펀드1

 – 성과 보너스

교육
 – 훈련 및 교육 수당

기타 복리후생
 – 직원 주식 매수 프로그램

 – 재택 근무 수당

 – 통근비 지원

의료
 – 의료 보험

 – 치과 보험

 – 안과 보험

 – 건강 저축 계좌2

 – 가족 형성 혜택3

보험
 – 생명 보험

 – 장애 보험

 – 법적 보험

웰니스
 – 웰니스 프로그램

 – 정신 건강 상담

 – 명상 서비스

 – 가상 체육관 멤버십

휴가
 – 유급 휴가

 – 현지 공휴일

 – 일부 브랜드에서의 생일 휴가

휴가
 – 부모4

 – 사별

 – 비상

지역사회 봉사
 – 유급 지역사회 봉사 시간

DEI
 – ERG
 – DEI 교육

 – 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회사

기부
 – 자선 매칭 프로그램5

기타 복리후생
 – 할인 프로그램

 – 유연한 재택 근무 옵션

 – 편안한 드레스 코드

 – 앱을 통한 프리미엄 멤버십

 – 애완동물 할인 및 보험

보상 패키지 건강 혜택 개인 휴가 및 정식 휴가 직장에서의 진정성

1. 최대 10,000달러에 10% 매칭되는 401k의 은퇴 계획 지원. 
2. 높은 공제액 플랜을 선택한 직원의 경우 직원당 최대 500달러(한 명 이상의 사람이 보장되는 경우 1,000달러). 
3. 불임 치료, 입양 수수료, 대리 수수료 및 IVF 치료에 직원 및 그 배우자/동거인 당 최대 10,000달러까지 지원.
4. 출산 및 비출산 부모 모두 20주의 전액 유급 육아 휴가(육아 파트너의 경우 16주, 보조 부모의 경우 12주 휴가에서 증가). 
5. 직원당 최대 15,000달러.

인재 확보 및 유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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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발

당사 직원 개발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배우는 것이 일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배움에 대한 
헌신은 우리 스스로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당사의 비전
우리는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의 접근법
우리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관리자들이 
팀과 소통하고 정기적인 성과 및 개발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합니다. 글로벌 입지와 다양한 
브랜드의 결합은 직원들에게 광범위한 미래 경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개발 프로그램을 론칭해 전사 전 직급의 
내부 이동 및 글로벌 멘토십 프로그램을 촉진합니다. 
당사의 교육 개발 접근법은 직원의 경력 성장을 
이끄는 모두를 위한 개별 예산, 특히 온디맨드 교육 
과정을 포함합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중앙 집중식 학습 관리 시스템
(LMS)을 위한 공급업체도 지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든 브랜드가 공유하는 하나의 LMS를 보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강력한 보고 기능을 통해 교육을 
쉽게 배정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기 
초점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정준수 교육을 
수용하는 것이며,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오퍼링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온디맨드 학습 옵션을 
추가할 것입니다.

중급 관리자 교육
새로 승진한 관리자가 리더십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이 청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더에게 
효과적인 일대일 면담을 하고, 도전적인 대화를 
탐색하며, 신뢰와 팀 응집력을 구축하고, 직속 
부하직원과 의미 있는 경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에 
시작됩니다.

성과 검토 및 승계 계획
2021년에는 직원들이 관리자와 더욱 의미 있고 
빈번한 성과 및 개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 검토 
주기 전반에 걸친 자기 성찰, 동료 피드백 및 직원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팀이 달성한 
것으로 과 검토 주기 전반에 걸쳐 People Lead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에 대해 트레이너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Match Group의 
직원들이 성과 검토 프로세스에 더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계 계획과 성과 검토 프로세스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브랜드 CEO와 그 직속 
부하직원을 위한 계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브랜드 전반에 걸쳐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People Lead 브랜드를 위한 승계 계획 자료 
및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 지원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예에서는 
승계 계획 및 목표 설정을 디지털화하여 이러한 
모듈을 Workday 인사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듈 액세스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집중적인 교육 예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풍부한 정보
2021년 6월, 당사는 내부적으로 Udemy for 
Business를 출시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풀타임 
정규직 직원을 위해 6,000개 이상의 최고 등급의 
참여형 과정을 제공하는 주문형 학습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속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직원들이 공유한 핵심 관심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경로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로그인 시 이미 
함께 번들로 제공된 대상 교육 과정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홈 데코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나 기타 연주 방법을 배우는 등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NTORMATCH™
2021년에는 첫 번째 멘토십 프로그램인 
MentorMatch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는 
집중적인 경력 및 전문성 개발, 멘토와 멘티 간의 
지속적인 관계, 목적 지향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MentorMatch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의도적으로 브랜드 외부의 누군가와 
매칭되는 교차 브랜드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에 138개의 MentorMatch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으며, 회의는 최소 매월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선호했으며, 2022년 
여름에 MentorMatch의 다음 주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학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원들과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쉽게 소통하고 
배우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을 민주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인트라넷인 
Central을 도입했습니다. 이 인트라넷은 Match 
Group Corporate, Match, Match Media, 
+1 Labs, Tinder, Hinge 및 OkCupid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entral은 직원들이 Match Group과 당사 
브랜드, 혜택,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나의 공유 허브를 
제공하며, 모든 팀이 당사 플랫폼과 직원별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신 뉴스와 발표를 계속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2022년에 미국 외 지역 
브랜드 및 팀으로 Central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38개
2021년에 MentorMatch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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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불평등 
감소

양질의 
교육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별 브랜드가 구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부터 Match Group 
전반의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당사는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연결을 통한  
영향력 생성

커뮤니티 

목차

지역사회 투자 20

소외 계층 권한 부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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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와 연결
우리는 연결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당사의 비전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인연을 이어주려는 당사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각 Match Group 
브랜드마다 뚜렷한 정체성이 있지만, 모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로 집결됩니다.

당사의 접근법
당사는 회사로서 커뮤니티 참여를 이끌고 직접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당사는 
직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을 
주도하도록 Match Group 전 직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2021년 Match Group과 그 브랜드는 직원 매칭 
및 특별한 더블 매칭 기회를 포함한 자선 단체에 3
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당사의 브랜드는 약 2
백만 달러에 이르는 가치의 광고 인벤토리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원격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Match Group은 직원들에게 가상 경험 키트를 
제공하여 팀의 참여를 유지하는 동시에 구매한 모든 
키트에 대해 1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3,000끼 이상의 식사가 Feeding 
America 푸드 뱅크 네트워크에 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조합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금융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투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사회 지원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자원봉사를 위한 
유급 휴가뿐만 아니라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현지 
프라이드 행진부터 Best Buddies를 지원하는 
전사적인 글로벌 가상 워크, 댈러스 홀로코스트 및 
인권 박물관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면 및 가상 
이벤트,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까지 다양합니다.

기술 교육 지원 
Match Group은 기술 분야에서 여성을 지원하고 
기술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당사의 목표에 따라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팅의 과소 표시를 수정하여 혁신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 가장 광범위한 변화 리더 
네트워크인 국립 여성 정보 기술 센터(NCWIT)의 
장기적인 기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글로벌 

비영리 기업인 Catalyst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CEO는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60명의 10
학년에서 12학년에 이르는 소녀들을 위해 2주간의 
상호작용, 협동, 코딩 부트 캠프인 Girls Who 
Code Summer Immersion Program을 
후원했습니다. 일상적인 교육 외에도 Match 
Group의 CEO 및 Plenty of Fish와의 
“Executive Chat”, 안전 책임자가 이끄는 “
인터넷 안전 소개”, Match Group 인사 부서가 
이끄는 “Brand Yourself – Resume and 
LinkedIn Workshop”을 포함한 여러 가지 
Match Group 직원 및 임원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현지 팀 및 프랑스의 모자이크와 함께 
페미니스트 테크놀로지 접근(FAT)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매치 그룹 펠로우십

Match Group 펠로우십은 성취도가 높은 소외된 
학생들에게 전문 및 학업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삶과 경력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Inroads, Code 2040 및 Correlation One과 같은 
주요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소외된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유치합니다. 

2021년에는 북미의 모든 Match Group 브랜드에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0~12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턴십은 여러 달 더 연장되었으며, 
여러 정규직 제의가 연장되었습니다. 인턴은 정규직에 
대해 경쟁력 있는 임금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완료 시 교육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HeadSpace, 
401k 참여 및 매칭, 기부 선물 매칭, 스웨그 및 스낵 박스, 
기술 수당, 재미있는 이벤트,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 임원 
이용 등을 포함한 건강 혜택 이용이 있었습니다.

2021년, 펠로우십은 펠로우들로부터 100%의 호의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상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의 경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고위 경영진과 교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Shar Dubey(Match Group
의 CEO)와 Malgosia 
Green(Plenty of Fish의 CEO)
이 Match Group이 후원하는 
Girls Who Code Summer 
Immersion Program 
교실에서 연설합니다.

20Match Group 2022 영향 보고서

환영사 및 회사 소개 당사의 ESG 전략 안전 사람 커뮤니티 환경 거버넌스 자세히 보기 및 데이터 표



가정 폭력에 대한 캠페인
Tinder, OkCupid, Plenty of Fish와 같은 
광고를 실행하는 앱 전반에 걸쳐, 당사는 2021년에 
사용자에게 의회 대표에게 전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의 재인가를 옹호하도록 요청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NNEDV에 따르면 여성 폭력 방지법의 재인가에 
관한 법률에는 새로운 자금 지원, 가정 학대 
생존자를 위한 주택 보호, 이전에 통과된 총기 
법안의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NNEDV에 50만 달러의 기업 기부를 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직원 기부도 했습니다. 

또한 NO MORE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맺고 저와도 협력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250,000달러의 자선 기부금을 조성하는 국제적인 
GivingTuesday 캠페인은 여성이 주도하는 7
개의 풀뿌리 단체에 퍼져 있습니다.

낙태 권리 옹호
2021년, OkCupid는 사용자가 낙태 시술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는 
Pro-Choice 배지를 도입했습니다. OkCupid는 
자신의 프로필에 Pro-Choice 배지를 추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게 1달러(최대 50,000달러)를 
기부합니다. 

OkCupid는 또한 “평등을 금지하지 말라(Don't 
Ban Equality)” 운동에 참여하여, 기업들이 
유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불임 치료에 대한 직원의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운동은 사람들의 
건강, 독립성 및 직장에서 온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정책과 상반됩니다.

지역사회 투자
계속

LGBTQIA+ 커뮤니티 지원
Hinge는 The Lesbian Bar Project와 
협력하여 미국 전역의 레즈비언 바를 축하하고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전국 전역에 약 
200개의 레즈비언 바가 있었지만 현재는 21개만 
남아 있습니다. Hinge는 앱에서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인 Roses의 미국 원데이 판매를 통해 
레즈비언 바에 최소 5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앱에서 
LGBTQIA+ 싱글이 바의 날짜와 연결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Tinder의 개발 팀은 HRC 재단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사 프로그램을 통해 LGBTQIA+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에 
참여하는 십 대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청취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연결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당사는 다양한 
사회적 대의를 장려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브랜드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홍보
2021년에는 백악관과 협력하여 Tinder, Match, 
OkCupid, Hinge, Plenty of Fish, BLK, 
Chispa를 포함한 미국 주요 브랜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홍보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이 있는 장소, 프로파일에 표시할 
단일 접종 배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말한 사용자를 
위한 무료 “슈퍼 좋아요(Super Likes)” 및 기타 
부스트 유형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BLK는 “Vax That Thang Up”이라는 노래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 과정에서 여름 
히트곡을 제작했습니다. 

Hinge는 미국 외과의 Vivek Murthy 박사와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는 팁을 
논의하고 공유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 접종 배지, 푸시 
알림, 앱 내 보상 등을 포함한 유사한 백신 접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보건 전문가와 
협력하여 병원체 확산을 제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파티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동시에 고객이 날짜에 
대해 서로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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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4A 펠로우 프로파일

Ilissa Hendricks는 Match Group 직원으로, 
Correlation One의 DS4A / 자율권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1년 2월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Ilissa는 DS4A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Match 
Group의 역할을 변경할 수 있었고 부 제품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Match Group의 Black 
Excellence@Match(BE@M) ERG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Ilissa의 경력 발전은 Match Group 직원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가 기술적인 역할과 데이터 과학 
산업에서 여성과 소외된 그룹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의 기술을 확장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예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외된 차세대 전문가들이 
데이터 중심의 리더십 역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외 계층 권한 부여

차이를 만들기  
위한 협력
포용은 Match Group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Correlation One을 포함한 여러 
개별 조직과 협력하여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경력을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25명
Match Group 
후원 학자

500시간
직원 멘토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합친 경우

모두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Match Group은 여성 및 소수민족의 데이터 사이언스 
발전과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AI 에코시스템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Correlation One’s Data 
Science For All(DS4A) / Empowerment의 
최초 후원자였습니다. 

2021년 Match Group은 Match Group 후원 
학생으로 DS4A에 무료로 참가한 40,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택한 25명의 개인에게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14주간의 실용적인 데이터 분석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멘토와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직원 멘토를 
제공했는데, 이들은 약 500시간의 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했습니다. Match Group은 또한 DS4A 펠로우로 
참여한 직원의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이후 DS4A 졸업생을 인턴 및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한 팀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 프로젝트를 인정하여 Match 
Group Impact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식료품점 협동조합이 현지에서 구매하고 
Black을 구매하겠다는 인종 평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orrelation One/DS4A에 대한 
저의 경험은 직업을 정의하고 
정직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DS4A는 내가(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기술 
능력을 제공하여 흥미진진한 새로운 
기회와 승진으로 이어졌습니다. 
DS4A 가입 결정을 지원해 주신 
Match Group의 팀에게 매우 
감사드리며, 그 과정에서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ILISSA HENDRICKS 제품 부매니저,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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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연결 
형성

환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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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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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기후 변화 
해결
우리는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탄소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의 발자국을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사의 비전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고 연결하는 세상이 현재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접근법
우리는 센터에서 안내하고 촉진하는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측정 및 완화하며, 브랜드 
간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직원들이 Match Group과 그 
브랜드를 친환경화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Going Green”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상력과 영향력 있는 
제안을 받았으며 글로벌 사무소에서 이를 채택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까지 검증된 탄소 상쇄를 구매하여 
우리의 영향을 균형 있게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은 탄소 시장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공고히 하고 탄소 비용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우리의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자신과 가치 
사슬이 야심찬 감소 목표를 달성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단기 및 순제로 장기(2050) 약속을 개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탈탄소화 목표에 대한 Match Group의 기여를 
촉진하고 회사가 예상 사업 성장과 함께 그 영향을 
관리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기후 위험 관리
제한된 물리적 설치 공간으로 인해 극한의 날씨 
또는 홍수 등의 물리적 고위험에 대한 물질적 노출은 
없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로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은 다른 많은 부문의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및 온실가스(GHG) 배출에 관한 규제 
요건 증가, 저탄소 앱 및 웹 기반 플랫폼 제공에 대한 
새로운 시장 및 기술 수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고용주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오늘날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전략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서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Match Group 글로벌 환경 지속 
가능성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전사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환경 관행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원회는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브랜드에 걸쳐 100명 
이상의 변화 주도자로 구성되어 모두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Match Group 문화에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기술서에 지속 가능성 목표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 가능성 주제를 더 
많은 관리 대화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환경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브랜드 전반에 걸쳐 참여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행성이 살아 
있지 않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SHAR DUBEY Match Group의 
최고 경영자

100%
Match Group, 2021년 탄소 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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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 공유

당사는 브랜드와 사무실 전반에 걸쳐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뉴욕의 OkCupid 사무소는 1,241
파운드의 음식을 기부했습니다. 이 음식으로
1,034끼의 식사를 만들고, 339,800갤런의 
물을 절약했으며, 대기에서 2,495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전환했습니다. OkCupid는 이제 
해당 벤더를 전국의 다른 Match Group 
사무소와 공유하여 과도하게 남은 음식을 
픽업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예에서, Tinder의 그린팀은 지속 
가능성에 직원을 참여시키고 점심 식사 행사를 
주최하며 해변 청소 및 깨끗한 공기의 날을 
포함한 퇴비화 및 재활용과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 배운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적인 참여도가 증가했습니다. 

기후 변화 
계속

Match Group 시설 팀원은 사무실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 전력 그리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덜한 차량을 더 많이 충전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 제어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니셔티브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는 파워 플렉스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EV)용 지능형 충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전기를 뽑을 때와 각 
차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를 우선순위화 하여 
최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무실에 EV 스테이션을 추가하는 것과 
자동화를 통해 사무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한국의 탄소 상쇄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는 현대 스틸 
폐기물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폐가스를 
포착하고 재활용하는 현대 그린파워의 탄소 상쇄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에서 탄소를 
벌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새로 인수한 
Hyperconnect 사업의 본거지이며, 다시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감축 여정
우리는 GHG 프로토콜에 따라 첫 번째 탄소 기준을 
파악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관련 탄소 배출원을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의 부동산 풋프린트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대부분의 배출을 
야기합니다. 당사의 소유 건물은 현지 공익 설비로 
제공되는 100% 친환경 전기로 운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 사무실 공간을 고효율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건물로 
전환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는 탄소 발자국의 일부이며, 재생 에너지 
조달에 대한 공공 약속을 충족하는 데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발자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출장 및 직원 통근과 관련된 배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원격 근무 옵션과 같은 일부 유연한 근무 정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수 있는 다른 솔루션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업은 서로에게서 빠르게 학습하여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00%
소유 시설의  
친환경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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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Match Group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 개선
Match Group은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범위 1 및 범위 
2 배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
우리는 모든 소유 사무실에 재생 에너지(풍력 및 
태양열)를 사용합니다. 임대하는 건물과 데이터 
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과 연락합니다. 

또한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사무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본사는 파리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LEED 인증 
건물에 있으며, LEED 플래티넘 인증 건물에서 
밴쿠버에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EED
를 통해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에너지 및 
물 소비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직원들에게 
건강한 건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뉴욕, 파리,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사무실 
건설에서 환경적 고려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무실의 효율성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구현하고, 공간 
사용 시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능형 센서를 
사용하며, 공기 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팀은 난방, 환기 및 에어컨
(HVAC) 시스템에 건물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사용을 최적화하는 센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이 하이브리드 사무실 환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사업 
전략을 보완하면서 지구에 미치고자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환경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가까운 장래에 보다 측정 가능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탄소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ANNA RICE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 부사장

탄소 감축의 길을 주도하다

당사의 Meetic 브랜드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환경 
문제가 통합되도록 했습니다. ISO 14001는 
주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EMS)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통합 환경 관리 
관행에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Meetic이 환경에 대한 집중력을 항상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Meetic은 매년 탄소 
발자국을 10% 줄이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 목표를 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부 
평가를 통해 Meetic은 2019년 이후 매년 10%
의 감소를 달성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이러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Match Group 글로벌 환경 지속 가능성 
위원회 회의에서 Meetic은 온보딩 문서를 
공유하여 직원에 대한 친환경 모범 사례와 
기대치, IT 재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Meetic
은 또한 앱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테마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TCFD
2021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 안정성 위원회의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 포스(TCFD)에서 정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험 관리 및 메트릭스 역량을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정의 시작에 있고 많은 일들이 
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별도의 
TCFD 요약 표와 함께 당사의 첫 번째 TCFD 
공개를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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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Group은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모범 사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무윤리 및 신뢰성의 
문화 조성

거버넌스 

목차

기업 거버넌스 28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30

Match Group 2022 영향 보고서 27

환영사 및 회사 소개 당사의 ESG 전략 안전 사람 커뮤니티 환경 거버넌스 자세히 보기 및 데이터 표



기업 거버넌스

바람직한 기업  
거버넌스 실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당사의  
활동을 지속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비전
당사의 목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우리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부응하고 적응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이사회가 주도하는 
탄탄한 거버넌스 관행을 통해 직무윤리의 문화를 
지킵니다.

당사의 접근법
당사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상장 회사로서의 모든 
요건, 다른 관련 지역 및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탄탄한 
기업 거버넌스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이끄는 구조와 프로세스, 정책을 
구성한 이사회와 임원팀이 주도합니다.  

선두적인 기술 기업으로서 Match Group은 기술 
부문의 거버넌스 표준을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윤리적 행동, 내부자 거래 및 사기를 
다루는 당사의 업무 행동 및 윤리 강령은 전 세계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사람이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당사의 이사회의 이사는 11명 중 8명이 독립 이사로 
유지되어, 독립성 요건을 초과 달성합니다. 이 
그룹은 또한 45%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 임명 및 기업 거버넌스, 보상 및 
인적자원 위원회는 각각 독립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독립 이사들은 매년 최소 2회 이상 
경영진 및 비독립 이사가 참여하지 않는 정기 임원 
회의를 실행합니다.

기후 전략
“환경” 섹션에 요약된 바와 같이, 2021년에 우리는 
그룹 전체의 기후 관련 위험 평가 및 이러한 위험의 
해결 방법을 포함한 공식적인 전사적 환경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Match Group의 환경 전략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이사회에 제공됩니다.

주식 소유 지침
상장 기업에 대한 모범 사례에 따라, 당사는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비즈니스 업무 및 법률 책임자, 최고 회계 책임자를 
포함한 비직원 이사 및 지명된 임원 각각에 대해 
최소 주식 소유권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최소 주식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상장 기업으로서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강조가 강화됨에 따라, 2021년 9월 당사는 지명위원회의 
소환장을 확대하여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위원회 헌장을 
채택했으며, 이는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지명 책임과 더불어, 위원회의 범위에는 이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사안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 모범 사례의 구현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기술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와 위원회 구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나스닥 상장 회사로서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평가 감독에 대한 
위원회의 헌장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범 사례로 생각하며 2022년 Q1에 첫 번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례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회의 헌장과 Match Group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따라, 당사는 2021년 
9월에 일련의 기업 거버넌스 지침을 개발하여 시행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이사회 
의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주요 모범 거버넌스 원칙과 관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침은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uidelines and Committee Charter 
가이드라인 및 위원회 헌장  

45%
여성 이사회 위원수

8/11명
이사회 독립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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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요건은 당사의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험 관리
당사는 전사 차원에서 위험을 검토하며, 이는 전 
브랜드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례 종합 위험 
평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임원 및 
이사회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당사의 
목표는 이사회 및 임원 수준에서 영향력과 관련된 
관련 위험을 포함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당사의 
고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권익 옹호
당사는 기술 개척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전세계 입법자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초당적 아동보호법 등 
국내법령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자 
등록부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해 플랫폼에서 
범죄자들을 파악하고 제거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당사의 최우선 목표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보호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업 거버넌스
계속

조세
글로벌 기업으로서 당사는 관련 지역 및 국가 조세 
요건을 준수합니다. 전반적으로 당사는 당사의 사업 
운영과 실적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세 분담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공공 기관의 지역 커뮤니티 
투자에서 세금이 중요 요소임을 인지합니다.

정치 기부금
Match Group은 미국에서 일체의 연방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윤리 및 내부 고발
당사의 직원들은 최고 수준의 윤리를 준수하는 공동 
책임을 나눕니다. 당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기업 
행동 및 윤리 강령, 괴롭힘 정책, 증권 거래 정책, 
내부 고발자 절차 등 핵심 정책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Workday 
인사 정보 시스템에서 전체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 보고
사기 또는 사칭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직원들은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상담전화 및 웹 기반 신고 
서비스를 통해 비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EthicsPoint가 독립 보고 
핫라인을 관리하여 이전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EthicsPoint는 포괄적이고 기밀이 유지되는 보고 
도구로,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감사 
또는 재무 문제와 관련된 사안(별도의 절차를 통해 
처리)을 제외하고, 명시된 업무 행동 및 윤리 강령, 
괴롭힘 정책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우려사항의 위반을 
기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과 웹사이트는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으며 Match Group 인트라넷인 
Central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방지
모든 미국 직원은 연례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우리는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 시스템을 
통합하고 모든 브랜드에 걸쳐 일관된 접근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비즈니스를 견실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비상 조치 계획의 맥락에서 데이터 
보안과 물리적 보안을 통합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의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합니다.  2022년 1월, 당사는 직원의 
가족 및 현장 벤더를 포함하도록 검사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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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비전
인연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우리의 플랫폼이 만들어 내는 흥미진진한 세계를 
탐험할 때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당사의 접근법
당사는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강력한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표준 구현
Match Group은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모든 기술 기업에게 큰 위험을 
제시하며 Match Group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사는 전사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허가 없이는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데이터 보안을 당사의 
위험 모니터링과 위험 절차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Match Group 브랜드가 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보안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Tinder는 2021년 2월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은 정보 보안 관행을 개선하고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Match Group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입증합니다. Match and 
Match Affinity Premium(OurTime 및 
BlackPeopleMeet) 또한 2022년 Q1에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당사는 다른 Match 
Group 브랜드로 규정준수 표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든 브랜드에 걸쳐 데이터 보안 관행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표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Hyperconnect 의 인수 후 
온보딩의 일환으로데이터 보안을 검토하여 Match 
Group의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Hyperconnect에서 다양한 
Match Group 모범 사례를 요약하고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 침해 탐지 관행은 모든 브랜드에 
걸쳐 표준화되고 이벤트 관리 도구에 반영되며, 
당사는 무단 액세스를 탐지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 보안 스캔 및 감사에 대한 다층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에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및 
제3자 침투 테스트를 통한 정기적인 외부 보안 
감사를 수행하여 시스템 전반의 잠재적 취약성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내부 
취약성 관리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도 분석됩니다. 

다양한 Match Group 회사들의 모든 직원들은 
신규 채용 및 온보딩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인식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브랜드는 데이터 보안 
인식 교육을 위해 매년 재인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Match Group은 당사의 브랜드 운영 장소, 
이용자 위치에 관계 없이 브랜드 전체에서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실행합니다. Match 
Group은 필요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엄격한 
보안 및 비밀유지 약속을 받고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별도의 기능으로 유지하여 
데이터 처리 방식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 
당사의 높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팀들은 공동 전문가 조직으로 
활동하며 당사 브랜드 앱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법적 요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표준을 설정 및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당사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행이 오늘날의 요건과 도전 
과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 중 하나가 앱에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우리는 정책이나 관행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Match Group 브랜드가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당사의 집중과 일치합니다.

ISO 27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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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접근법
당사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러한 기업의 
실적은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실적 데이터는 2021년 달력 연도가 기준입니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022년 3
월까지의 주요 실적 요소로 실적을 보충했습니다. 

모든 실적 데이터는 당사의 일반적인 지배 및 
거버넌스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측정되고 
수집되며 보고됩니다. 정확성과 완전성 및 종합성이 
목표입니다. 비재무 실적 데이터는 외부적으로 감사 
또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본�보고서의�내용

본 영향 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직접 운영 지배가 
행사된 Match Group, Inc.의 모든 완전 소유 및 다수 
소유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거버넌스 

행동 강령

연례 보고서

주주총회 안내서

현대판 노예 금지 성명

사기예방/반부패 정책

UK 납세 정책

가이드라인 및 위원회 헌장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센터

사람

커리어 센터

추가 정보

안전

사용자 안전 센터

안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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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22.q4cdn.com/279430125/files/doc_financials/2020/Match-Group-UK-tax-policy-statement-Final-6.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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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tch.com/privacy#privacy_principles
https://mtch.com/privacy
https://mtch.com/careers
https://mtch.com/trust-and-safety
https://mtch.com/safety


UN SDG

Match Group,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원
당사는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사업 활동 
및 주요 우선순위 영역을 이러한 중요한 목표와  
일치시킬 기회를 고려합니다.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국제적인 노력입니다. 17개의 글로벌 
목표와 189개의 목표가 대표하는 SDG는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환경 악화, 평화 및 정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전략, 플랫폼 및 서비스를 통해 
가장 큰 영향력과 영향력을 갖는 주요 영역을 
파악했으며, 따라서 17개의 SDG 중 6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운영을 
관리하고 모든 SDG에 따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여섯 가지 SDG에 직접 기여합니다.
목표 3: 건강 및 웰빙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합니다.

목표 4: 품질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기회를 보장합니다.

목표 5: 성평등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목표 10: 불평등 감소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줄입니다.

목표 13: 기후 행동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합니다.

목표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장려합니다.

빈곤 
타파

기아
제로

양질의 
교육

건강 
및 웰빙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

책임감 
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 
행동

수생 
동식물

육상 
동식물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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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표

당사의 성과
당사는 이러한 주요 실적 지표를 통해 
진전사항을 측정합니다.

기준 단위 2021

재무 매출 USD$ 30억

조정 영업이익 USD$ 11억

평균 총 지급인 지급인 1천 550만

안전 안전과 신뢰 투자 USD$ 1억 2,500만

신뢰와 안전에 관여하는 직원 명 450명 이상

사람 직원 참여(호감도) 백분율 70%

직장 내 성별 다양성 백분율 여성 41%

리더십 성별 다양성 백분율 여성 43%

기술팀 성별 다양성 백분율 여성 25%

직장 내 민족 다양성(미국) 백분율 비백인 42%

리더십 민족 다양성(미국) 백분율 비백인 29%

기술팀 민족 다양성(미국) 백분율 비백인 47%

거버넌스 이사회 성별 다양성 백분율 여성 45%

이사회 독립 구성원 명 8/11

커뮤니티 직원 및 고용주 자선 기부금 및 광고 공간 USD$ 520만 

환경 그리드 전력 사용 백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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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  
위원회(SASB) 프레임워크가 
정의한 모든 공개사항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공개사항은 달리 언급이 없는 한 이 표준의 
2018-10 버전을 바탕으로 하며, 2021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SASB 프레임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급된 곳에서는 SASB 
표준 애플리케이션 지침 섹션 2.2에 따라 일부 정보, 
즉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정보, 비밀 정보 또는 
관련 SASB 기준에 전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도록 
수집되지 않는 정보는 본 부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ASB 보고서 

당사의 접근법
SASB 코드 활동 기준 2021 응답 보고 상태

TC-IM-000.A 사용자 활동 법인 정의 기준 당사 영향 보고서 4장의 정의에 따른 1,550만 명의 평균 총 지급인.

TC-IM-000.B (1) 데이터 처리 용량
(2) 아웃소싱 비율

비밀 정보로 생략

TC-IM-000.C (1)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
(2) 아웃소싱 비율

비밀 정보로 생략

SASB 코드 회계 기준 2021 응답 보고 상태

하드웨어 인프라 환경 발자국

TC-IM-130a.1 (1) 총 소비 에너지
(2) 그리드 전기 비율
(3) 재생 가능 비율

(1) 13,589 기가줄
(2) 100% 
(3) 0% 재생 가능

TC-IM-130a.2 (1) 총 물 사용량
(2) 총 물 소비량, 높거나 극도로 높은 

물 스트레스 등급의 지역 내 각 
백분율

현재 WRI Aqueduct Water Risk Atlas에 따르면, 2021년 현재 36개의 활성 시설 중 11개가 
높은 또는 매우 높은 기준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수치로 볼 때 우리 시설의 31%에 
해당합니다. 현재 모든 시설이 사무실 공간(>90% 임대)이고 3개의 활성 데이터 센터만 있기 때문에 물 
소비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TC-IM-130a.3 환경적 고려사항과 데이터 센터 필요에 
따른 전략 기획의 통합에 관한 논의

당사는 향후 몇 년에 걸쳐 이를 포함하는 환경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브랜드인 
Meetic은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EMS)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고 상태:

� 완전 보고

� 일부 보고

� 보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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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보고서 
계속

보고 상태:

� 완전 보고

� 일부 보고

� 보고 없음

SASB 코드 회계 기준 2021 응답 보고 상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광고 기준 및 표현의 자유

TC-IM-220a.1 행동 기반 광고 및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관행 설명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당사 영향 보고서 7페이지 당사의 영향 보고서의 “안전” 섹션과 30페이지 “거버넌스” 섹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정책과 관행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 당사 
웹사이트의 “신뢰와 안전”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C-IM-220a.2 2차 목적으로 정보가 활용되는 사용자 수 당사 매출의 3% 미만이 광고에서 발생하므로 비중요 정보로 생략.

TC-IM-220a.3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소송의 결과로 입은 금전적 손실 총액

2021년에는 규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TC-IM-220a.4 (1)  법 집행 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 수
(2)  정보가 요청된 사용자 수
(3) 공개 비율

데이터 수집이 본 기준과 전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

(1) (2) (3) 당사의 영향 보고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본 데이터를 포함하는 2022년 미국의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TC-IM-220a.5 핵심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정부가 규정하는 모니터링, 차단, 콘텐츠 필터링 
또는 검열 대상인 국가의 목록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라는 성격상 당사의 일부 서비스 또는 기능은 특정 국가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미국 제재법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TC-IM-220a.6 (1)  정부가 콘텐츠 제거를 요청한 횟수
(2) 요청 준수 비율

데이터 수집이 본 기준과 전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

(1) (2) 당사의 영향 보고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본 데이터를 포함하는 2022년 미국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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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보고서 
계속

보고 상태:

� 완전 보고

� 일부 보고

� 보고 없음

SASB 코드 회계 기준 2021 응답 보고 상태

데이터 보안

TC-IM-230a.1 (1) 데이터 침해 수
(2) 개인식별정보(PII) 관련 백분율
(3) 영향을 받은 사용자수

(1) 데이터 유출 없음
(2) 해당 없음
(3) 해당 없음

TC-IM-230a.2 제3자 사이버 보안 기준을 포함해 데이터 보안 위험 파악 및 해결에 관한 
접근법 설명

데이터 보안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당사의 접근법은 당사의 영향 보고서의 “안전”(7장) 및 “거버넌스”(27장) 섹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업무 이해관계자들과 연례 위험 평가를 수행해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위험을 논의하고 NIST 사이버 보안 표준을 
바탕으로 브랜드 차원에서 연례 보안 점수카드를 개발하며 업무 및 브랜드 리더들과 함께 지속적인 정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3자 협력업체 관련 위험 등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합니다. Tinder는 2021년 2월에 ISO/IEC 27001:2013에 
따라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Match and Match Affinity Premium(OurTime 및 
BlackPeopleMeet)은 2022년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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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상태:

� 완전 보고

� 일부 보고

� 보고 없음

SASB 보고서 
계속

SASB 코드 회계 기준 2021 응답 보고 상태

직원 채용, 포용 및 성과

TC-IM-330a.1 해외 국적 직원 비율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미국 직원의 10%가 해외 국적자였습니다.

TC-IM-330a.2 직원 참여 비율 2021년 9월에, 당사는 70%의 직원 참여 호감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TC-IM-330a.3 성별 및 인종/민족 그룹 비율:

(1) 관리
(2) 기술 직원1

(3) 다른 모든 직원1

Match Group의 성별 다양성(전 세계)2

(1) 43% 여성 / 56% 남성 / 0% 제공되지 않음
(2) 25% 여성 / 75% 남성 / 0% 미제공
(3) 55% 여성 / 44% 남성 / 1% 미제공

Match Group의 민족 다양성(미국만 해당)2

(1) 29% 비백인 / 61% 백인 / 10% 기타
(2) 47% 비백인 / 41% 백인 / 12% 기타
(3) 42% 비백인 / 48% 백인 / 10% 기타

지적 재산 보호 및 경쟁 행위

TC-IM-520a.1 반경쟁 행위 규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입은 총 손실금 2021년에는 반경쟁 행위 규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입은 손실금이 없었습니다.

 

1. “기술 직원” 및 “기타 모든 직원”에는 “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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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보고서

당사의 접근법
2021년, 당사는 기후 관련 재무  
공개(TCFD)에 대한 재정 안정성  
위원회의 태스크 포스에서 정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 페이지 참조 공개

거버넌스 “정부” 섹션: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28페이지)

“정부” 섹션:
기후 전략
(29페이지)

당사의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범위에는 이제 ESG 사안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1년에는 포트폴리오 전반의 기후 관련 위험 평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한 공식적인 전사적 환경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당사의 환경 
전략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이사회에 제공됩니다.

전략 “환경” 섹션:
당사의 접근법
(24페이지)

“환경” 섹션:
탄소 감축  
여정
(25페이지)

Match Group 전반에 걸쳐 탄소 평가를 실시하여 탄소 발자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최소 
2023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검증된 탄소 상쇄를 구매하여 우리의 영향력 균형을 맞추고, 탄소 시장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며, 탄소의 
재무 비용을 가시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자신과 가치 사슬이 야심찬 감소 목표를 달성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단기 및 순제로 장기
(2050) 약속을 개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탈탄소화 목표에 대한 Match Group의 기여를 촉진하고 회사가 예상 
사업 성장과 함께 그 영향을 관리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위험 관리 “정부” 섹션:
위험 관리
(29페이지)

당사의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범위에는 이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사안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Match Group의 주요 기후 위험에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및 온실가스(GHG) 배출에 관한 규제 요건 증가, 저탄소 앱 및 
웹 기반 플랫폼 제공에 대한 새로운 시장 및 기술 수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고용주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지표 및 목표 “환경”
 섹션:
탄소 감축 여정
(25페이지)

범위 1: 77메트릭톤 CO2e. 

범위 2: 0메트릭톤 CO2e(모든 소유 시설은 현지 유틸리티와의 친환경 전력 구매 계약의 일환으로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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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인정

우리는 Match Group과 
브랜드 전반에 걸쳐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HRC): “LGBTQ+ 평등을 위한 최고의 직장”

MATCH GROUP

2021 Built In 고연봉 기업

TINDER

Fortune 1000: 최고의 직장

MATCH GROUP

2021 Built In 복지 우수 회사

TINDER

2021 Built In 최고의 직장

TINDER

2021 Built In 최고의 중소기업

Digiday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생활상

HINGE

BC 최고의 직장

PLENTY OF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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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모 증권 소송 개혁법에  
따른 세이프 하버 선언문
본 영향 보고서는 1995년 사모 증권 소송 개혁법의 
의미 내에서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모든 진술은 “미래 예측 진술”
입니다. '예상', '추정', '기대, '계획', '생각' 등의 단어 
사용은 특히 일반적으로 미래 예측 진술로 
식별됩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다른 무엇보다 
Match Group의 미래 재무 성과, Match 
Group의 사업 전망 및 전략, 예상 추이 및 기타 
유사 사안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 위험 및 변화를 내포하는 본 프레젠테이션 
날짜 기준 미래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현재 기대 및 
추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미래 예측 진술에 담긴 
결과는 특히 경쟁, 당사의 고수익 서비스 사용자 
비율 유지 능력,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및 관련 
노력을 통한 당사 서비스에 사용자를 유인하는 능력, 
환율 변동, 제3자를 통한 당사의 서비스 배포 및 
관련 비용 상쇄 능력, 당사 시스템 및 인프라(및 제3
자의 시스템 및 인프라)의 무결성 및 확장성, 시의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당사의 
능력,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당사 시스템을 보호하고 
직원 및 비밀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당사의 능력, 
당사의 해외 운영 및 인수와 관련된 위험, 당사의 
IAC 사후 분리 관계와 관련된 위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영향, 특히 분리의 기대 
이익, 거래로부터 발생하거나 거래와 관련된 소송, 
거래 세금 처리 및 Match Group의 사업부 
분리의 영향, 특히 거래의 기대 이익, 거래로부터 
또는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 및 Match 
Group의 사업에 대한 거래의 영향 등 
Hyperconnect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래 예측 진술

책임 부인
포함해 IAC로부터 Match Group 분리에 내재된 
위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Match Group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고서에 관련된 이러한 위험 및 
다른 위험, 그리고 불확실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Match Group의 사업,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측불가한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비추어 이 
미래 예측 진술은 정확하다고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프레젠테이션 일자로 
Match Group의 경영적 관점만을 반영하는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Match Group은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 GAAP 재무 측정치 
본 영향 보고서는 비 GAAP 재무 측정치인 조정 
영업이익을 포함합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미국 
GAAP에 따라 준비된 재무 성과 측정치인 
영업이익을 대체하지 않거나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조정하려면 오른쪽 
표를 참조하십시오.

상표
MATCH GROUP, MG 로고, MG Blue-
Gradient Thread, Tinder, Match, Swipe는 
Match Group, LLC의 상표 및 등록 상표입니다. 
Hinge, OkCupid, PlentyOfFish, Chispa, 
BLK, Stir, Upward, Ourtime, Twoo, Ablo, 
Meetic, Pairs, Eureka, Hawaya, Hakuna, 
Azar 및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 및 
등록 상표입니다.

연 마감 2021년 12월 31일 (수천 단위)

Match Group, Inc.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순영업이익 277,723달러

비지배지분 이익에 귀속되는 순손실 (1,169달러)

중단 영업이익, 세금 차감 후 (509달러)

소득세 혜택 (19,897달러)

기타 비용, 순 465,038달러

이자 비용 130,493달러

영업 이익 851,679달러 

주식 보상 비용 146,816달러

감가상각 41,402달러

무형자산 상각 28,559달러

조정 영업이익 1,068,456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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