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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BT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세계 제일의 통신 서비스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 구조
우리는 네 가지 고객 응대 사업 분야인 BT Global Services, BT Retail, 
BT Wholesale 및 Openreach를 통해 다양한 고객 그룹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부 서비스 단위 BT Innovate & 
Design 및 BT Operate에서 이들을 지원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약 1,800가지 제품 및 서비스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영국의 고객과 중소기업, 해외의 단일 국가 및 
다국적 기업,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통신 공급업체에 판매합니다.

a  IFRS2 수정안 채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간 보고서 및 양식 20-F를 참조하십시오.
b  조정으로 표시된 항목은 2009년 BT Global Services 계약 및 재무 조사 사항 및 연금 순이자와 
같은 특정 항목 앞에 언급됩니다. 

c  조정 매출, 조정 EBITDA, 세전 조정 이익, 조정 주당 순이익, 잉여 현금 흐름 및 순부채는 IFRS의 
공시요구 사항에 덧붙여 제공되는 GAAP 기준에 따르지 않는 재무 자료입니다. 비 GAAP 기준 및 
IFRS 기준과 가장 비슷한 조정 내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당사 연간 보고서 및 양식 20-F의 재무 
조사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d 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환 전 수입

그룹 실적
2010 2009a  변동

조정 매출b,c £20,911m £21,431m  2%

조정 EBITDAb,c,d £5,639m £5,238m  8%

세전 조정 이익b,c £1,735m £1,454m  19%

조정 주당 순이익b,c 17.3p 14.1p  23%

제안된 1년 배당금 6.9p 6.5p  6%

잉여 현금 흐름c £1,933m £737m  £1,196m

순부채c £9,283m £10,361m  £1,078m

이 보고서의 정보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당사의 전 세계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www.bt.com/betterworld에서 이 조사의 다른 언어 버전(중국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을 다운로드하고 전체 친환경 보고서를 읽어 보십시오.

2010 사업 분야별 조정 외부 매출

BT Global Services 41%
BT Retail 38%
BT Wholesale 15%
Openreach 6%

BT Global Services 8%
BT Retail 33%
BT Wholesale 23%
Openreach 36%

2010 사업 분야별 조정 EBITDA

BT Global Services 41%
BT Retail 38%
BT Wholesale 15%
Openreach 6%

BT Global Services 8%
BT Retail 33%
BT Wholesale 23%
Openreach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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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

통신 기술을 통해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BT 가족들은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 서비스의 등장으로 여행할 필요가 줄어들었지요. 새로운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 인해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정보에 액세스함으로써 일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CO2 배출을 줄여 고객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재능, 능력을 이용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취하는 방식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는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야 말로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며 이를 통해 영국의 통신 개발업체들이 
경제, 사회,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집약도를  
1997년의 8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전지판이 첫해 가동을 마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에너지 부문 외에 영국 최대의 기업 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첫 번째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일은 이익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상태’를 개선하여 고장률, 복구를 
위한 방문 및 차량의 CO2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그런 신념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우리 직원들의 능력 개발, 재교육, 재배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탄소 환경에 대비하도록 직원들의 기술, 재능, 
리더십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팀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도구와 교육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BT Vision box 
신제품과 같이 보다 지속가능형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견습생 제도는 5,000명이 넘는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업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은 BT에 
3,000명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기술 중심 
활동은 공식적 교육의 틀을 뛰어넘어 지난해, 세계 각국의 BT 
직원들은 28,000일 이상 공동체에서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자원 
봉사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통해 공동체와 
회사를 이롭게 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령 Business in the Community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가 수여한 최고상 ‘Platinum Plus’를 통해 영예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다우 존스 
친환경성 지수의 분야 1위에서 밀려났지만 다행히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최고의 친환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UN Global Compact 가입 
기업입니다.
 우리에겐 내년을 위한 훌륭한 계획이 있으며 2011년에는 
계획의 실현을 통해 새로워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Sir Michael Rake Ian Livingston
회장  최고 경영자

2010년 5월 12일

Ian Livingston
최고 경영자

Sir Michael Rake
회장

우리 사회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인구 노령화, 빈곤, 디지털 및 사회적 배제에 
이르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전에 맞서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기업이 담당해야 합니다. BT에서는 직원, 공급업체 및 고객과 협력하여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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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뷰의 내용

BT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회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은 우리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회사 임직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지구를 위해 기여하는 기술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BT가 통신 서비스와 IT를 
이용하여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세계적인 공익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T는 우리가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으며 
의료 등의 필수 서비스 보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BT는 
IT 및 디지털 경제의 통신 인프라 부분에 투자하는 한편 
디지털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같이 사회의 밝은 
면을 최대화하고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위한 기술

통신 부분에서 2020년까지 지구 CO2 배출량을 15% 줄일 
수 있으며 우리 회사도 기준 년도인 1997년부터 탄소 
발자국을 51%까지 줄이고 고객들에게도 이 추세에 
동참하도록 장려해 왔습니다. 가급적 전기 에너지를 통해 
다양하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탄소 미래를 위한 기술

우리는 훈련 및 봉사를 통한 기술 투자로 급속한 기술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 사회 통합 등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다양성과 탄력적 근무를 위한 
우리의 오랜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과 재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의 지속 경영을 위한 기술

무역의 세계화, 가상 비즈니스의 등장, 인간의 신체를 들여다 
보는 놀라운 발전 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의 잠재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단추를 한 번 누르는 수고만으로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디지털 혁명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가장 큰 변화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본 리뷰에서는 왼쪽에 정리된 세 영역에서 각각 우리의 
논제를 설명하고 과거 실적을 요약하며 기술을 사용하면서 
야기되는 새로운 기회, 위험, 딜레마와 맞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또한 기술이 세계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BT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2~13 페이지에는 경영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노력이 드러난 성과와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CR(Corporate Responsibility) 전략
본 리뷰의 내용은 BT의 CR(기업 신뢰) 전략의 네 가지 요점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
성공은 튼튼한 기초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직원, 고객, 공급업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등을 지원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우리 직원과 공급업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합니다.  

  친환경 고객 솔루션 개발 
액세스 가능한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우리는 여기에 
부응하고자 노력합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술 
우리는 모두가 기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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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불법 복제, 데이터 보안 문제 등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쇼핑하고 TV와 영화와 음악을 즐기는 방식과 장소, 접촉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다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Digital Britain Report에서는 공익 기여에 필요한 
활동뿐 아니라 IT가 사회 및 경제에 제공하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과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친환경 경제 및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유럽의 2020 전략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고객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객에게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인프라 정비
든든하고 안전한 최신 인프라 없이는 기술이 주는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2012년까지 영국의 40%를 대상으로 파이버 기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1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유럽에서 초고속 파이버 기반 광대역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2010년 말까지  
4백만 명의 영국민에게 파이버 서비스를 보급할 것입니다. 
투자가 효과를 거둔다면 2015년까지는 우리의 파이버 시장이 
영국의 2/3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른 통신 공급업체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쉽고 빠르게 연결하여 고객에게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 산간 벽지와 같은 일부 지역은 초고속 광대역을 상용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 자금이나 기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의 
상업적, 교육적, 사회적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와 제휴를 맺어  
공공-민간 부문 공동 투자를 통해 도시 및 벽지에 파이버 기반 
광대역을 보급하고자 시도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미 전국의 99% 이상에 광대역을 보급하도록 일조한 
영국의 인프라에 우리의 투자가 합쳐져 초고속 광대역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회사 Wi-Fi 네트워크는 영국 및 아일랜드 
최대 규모이며 1500만개 이상의 핫스폿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2년까지 실제로 영국의 모든 가정에 2Mbps 이상 속도를 내는 
광대역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도서 산간 벽지에서도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위한 기술
회사의 성장은 물론 고객과 공동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우리 기술이 사용되기 바랍니다.

    £1.5bn
파이버 기반 광대역의 투자
2012년까지 영국의 40% 이상 지역에 우리 회사 광대역 보급디지털 배제 해결

외부 관점
Helen Milner 
영국 온라인 센터 전무 이사

앞으로 3년 안에 영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게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지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영국의 인터넷 사용은 세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통신, 상거래, 오락의 수단이지요. 작년까지 영국 
가정의 70%에서 불과 12개월만에 11%의 인터넷 액세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인 5명 중 1명, 즉 9천 
4백만 명이 온라인에 접속해본 경험이 없으며 인터넷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인 광고의 13%가 
인터넷에 게시되고 인터넷 사용자는 할인 혜택을 통해 매년 
560파운드를 절약하며 주변 사람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영국 온라인 센터는 100만 명 이상에게 
인터넷을 보급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당당한 IT 사용자로 거듭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BT같은 
유명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해 디지털 소외 계층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IT 지식을 전수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www.helppassiton.co.uk 참조).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http://www.helppassiton.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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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위한 기술

필수 서비스 개선
이미 우리의 기술은 공공 부문 고객이 의료, 교육 등의 필수 
서비스를 손쉽게 보급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프로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BT에서 제공하는 영국 NHS(국민 건강 보험)의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는 병원, 의료 기관, GP를 연결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 
시스템을 실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렌트 밸리에 있는 의사와 
켄트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은 이제 광대역을 사용하여 즉시 
혈관조영상 이미지를 전송하고 런던에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 결과 환자는 런던까지 갈 필요 
없이 켄트에서 안전하게 혈관 형성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퍽 카운티 의회 및 중부 서퍽 지구 의회, CSD(Customer 
Service Direct)와 제휴했을 때는 향상된 IT 네트워크와 고객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CSD 관계자들은 사회 사업가 및 직업 치료사와 
연계하여 고객의 요구를 평가합니다. 대다수 주민이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의견을 전달하여 서비스를 받고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넘겨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술 
디지털 및 사회적 배제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곤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고령 실직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갈수록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직업, 교육, 훈련 및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국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약 220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Economic Case for Digital Inclusion – 2009년 10월). 

인터넷 정책 
BT의 전망 
Simon Milner  
BT 이사, 그룹 산업 정책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디지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전 세계 정부의 꿈을 지원합니다. 
영국이 IT를 활용하는 방식은 실제로 환경, 경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면서 대중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해결해야 합니다. 
P2P 기술을 통해 권한도 없이 저작권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가 그 예이며 새로 제정된 UK Digital Economy Act의 주요 
요소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일부 인터넷 사용자의 행동을 바로잡고, 
변화하는 기술 및 그 사용 방식으로 위협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라는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액세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주체는 고객 자신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액세스를 차단하고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법 
기관 등 공공 기관의 몫입니다.
 우리 회사의 개입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며, 독립 기관인 인터넷 감시 
재단에서 식별한 유해 이미지에 대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콘텐츠와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라는 요청도 있지만 체크포인트와 
차단 수단을 설치하면 고객이 원하는 빠르고 안정된 인터넷 
액세스 제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함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BT Family 
Protection 등 개인 정보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다른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도 가족이 액세스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조치에 대해 많은 고객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전한 보안 네트워크
모든 사용자가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정보가 무단 도용되거나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취약한 사용자가 부적절한 콘텐트에 
노출되는 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모든 
고객을 위한 광대역 패키지와 기업용 BT PC Security에서 절대 
다수 고객이 선호하는 완전 관리 보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국 어린이 인터넷 안전 위원회를 비롯한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www.dcsf.gov.uk/ukccis를 참조하십시오.

혁신을 주도하는 고속 광대역

최근 발간된 OECD 보고서에서는 과거 전기와 운송 
네트워크가 그러했듯이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는 경제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오픈 액세스 고속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 투자를 촉구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광대역 
네트워크는 자동 전력 그리드, 원격 진료, 자동 교통망, 
대화형 학습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방면에 걸친 신개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미래의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국가 차원의 광대역 네트워크가 
전기, 의료, 도로 교통 및 교육 부문에서 극적인 비용 
절감을 이루어 10년 이내에 투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www.oecd.org에서 Network Developments 
in Support of Innovation and User Needs 보고서를 읽어 
보십시오.

http://www.dcsf.gov.uk/ukccis
http://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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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국 Digital Inclusion Champion에서 
추진하는 Race Online 2012에 참여하여 400만 명에 이르는 
디지털 및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인터넷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2년까지 현재 디지털 사용에서 배제된 
10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BT Internet Rangers 웹 사이트 -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One Economy -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2년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Citizens Online에서 운영하는 EverybodyOnline 지원 – 영국 
전역의 소외 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Age UK를 지원하여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교육 자선 단체 Katha와 협력 - 인도의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IT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의 도움으로 2001년 이후 Katha를 통해 16,000명  
이상이 IT 인증서를 받았으며 그 중 54%는 청소년 및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IT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다양한 
고객층의 액세스 가능성을 통합하여 다양한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모든 고객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BT Home 
Hub(무선 인터넷 라우터)는 바로 그러한 신념의 표현입니다. 
 물론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에 실속 만점의 광대역, 전화, Vision TV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번들’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함께 MTR(이동 
전화 접속료 – 유선 전화에서 다른 네트워크나 이동 전화에 
연결할 때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낮추자는 
캠페인에 동참하여 전화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Ofcom의 MTR 인하 권고에 동의합니다. BT에서 경영하는  
PlusNet은 영국에서 저렴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위한 기술

BT 리더십 패널의 관점

머지 않아 탄소 집약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대신하는 인터넷 기반 인프라가 필요해질 것이며, BT에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연결이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자본의 기반이 되는 
실제 공동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상 인프라’는 유익한 것이지만 ‘가상 공동체’는 
때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BT와 같은 IT 리더들은 
기술 사용과 관련된 딜레마를 잘 인식하고 해결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에 대처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인터넷 평등 세상 건설의 
핵심입니다.

기술의 잠재력  
미래 시나리오

아침 7시 3분. 서서히 침실을 밝히는 조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면도를 하고 거울을 향해  
얼굴 사진 촬영 명령을 내린 후 지난 주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얼굴에 있는 점 하나가 커진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거울이 이미지를 분석하고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수천 장의 다른 
 사진과 비교합니다. 주치의에게 결과를  
전송합니다.

딸아이는 벌써 일어나 모바일 장치를 통해 Si 박사의 
최신 과학 수업을 듣는 중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생성된 교사는 유명 과학 강사의 교수법을 응용해 
맞춤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을 시작한 후로 
딸아이는 수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주치의 컴퓨터에서 이미지 분석을 
마치고 진료 예약을 제안합니다. 라이브 회의실에서 
아침 회의를 할 즈음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라이브 
회의란 베를린 사무실에 있는 동료와 미국에 있는 
새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GPS의 안내를 받으며 메디컬 
센터로 갑니다. 피부 아래를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얼굴을 다시 – 촬영하고 점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자동 로봇이 수술을 집도합니다. 이런 류의 간단한 
수술은 자동 로봇이 집도하고 의사는 좀 더 복잡한 
처치를 맡습니다. 로봇은 원격 조종되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문 의료진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처치가 끝나면 연로하신 아버지의 심장 
약이 거의 떨어졌다는 메시지가 모바일 장치에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약을 발송하도록 
클릭하려다가 다시 생각합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서 약을 
사 직접 갖다 드리는 옛날 방식을 택합니다. 

Ian Neild 
BT 기술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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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가장 위험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최선을 다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IT는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줄여나감으로써 많은 
분야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주며 실제의 
제품과 활동을 가상의 것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미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주요 시장에서는 탄소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탄소 효율성 등의 문제에 
따라 계약이 채결되는 경우가 늘면서 환경 성과가 조달 업무의 
공식 요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ICT 부문의 자체 탄소 발자국은 현재 지구 배출량의 약 2%
이며, GeSI SMART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부문의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더라도 이 수치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서비스를 새로 보급하여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내년까지 순 에너지 소모량 3%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의 CO2 절감 지원
올해 우리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가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갖는 의미를 고심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그 상업적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술
기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꽤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 
우리가 살아가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BT 리더십 패널의 관점

2009년은 실망스러운 기후 정상 회담이 열리고 기후 
과학이 역행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디어의 광란 이면에 
기초 과학은 단단한 바위로 남아 있고 사실상 2007년 
마지막 IPCC 보고서 이후 이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면에서 코펜하겐 회담이 열리기까지 신흥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못했고 글로벌 거래의 
통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주도로 BT와 같은 기업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저탄소 해결 방안이 IT 산업에서 나왔고 BT는 
중요한 R&D 조치를 통해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BT는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올바른 장려책과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 10년간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강화하여 고객이 
보다 지속 가능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원합니다. 현재 친환경 솔루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객은 
대기업과 공공 부문입니다. BT Global Services는 회의, 신속한 
업무, 자동 현장 서비스 관리를 통해 이러한 고객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친환경성 업무는 많은 고객이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에너지 사용과 운영비 감축 방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저렴한 에너지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며, 
기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가상 데이터 센터 서비스는 비용을 40%까지 
낮추고, 필요한 공간을 줄이며, 전력 사용과 CO2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인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 자체 및 고객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매년 최대 1.2톤의 CO2 배출량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장 업무 자동화 솔루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실시간 정보 및 동적 업무 일정 제공)은 
차량 이동 및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을 최대 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BT의 전 세계 CO2 상당(C02e)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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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BT의 전망 
Chris Tuppen 
BT 최고 지속 가능 경영 관리자

지난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2010년의 혹한, 
University of East Anglia의 전자 메일 유출, 히말라야 빙하 
해빙 속도에 대한 IPCC의 허위 기재, 코펜하겐 기후 정상 
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CO2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며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대기의 CO2 농도가 증가한다는 
기초적인 과학적 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전 세계 정치 권력은 이 가혹한 현실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코펜하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나라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하며, 
규제와 별도 예산 편성, 저탄소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IT 산업의 수익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스마트 미터링과 스마트 
그리드 실험에 착수하고, 전 범위에 걸친 스마트 기술이 
통합되는 스마트 커뮤니티의 통합적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실현하는 친환경성
당사 제품 팀의 도구와 훈련을 통해 저탄소 이념을 디자인과 
개발에도 통합하고자 노력 중이며 당사 통신 솔루션을 위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으로 탄생한 
당사 솔루션은 실제 제품, 서비스 및 네트워크가 하나로 만난 
결정체입니다. 규정 및 유지와 관련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국제 표준 개발의 일환으로 우리가 터득한 
지식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사 제품 팀은 또한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제품을 
납품받으며 산업 기관과 협력하여 전 세계 공급망에 통용될 
표준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전 버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12% 향상된 당사 전화기, Home Hub(무선 인터넷 라우터) 
및 BT Vision box를 비롯하여 우리 회사 소비재 범위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참조)

우리 제품 탄소 배출량 감소
탄소 집약적 산업에서 제외되기 위해 BT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기업 배출량 감소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1997년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탄소 집약도를 80%까지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탄소 집약도는 이산화탄소 상당 배출량을 
재무 성과와 연관시킵니다. 이 목표는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U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권고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회사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실,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전용 재생 전기를 구축하고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원격 업무 처리 방식을 채택하여 
이미 1997년부터 탄소 집약도를 54% 감축하였습니다.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 외에 영국의 최대 기업 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영국 전력 소비량의 최대 25%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대상지에서 지역 공항과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2010년 2월 5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계획 및 
풍력 발전 시설 예정지 주변의 공동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t.com/betterworld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엘 세군도에 있는 북아메리카 본사의 태양 발전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15-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탄소 배출량을 300톤 이상 줄였습니다. 
 우리 회사 모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전 직원의 20%가 기후 변화 대비 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이미  
7,000명이 넘게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Carbon Clubs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CO2 
감축에 동참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기술의 실천  
고객의 전망

법률 회사 Beachcroft LLP는 고효율 저비용을 통해 
탄력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수익이 증대되었습니다. 
Beachcroft는 한 장소에서 사무실 공간을 25% 줄였으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감축을 통해 총 5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재택 근무로 이동을 줄이자 직원들의 직장 
생활 균형이 바로잡혔습니다. 
 얼리 어답터 격인 Beachcroft 전략 프로젝트 관리자 
Christy Farrer는 이러한 시도가 가져올 이익을 확신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3일은 집에서 일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교통비도 절약되고 출퇴근 시간까지 아껴서 일할 수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술

   에너지 효율 12% 향상
BT Vision box 
이전 버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 향상

http://www.bt.com/bet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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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보고
우리 회사는 1992년 이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 왔으며 온실 
가스 프로토콜과 영국 정부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자발적 기업 보고 지침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이전의 안내서와 달리 탄소 배출량이 
0이거나 미미한 상태로 구입한 전기의 탄소 배출량을 ‘전력망 
평균’ 집약도 상태에서 보고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시책에 
따르면 BT와 같이 에너지 소모가 큰 기업에게는 재생 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퇴행적 조치라고 여겨지며, 특히 향후 10년 동안 재생 
전기의 양을 늘리기 위해 영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정부는 2010년 12월까지 이 권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당사의 에너지 구입, 탄소 보고 및 CO2 
목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우리 회사 탄소 계정은 저탄소 전기 구입과 
관련된 탄소 절감과 더불어 ‘전력망 평균’ 구입을 입증합니다. 
당사의 전체 탄소 계정은 www.bt.com/betterworld를 
참조하십시오.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술

기술의 잠재력  
미래 시나리오 

겨울의 어느 초저녁. 온종일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컴퓨터에 “집으로”라고 입력합니다. 그러자 함께 
카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지금 
출발한다는 연락이 집으로 보내지며 모든 호출은 
모바일 장치로 즉시 전송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면의 전원이 꺼집니다. 이제 
컴퓨터를 소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생 전원 
근처에 구축된 고효율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집약적 
컴퓨팅이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화면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 센터에서 즉시 서버 용량을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앞에서 LED 조명이 
서서히 켜졌다가 지나가면 꺼집니다. 빛의 후광 
속에서 걷는 것 같습니다. 출발 메시지를 받은 카풀 
동료들을 만나 전기 자동차에 탑승합니다. 멋지고 
편안한 차량이지만 개조된 소형차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모바일 장치는 계속 집과 
통신합니다. 집은 절연이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태양 전지로 덮여 있고, 벽은 날씨가 더울 때 
열을 흡수했다가 추울 때 발산합니다. 집은 날씨를 
인식하고 주인이 도착하는 시간, 그날 흡수한 
태양열의 양, 발전량, 전력망에 판매한 양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사용할 방을 파악하여 도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공급되는 인근 난방 시스템은 대형 지열 난방 
펌프로 가동됩니다. 
 동료들을 내려주고 집에 도착해 자동차 플러그를 
꽂아 충전합니다. 저녁 식사 후 연로해지셨지만 
따로 사시는 부모님과 매주 한 번 갖는 화상 통화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건 및 사회 복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센서가 사람들의 활동과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원격 진단을 통해 정기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예전보다 일찍 
발견됩니다. 
 잠자리에 들면 집안 조명과 난방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Chris Tuppen
BT 최고 지속 가능 경영 관리자

저탄소 경제 
외부 관점 
Steve Howard  
Climate Group의 CEO

2008년 Climate Group과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는 
SMART 2020: Enabling the Low Carbon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ICT의 적극적인 배포를 통해 다른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202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CT 산업은 어떻게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이 직접 탄소 발자국을 확인하고 네트워킹이나 통신 
기술을 동원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자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와 기업의 
돈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온갖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0%씩 타 ICT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속도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화상 또는 원격 회의와 같은 서비스 제공 
외에도 ICT 산업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요구에 부응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머신 투 머신 통신과 스마트 그리드 통신을 허용하는 
표준에 동의하고,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새로운 ICT 서비스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품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업계 내부, 업계 간, 
부문 간의 유례 없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ICT 산업, 소비자, 기업, 환경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입니다. 혁신을 선택하는 기업이야 말로 
향후 10년 이상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http://www.bt.com/bet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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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재능 
외부 관점
Tony Manwaring  
Tomorrow’s Company 최고 경영자

가치에 대한 인식과 가치 창출 방식이 극적으로 
달라지면서 ‘재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필요만큼이나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기회를 고려하여 전략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3중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행동 방향은 물론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이념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미래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새로운 활동도 실패로 돌아가고, 현실화 
방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는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없습니다.
 BT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IT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사고를 전환하는 혁신적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국가가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데 기여할 책임과 
기회를 지닌 대표적 영국 브랜드인 동시에, 문화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세계적 기업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및 그들이 가진 재능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근거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장애인, 간병인 
등의 그룹은 물론 전 직원을 위해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기회를 확장하여 BT의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봉사와 고용을 위한 BT의 노력은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만 된다면 이러한 노력은 BT의 
최대 자산이 되어 하나로 이어진 세계에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음 위치에서 Tomorrow’s Global Talent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www.forceforgood.com

집중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만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 분야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처하며 기후 변화, 사회 통합 
등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식견을 
넓히며,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회사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상을 품도록 훈련과 봉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가치를 
더하는 다양한 관점과 더불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달성한 효율성 향상으로 약 2만 명 가량의 전체 노동력
(직원, 파견 직원, 계약자)을 줄였습니다. BT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재교육하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재교육과 
지원을 통해 5천 명 가량이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술
지속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기술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지속 경영이 BT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직원들이 이해하고 차별화를 위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직원들이 개발 및 업무 결정 과정에서 지속 
경영 실현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간 직원 워크샵과 토론을 통해 경제, 환경, 
사회적 웰빙의 세 가지 핵심을 이해하는지 테스트하고 외부 
리더십 패널을 초빙하여 당면 과제에 대한 통찰과 다른 주도적 
조직에서 시행한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의 태도를 이해하고 직원들이 몸에 
익혀야 하는 행동 방식을 인지하며 훈련과 개발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년에는 비즈니스 스쿨, 컨설팅 그룹 및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고객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제품 및 
마케팅 팀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기준을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고, 고객과 수익을 변화시켜 의욕을 고취한 
제품을 강조하기 위해 툴킷을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는 마케팅 
팀에서 우리 솔루션이 어떻게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에 대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BT의 지속경영을 위한 기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 저탄소 
경제가 구현된 세상, 기술력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신기술 개발에 일조하고 모든 BT 가족이 
지속 성장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http://www.forcefor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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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들은 탄력적 근무 형태가 여러 모로 이익이라는 점에 
수긍합니다. BT에서 22년, 슈루즈버리 콜센터에서 16년을 근무한 
후 요금 및 문의 사항 상담원 Sandra Hannan은 재택 근무의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Sandra는 말합니다. “분할 근무를 
해보니 낮에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시간이 생기네요. 
저녁엔 동료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죠. 6개월이 지났는데 
딱히 더 건강하거나 즐거워진 건 아니지만 고객들과는 훨씬 더 
밀착된 느낌이 드는군요. BT에서 상담원의 재택 근무를 도입한 건 
참 잘한 일 같아요. 앞으로 보급될 근무 형태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수리 상담원 Steve Lewis는 매번 40분에 이르는 출퇴근 
시간에 지친데다 어린 자녀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Steve는 같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오전과 초저녁, 두 번에 걸쳐 업무 시간을 분할하여 근무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당에 작업실을 꾸며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재택 근무를 시작한 뒤로 능률이 많이 
올라요.”
 요금 및 문의 사항 상담원 Mandy Simpson에게 재택 근무는 
출산 휴가를 끝낸 딸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낮에 손녀를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BT에서 한 일 중 최고는 
재택근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통해 고객 또한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의 능력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친환경성을 
통합하여,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하도록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정확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전수했으며 관리자 및 팀에게 우리 경영 원칙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 향상 훈련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ight First Tim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네트워크에 투자한 
결과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고장 수리를 위해 기술자가 
방문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자들에게 광섬유 
초고속 광대역 보급에 필요한 기술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회사 수준과 관계없이 기술은 중요합니다. 올해에 5천 명 
이상의 직원이 정규 교육을 이수하거나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견습생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은 혁신의 시대에 
성공으로 향하는 필수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 BT에서 일하는 
견습생이 713명이며 2011년에는 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업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업주들과 함께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의 이념 아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약 3천 명의 젊은이들이 BT에서 한 차원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직업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의 영향
신속한 업무 솔루션으로 인해 당사의 직원들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동 중에 같은 정보,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합니다. 직원 중 9,600명 이상은 통근하지 않고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절약하며 정기적으로 집에서 근무합니다.
 탄력적 근무로 인해 직원들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고 
출퇴근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역할에 맞는 적절한 동기부여와 집중력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BT는 광범위한 
능력과 필요한 생활 기술을 갖춘 다양한 인력 풀을 양성 및 
보유합니다. 여기에는 탄력적 근무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숙련된 
직원들은 물론, 직장 생활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장애인, 간병인, 
노약자 등이 포함됩니다. 

BT 리더십 패널의 관점

지속 가능한 사회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새로운 능력을 
결합하여 내외의 투자자를 독려하는 지속가능성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T가 능력 개발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성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모든 신제품이 사회, 환경, 재정적 기여도를 평가한 후 
런칭되고, 지속 경영을 실현하고자 직원들이 자원 봉사 
등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여 기 위해 직원들이 시간을 
투자하여 자칫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자원 봉사 
등의 활동에 직원들이 시간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를 향한 첫 발입니다. BT가 
앞장 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BT의 전반적 
지속경영 성과에 대해 자원 봉사 등 기타 활동이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하려면 강력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BT의 지속경영을 위한 기술

   5,000
훈련 
BT의 정규 교육 이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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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 지속경영을 위한 기술

현명한 시간 활용
우리 직원들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회사는 장기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이 1년에 최대 3일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2010년에는 BT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28,000일 넘게 봉사 활동을 했으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940만 파운드입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UK Online의 파일럿으로 참여해 
디지털 배제를 해소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BT의 친환경성과 사업 
목표를 확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London 2012 
Volunteering Week에 참여하여 직원들이 런던 2012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경기 준비를 돕고 영국의 성금 모금 방송과 재해 
동참 운동에 동참하는 등 대규모 자원 봉사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선택한 자선 단체를 통해 자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봉사는 우리 회사 직원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회사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주요 자선 제휴 기관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봉사 파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선 단체에도 많은 혜택을 주지만 BT 직원들의 기술 
개발, 동기 부여, 자기 확신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많은 직원들은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BT
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위 10
Diversity
지난 3년 동안 5개의 다양한 주요 벤치마크 중 4개 분야에서 계속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9.4m
자원 봉사 
올해의 예상 봉사 활동 일 수는 28,000일에 달합니다.

미래 기술 
BT의 전망
Caroline Waters  
BT 이사, 인사 및 정책

기후 변화, 사회 통합 등의 과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 혁신 요구와 더불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전과 다른 사업 방식을 모색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친환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혁신적 제품 및 
솔루션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에는 근무 방식, 성과 관리 시스템, 직원 능력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접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경영 및 사회적 요구에 알맞은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우리는 미개척 분야의 신기술을 탐험하여 새로운 
경영 환경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BT는 간병인과 
같은 기존의 노동 시장에서 동떨어진 인력을 포함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손을 뻗어 필요한 기술과 당사의 탄력적 
근무 옵션을 설명하며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업, 교육 시스템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미래 인력인 학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Work Inspiration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업주 및 Business in the Community와의 
협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 및 새로운 사업 가능성에 대해 
젊은이들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보여 주는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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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당사의 노력을 보여 주는 스냅샷입니다. 전체 온라인 
보고서를 보려면 www.bt.com/betterworld를 참조하십시오.

  우리의 가치 
10년 넘게 당사의 경영 원칙인 The Way We Work은 고객, 직원, 
주주, 제휴업체, 공급업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노력을 정의합니다. 총무부장의 주재로 윤리 위원회가 격월로 
모입니다. 올해에 윤리적 핵심 성과 지표를 확대하여 뇌물 수수, 
부정 행위, 접대 문화 등의 문제를 대하는 회사 정책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에 윤리 교육과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2010년에는 고객 서비스를 측정하는 내부 점수가 10.5% 
향상되었습니다. 2008년의 9%, 2009년의 17% 향상률과 비교할 
때 전년의 점수는 누적 점수이므로 금년의 결과는 실제 발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회사 웹 사이트에 전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직원 또는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모든 관리자와 
직원들은 당사의 데이터 보호 교육 과정을 3년에 한 번씩 
이수합니다. 2010년에도 계속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다 함께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포괄적 서비스
BT는 1984년부터 노약자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용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일례로 대형 출력, 점자, 오디오 또는 
영국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통합 웹 사이트는 
‘접근성 인증 마크’를 받은 최초의 FTSE 100 기업입니다.

  시민 안녕의 지킴이
우리는 영국의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극심한 폭풍으로 북서부 잉글랜드 
지역의 전화, 광대역, 방송 및 기타 통신 링크가 심하게 손상되고 
약 40,000명의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12시간 안에 대다수 고객의 
전화 서비스가 복원되고 36시간 안에 광대역 회선도 대부분 
정상화되었습니다.

  다양성
3년 동안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 부문에서 상위 
10%를 고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연금
2008년 12월 31일에 열린 BT 연금 제도 3년제 자금 평가 및 관련 
복구 계획이 Trustee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치밀한 자금 평가 
결과 적자액이 90억 파운드입니다. BT와 Trustee는 처음 3년 동안 
5억2500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17년 복구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2013 회계 연도의 지불액은 5억8300만 파운드이며 매년 3%씩 
증가합니다.

  보건 및 안전
전년도의 0.160, 목표치인 0.157 대비 근무 시간 100,000시간 
당 LTI(산업 재해 건 수)는 0.209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LTI는 
주로 영국의 추운 겨울 동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증가했습니다. 곧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비교적 사소한 
부상이라서 관련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심각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상은 감소했습니다. SAR(병결 비율)은 전년도의 
2.17%, 목표치인 1.9% 대비 2.46%의 날짜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SAR 및 관련 비용은 감기와 독감,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사회 투자
그룹의 세전 수익금의 최소 1%를 투자한다는 목표에 따라 금년에 
공동체 프로그램에 2640만 파운드 상당의 돈과 시간, 현물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에는 친환경성과 기후 변화를 위한 지원 
및 공공 부문 자원 봉사 활동이라는 두 가지 투자 범주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범주가 올해 투자액의 9.5%에 달합니다.

  자선 지원
올해에 BT에서 지원한 성금 모금 방송과 재해 동참 운동으로 
자선 제휴 기관인 Children in Need, DEC(Disaster Emergency 
Committee)의 아시아와 아이티 대상 활동, Sports Relief의 자선 
수익금이 1억5000만 파운드 증가했습니다. 당사의 자동 전화 
기부 시스템을 통해 모금한 350만 파운드 외에도 전자 기부 
플랫폼에서 DEC 아이티 지진 모금 운동에 대해 370,000명 
이상의 기부를 접수하고 2100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자선 기관을 선택하여 250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회사에서도 추가로 100만 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공동체와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튼튼한 기초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직원, 고객, 우리가 속한 공동체 등을 
지원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일

http://www.bt.com/bet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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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유산
Connected Earth 웹 사이트(www.connected-earth.com) 및 
제휴를 맺은 영국 내 박물관에서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역사적 
통신 유물, 문서, 이미지, 필름 등을 보존합니다. 2010년에 무료 
공교육 표준 교수 자료 다운로드가 77,000건에 달했습니다. BT 
Archives에서는 1830년대 전기 전보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및 그 전신의 역사적 정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표준
당사는 공급업체에 대한 상세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보유하고 
질의 및 사이트 평가를 통해 응대를 모니터링합니다. 2010년에는 
180개의 공급업체가 당사의 자체 평가 질의를 완수했으며 
당사에서는 32개 사이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270개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며 환경 표준 및 261개의 노동 표준을 
제공합니다.

  자체 탄소 감축
이제까지 우리는 무탄소 및 저탄소 전기 구입을 비롯하여 전 
세계 회사의 탄소 집약도를 1997년 기준 54%까지 줄여왔습니다. 
영국에서 당사의 절대 CO2 배출량은 작년에 7%, 1997 기준 년도 
대비 59% 낮아졌습니다. 

  에너지 사용 감소
2011년 3월까지 75,000톤의 CO2를 줄이려는 목표가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교환을 통해 남아 도는 장비를 없애려는 그룹 전체의 
노력으로 난방 시스템을 효율을 높이고 사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폐쇄 서버를 유료화여 CO2를 41,800톤까지 줄였습니다. 

  교통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장애 발생률을 
낮추어 기사의 방문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 회사의 전 차량 마일리지가 15% 줄었으며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이 12%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기동력 낭비를 줄이고 
가벼운 장비 사용 등으로 우리 회사 차량의 로드 팩터를 줄여 
연료 효율을 지향하는 기술과 향상된 근무 일정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여행
지난해 회사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직원들이 
오디오/비디오/웹 회의 공동 작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사 
차량을 3300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하지 않고 6,700톤의 CO2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 관리
당사의 환경 관리 시스템은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에서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BT 
스페인은 EMAS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올해에 우리 회사는 매립 폐기물을 2009년 대비 15% 
줄였으며 목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44%의 폐기물을 
재활용했습니다. 2010년, 영국 네트워크에서 여분의 동 케이블 
8,444km(76,000톤)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의 해 2012년

런던 2012 올림픽 경기와 장애인 올림픽 경기의 공식 통신 
서비스 제휴업체로서 BT는 성공적인 경기 개최를 위해, 
영국을 위해, 참가자들과 관중, 런던 2012 개최지 주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런던 2012 기술 제휴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이미지, 모든 중계, 모든 스포츠 보고, 런던 2012 경기 웹 
사이트의 모든 방문, 수백만 건의 통화, 전자 메일, 문자 
메시지를 충실히 실어 나르겠습니다. 우리는 런던 2012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 현장 94곳 각각으로 빠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BT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급하고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 2012 6개 친환경성 제휴업체 중 하나로서 우리는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최선을 
다해 역사에 길이 남을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림픽 후에도 가정과 회사에서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파이버 네트워크로 올림픽을 위한 최초의 통합 
네트워크 솔루션을 구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통신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탄소 발자국 측정 방법을 사용해 당사 
서비스의 영향을 측정하고 있으며, 미래의 올림픽을 위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낸 자료들을 
보관할 것입니다. 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개최되는 
동안 BT 직원들은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것이며 이미 
1000명 이상이 올림픽 공원 주변의 운하와 통행로 개선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올림픽 경기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 준비 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서명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지원으로 
올림픽 공원 밖에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Legacy Centre가 
세워졌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BT 장애인 월드컵 후원 4년 중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The Lord’s Taverners와 협력하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젊은이들을 위해 국내에 12개의 감각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일

http://www.connected-ear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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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기회 관리
CR 위험 등록기에서 BT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위험을 수량화합니다. 결과는 매년 두 번씩 
업데이트되며 매년 외부 리더십 패널과 당사 이사회의 검토를 
거칩니다. 현재의 핵심 CR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BT 내부 신뢰감을 훼손할 수 있는 청렴성 위반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직원 관계 및 고객 서비스에 미치는 다양성의 영향

  직원 및 BT 운영에 공개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

  고객 개인 데이터 공개 사고로 인한 신뢰도 하락

 열악한 공급망 근무 조건

기회 지도를 사용하여 기존 및 잠재적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그들의 시장 매력도를 보여 줍니다. 차트에는 잠재적 솔루션, 
잠재 수익성 및 탄소 감소 잠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에 
고려된 기회 중 일부는 컴퓨팅, 회의 및 현장 업무 자동화입니다.
 비물질화는 원격 회의가 여행을 대신하는 것처럼 실제 
제품을 대신하는 가상 제품입니다.

당사의 노력을 감독하고 진행을 독려하는 4개의 지속가능  
비즈니스 리더십 팀이 있습니다. 당사의 회장 Sir Michael Rake가 
주관하는 Group Committee for Responsible and Sustainable Business
도 그 중 하나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더십 패널이 
회사의 노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충고와 피드백을 아끼지 
않습니다. 

5, 6, 10, 15페이지에 패널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지원하여 지속 
경영 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합니다(9~11페이지 참조).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핵심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16 및 17페이지 참조). 

보고
구체성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크고 중요한 CR 문제를 파악합니다. 이 조사와 온라인에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보고합니다. 차트에는 문제가 있는 지점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비교적 시급하지 않은 다른 문제 
및 구체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온라인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www.bt.com/betterworld를 참조하십시오.

청렴도

다양성

윤리적 공급 고리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데이터 보호

건강 및 안전

가
능
성

영향

낮음 높음

낮
음

높
음

주요 CR 위험 

우리는 기업 경영 방식에 지속경영을 구현하며 성과를 측정하여 진행 과정을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가능성 실현

저탄소 경제 기회 지도

탄소 감소 잠재성

기
회

 비
용

낮음 높음

적
음

많
음

비물질화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중요한 문제 확인

BT에 대한 중요도

BT
 주
주

 및
 사
회
에

 대
한

 중
요
도

이 조사와 온라인에 보고됨
기후 변화
폐기물 관리
비즈니스 윤리

온라인 보고서에 있음
제품 재활용 및 재사용
노년층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무선 기기 건강 문제

보고되지 않았으나 관리되고 있음
거리 시설물의 그래피티
용지 사용

낮음 높음

낮
음

높
음

http://www.bt.com/bet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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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지속 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리더십 패널이 매년 4회씩 회동합니다. 패널의 
조언과 지침을 통해 BT는 지속 경영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지속 성장성 리뷰에서는 아래와 5, 6, 10페이지에 패널의 논평이 실려 
있습니다.

Jonathon Porritt  
패널 의장, 미래를 위한 포럼 공동 
설립자 겸 프로그램 이사, 영국 
친환경 개발 전문가

Mark Goyder 
Tomorrow’s Company 창립 이사, 
기업 경영 전문가

Elisabeth Laville 
파리 주재 친환경 상담소 Utopies 
창립 이사

Jørgen Randers 
Norwegian School of Management 
기후 전략 교수 

Nick Robins 
런던 HSBC 기후 변화 특별  
센터 대표

전문가 의견

어느 회사든지 지속 경영 및 기업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테스트하는 최상의 지표는 회사가 잘 될 때는 물론 어려울 때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앞날이 걸려 있는 막대한 R&D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BT 입장에서도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도 기업의 지속경영을 향한 BT의 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나 BT는 정상에 선 지 8년 만에 다우 존스 친환경 
지수에서 밀려났습니다. 또한 BT의 ‘기업 목표’에 강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연간 보고서에 언급된 5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에는 지속 경영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성공은 반드시 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리더십은 회사 전체에서 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리더십 패널은 BT가 핵심 성과 지표를 이행하는 성과를 
살피기 위한 장치가 아니며(16, 17페이지 참조) 꾸준히 나아가는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이 진보를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BT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이 KPI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BT에 
권고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눈 활발한 토론 중에는 BT의 탄소 관리 
전략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생 에너지에 미리 투자한 BT와 
같은 기업에 영국 정부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는 했지만 BT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BT의 기여가 막연하고 
서비스 기반이라는 점도 일부 이유로 작용하여 BT는 다소 늦게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저탄소 생활은 
스마트 미터,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통합 네트워크 및 
인프라와 같은 혁신과 신기술의 물결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전혀 다른 세상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ICT 산업은 CO2 배출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웹 사용 
기술의 한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점은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자칫 ‘청정 에너지 
및 친환경 부문’으로 널리 인식된 ICT 부문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임까지 이 문제에 대해 BT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쉬운 도전은 없습니다. 모든 회사는 나름의 승부수를 띄워 
도전에 맞서야 하며 이 분야에서 BT가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LRQA 인증 보고서

LRQA(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에서 이 
조사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AA1000 인증 표준에 
부합함을 인증합니다(2008). 온라인 보고서에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LRQA의 결론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BT는 AA1000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신뢰 원칙을 
준수합니다.

  명시된 친환경 성과 정보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BT의 자체 GRI G3 A+ 적용 수준 선언이 명백하게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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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비재정적 지표 비재정적 지표 재정적 지표

2010년 목표 2010년 실적 2009년 실적 2008년 실적 2011년 목표 2010 2009 2008

고
객 고객 서비스

BT 전체 고객 대상의 성공 척도
 

회사 득점표와 함께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RTF 
(Right First Time)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12페이지 참조).

10.5%
2009년부터 RFT 
서비스로 향상

17%
2008년부터 RFT 
서비스로 향상

9%
2007년부터 RFT 
서비스로 향상

RFT(Right First Time) 프로젝트는 
여전히 BT의 우선순위이며 2011
년에는 더 큰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총 조정 매출 £20,911m £21,431m £20,704m

고
객

소비자 가구 당  
평균 수익(영국) £309 £287 £274

직
원 직원 몰입도 지수

연간 직원 태도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BT와 직원 관계의  
성공 척도(5개 수준 중 하나)

2009년 수준 직원 몰입도 유지  
또는 향상 3.58 3.61 3.60 2010년 수준 직원 몰입도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비용 £5,004m £5,616m £5,358m

직
원

직원 수 
(종일제, 시간제, 분담 근무) 97,798 107,021 111,858

다양성
BT 인력의 다양성 척도 

BT는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4개의 영국 벤치마크와 
Schneider-Ross 글로벌 다양성 
벤치마크를 포함합니다(2008년부터).

BT는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BT는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BT는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BT는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 벤치마크 중 4개는 
영국 벤치마크이고 마지막 한 개는 
글로벌 다양성 벤치마크입니다.

적절한 재무 지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H&S: 산업 재해 건 수 
산업 재해 건 수는 12개월 평균 
100,000 근무 시간 당 비율로 
나타냅니다.

0.157건으로 감소 0.209 
건

0.160
건

0.188
건

0.180건으로 감소 근무 외 시간의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 £5.6m £7m 2009년에 새로 측정

H&S: 병결 비율
병결로 인한 날짜 손실 비율을  
12개월 평균으로 나타낸 값

병으로 인한 날짜 손실 1.9% 감소 2.46% 2.17% 2.43% 병으로 인한 날짜 손실 2.21% 감소 BT 질병 대처 비용 £95.4m £85.2m £89.8m

공
급
업
체 공급업체 관계

연간 공급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BT와 공급업체 관계의 전체적인  
성공 척도

질문마다 8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86% 85% 78% 질문마다 8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외부 공급 기지에 대한 총 지출1 £12.0bn £13.0bn £12.8bn

공
급
업
체

윤리 교육 
BT 공급망 인권 표준 적용 척도 

당사의 윤리 표준 질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중간으로 나온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180
100% 달성의 
위험 평가

78 
100% 달성의  
위험 평가

234 
100% 달성의  
위험 평가

당사의 윤리 표준 질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중간으로 나온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조달 계약의 가치2 86% 
공급업체 지출의

83% 
공급업체 지출의

66% 
공급업체 지출의

사
회

 발
전 공동체 효율 척도

당사 공동체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96% 91% 79%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사업 투자
(시간, 현금 및 현물 지원)

£26.4m £25m £22.3m

사
회

 발
전

사회 투자 기초 세전 수익의 최소 1%  
투자 유지 1.05% 1.01% 1.02% 기초 세전 수익의 최소 1% 투자 유지

환
경 CO2 상당(CO2e) 배출량3

BT의 기후 변화 영향 척도
2020년 12월까지 BT Group은  
CO2 배출 집약도를 1997년 기준 
80%로 줄일 예정입니다.  
2008년 설정 목표입니다.

C02e 801,000톤
51% 감소,
54% 집약도 감소

CO2e 860,000톤 
47% 감소 
46% 집약도 감소

CO2e 888,000톤 
45% 감소 
54% 집약도 감소

2020년 12월까지 BT Group은  
CO2 배출 집약도를 1997년 기준 
80%로 줄일 예정입니다.  
2008년 설정 목표입니다.

총 에너지 비용 
(전기 + 차량 연료 + 가스 + 석유 + 
예비 발전기용 디젤 등. 영국 및 
아일랜드만 해당)

£285m £247m4 £194m

환
경

매립 폐기물 및 재활용
BT의 자원 활용 척도 

BT Group은 2009년 기준 8%로  
매립 폐기물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15% 
2009년부터 
매립 쓰레기 
감소

17% 
2008년부터 매립 
폐기물 감소 
(영국만 해당)

22% 
2007년부터 매립 
폐기물 감소 
(영국만 해당)

BT Group은 2010년 기준 10%로  
매립 폐기물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재활용으로 인한 수입

매립 세금 절약

폐기물 비용

£6.65m

£0.96m

£(6.0m)

£7.42m

£1.15m

£(7.90m)

£6.7m

£0.89m

£(7.27m)

순 폐기물 절약s/ (비용) £1.61m £0.67m £0.32m

성
실
성 윤리적 성과 척도

BT 직원 인식 및 훈련의 성공  
지수(5개 중 한 개)

이 지수를 확대하여 새로운 반 부패  
및 뇌물 수수, 선물, 접대 정책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4.10 
(새로 측정)

77% 83% 2010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향상 수입 보조5 
(고객이 친환경성의 한  
부분으로 참여)

£2.1bn £1.5bn5 £2.6bn5

성
실
성

당사 경영 원칙의 이전 척도(직원 인식)

핵심 CR 지표 

1 상호 연락, 수수료, 공공 시설, 세금 포함
2 BT가 사회적/환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물품이 제작, 배송, 사용 및 폐기된다고 보장하는 데 공급업체가 동의(공급업체 조사 응답에서 추정)
3 당사의 탄소 배출량은 정부 고시 배출 계수의 변동과 사소한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기술되었습니다.

올해의 성과

비재정적 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합니다. 이 표에는 
Connected Reporting Framework의 원칙과 함께 환경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BT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정보는 당사 연간 보고서 
및 양식 20-F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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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비재정적 지표 비재정적 지표 재정적 지표

2010년 목표 2010년 실적 2009년 실적 2008년 실적 2011년 목표 2010 2009 2008

고
객 고객 서비스

BT 전체 고객 대상의 성공 척도
 

회사 득점표와 함께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RTF 
(Right First Time)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12페이지 참조).

10.5%
2009년부터 RFT 
서비스로 향상

17%
2008년부터 RFT 
서비스로 향상

9%
2007년부터 RFT 
서비스로 향상

RFT(Right First Time) 프로젝트는 
여전히 BT의 우선순위이며 2011
년에는 더 큰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총 조정 매출 £20,911m £21,431m £20,704m

고
객

소비자 가구 당  
평균 수익(영국) £309 £287 £274

직
원 직원 몰입도 지수

연간 직원 태도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BT와 직원 관계의  
성공 척도(5개 수준 중 하나)

2009년 수준 직원 몰입도 유지  
또는 향상 3.58 3.61 3.60 2010년 수준 직원 몰입도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비용 £5,004m £5,616m £5,358m

직
원

직원 수 
(종일제, 시간제, 분담 근무) 97,798 107,021 111,858

다양성
BT 인력의 다양성 척도 

BT는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4개의 영국 벤치마크와 
Schneider-Ross 글로벌 다양성 
벤치마크를 포함합니다(2008년부터).

BT는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BT는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BT는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BT는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 벤치마크 중 4개는 
영국 벤치마크이고 마지막 한 개는 
글로벌 다양성 벤치마크입니다.

적절한 재무 지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H&S: 산업 재해 건 수 
산업 재해 건 수는 12개월 평균 
100,000 근무 시간 당 비율로 
나타냅니다.

0.157건으로 감소 0.209 
건

0.160
건

0.188
건

0.180건으로 감소 근무 외 시간의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 £5.6m £7m 2009년에 새로 측정

H&S: 병결 비율
병결로 인한 날짜 손실 비율을  
12개월 평균으로 나타낸 값

병으로 인한 날짜 손실 1.9% 감소 2.46% 2.17% 2.43% 병으로 인한 날짜 손실 2.21% 감소 BT 질병 대처 비용 £95.4m £85.2m £89.8m

공
급
업
체 공급업체 관계

연간 공급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BT와 공급업체 관계의 전체적인  
성공 척도

질문마다 8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86% 85% 78% 질문마다 8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외부 공급 기지에 대한 총 지출1 £12.0bn £13.0bn £12.8bn

공
급
업
체

윤리 교육 
BT 공급망 인권 표준 적용 척도 

당사의 윤리 표준 질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중간으로 나온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180
100% 달성의 
위험 평가

78 
100% 달성의  
위험 평가

234 
100% 달성의  
위험 평가

당사의 윤리 표준 질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중간으로 나온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조달 계약의 가치2 86% 
공급업체 지출의

83% 
공급업체 지출의

66% 
공급업체 지출의

사
회

 발
전 공동체 효율 척도

당사 공동체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96% 91% 79%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사업 투자
(시간, 현금 및 현물 지원)

£26.4m £25m £22.3m

사
회

 발
전

사회 투자 기초 세전 수익의 최소 1%  
투자 유지 1.05% 1.01% 1.02% 기초 세전 수익의 최소 1% 투자 유지

환
경 CO2 상당(CO2e) 배출량3

BT의 기후 변화 영향 척도
2020년 12월까지 BT Group은  
CO2 배출 집약도를 1997년 기준 
80%로 줄일 예정입니다.  
2008년 설정 목표입니다.

C02e 801,000톤
51% 감소,
54% 집약도 감소

CO2e 860,000톤 
47% 감소 
46% 집약도 감소

CO2e 888,000톤 
45% 감소 
54% 집약도 감소

2020년 12월까지 BT Group은  
CO2 배출 집약도를 1997년 기준 
80%로 줄일 예정입니다.  
2008년 설정 목표입니다.

총 에너지 비용 
(전기 + 차량 연료 + 가스 + 석유 + 
예비 발전기용 디젤 등. 영국 및 
아일랜드만 해당)

£285m £247m4 £194m

환
경

매립 폐기물 및 재활용
BT의 자원 활용 척도 

BT Group은 2009년 기준 8%로  
매립 폐기물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15% 
2009년부터 
매립 쓰레기 
감소

17% 
2008년부터 매립 
폐기물 감소 
(영국만 해당)

22% 
2007년부터 매립 
폐기물 감소 
(영국만 해당)

BT Group은 2010년 기준 10%로  
매립 폐기물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재활용으로 인한 수입

매립 세금 절약

폐기물 비용

£6.65m

£0.96m

£(6.0m)

£7.42m

£1.15m

£(7.90m)

£6.7m

£0.89m

£(7.27m)

순 폐기물 절약s/ (비용) £1.61m £0.67m £0.32m

성
실
성 윤리적 성과 척도

BT 직원 인식 및 훈련의 성공  
지수(5개 중 한 개)

이 지수를 확대하여 새로운 반 부패  
및 뇌물 수수, 선물, 접대 정책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4.10 
(새로 측정)

77% 83% 2010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향상 수입 보조5 
(고객이 친환경성의 한  
부분으로 참여)

£2.1bn £1.5bn5 £2.6bn5

성
실
성

당사 경영 원칙의 이전 척도(직원 인식)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모든 
목표의 종료일은 2011년 3월 
31일입니다. 

  달성된 2009년 목표  

  달성되지 못한 2009년 목표

  진행 중인 목표

기호 설명

4 여기에 기재된 당사 에너지 비용은 2009년 연료비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5 한 해 동안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그에 따라 해당 수치를 다시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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