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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국이 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영국의 고객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을 위해 관리 네트워크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시장에서 경쟁할 뿐 아니라 다양한 Wholesale(기간사업자 대상), 액세스 제품 및 서비스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목차
1 회장 및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
2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4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8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12  책임감 있는 기업
16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
18 외부 전문가 의견 
19 위험, 중요성 및 지표 
20 올해 업무 평가

BT Global Services는 
관리 네트워크 IT 서비스 
회사로,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조직

고객 관리

네트워크 IT 서비스
이더넷
고정 통화 및 회선
음성 및 비디오 회의
와이파이 및 이동성
전문 서비스
Wholesale 네트워크 용량

BT Innovate & Design에서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프로세스,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BT Operate에서는 BT의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  
플랫폼을 관리합니다.

BT Retail에서는 고객 시장에 
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IT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국 소비자
영국 중소기업
아일랜드 공화국 기업, 정부 및 
통신 사업자

콜 센터
온라인
고객 관리
지역별 BT 사업장

고정 회선 및 통화
광대역
TV 서비스
와이파이 및 이동성
IT 서비스
음성 및 비디오 회의

BT Wholesale에서는 영국에 
있는 1,000개 이상의 통신 
사업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국 통신 사업자
이동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방송국

온라인
고객 관리

Wholesale 네트워크 용량
Wholesale 브로드밴드
전용 회선
이더넷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배포 서비스

Openreach에서는 영국 액세스 
네트워크의 ‘last mile’과 
초고속 광대역의 롤아웃을 
담당합니다.

영국 통신 사업자

온라인
고객 관리

Wholesale 고정 회선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
이더넷
물리적 인프라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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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

BT는 회사의 전략적 취지나 사회적, 환경적 업적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업계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BT는 회사의 기술력이나 직원 
개개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직결된 노력의 예를 담고 있습니다. 

BT 풍력발전단지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후 변화 조달 표준은 영국에서 해당 분야 최초의 표준으로서, 
공급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주요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의 통신 서비스 
공급자 겸 지속 가능성 파트너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올림픽 경기를 위한 통신 솔루션 디자인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 올림픽 최초로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두 가지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또한 올림픽 경기의 여세를 몰아 BT의 ‘Get Set’ 런던 
2012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의 통신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BT의 사회 및 환경 실적에 대한 제10회 연차 
보고서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53%까지 
줄이고, 영국에 개설된 회선의 99%에 구리 광대역을 적용했으며, 
공동체 및 환경 활동에 2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공급망 
표준을 개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쁘게도 우리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골드 등급, Community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의 비즈니스 부문에서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FTSE4Good ESG Ratings에서 해당 분야 
리더, Carbon Disclosure Project’s Leadership Index에서 공동 1위로 
선정되었으며 World Communications Awards Green Award와 CSR 
Procurement Leaders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BT 사원의 기술, 아이디어, 
열정을 가지고 통찰력과 전문성에 의지하여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채택한 접근법에는 세 가지 핵심적이고 광범위한 테마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국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BT의 투자로 비즈니스 경쟁력, 디지털 참여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2011년 봄까지 중앙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골과 산간 벽지를 포함하여 영국의 5백만 개소 회선 
개통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100,000명이 넘는 영국의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온라인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Get IT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일례로, 콜롬비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초로 오지의 학교 및 마을과 협력하여 위성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자선 단체의 필수적 역할을 
인식하고 이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는 영국 자선 
단체가 온라인으로 더 많은 성금을 모을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모금 서비스인 MyDonate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화 
및 재해 모금을 위한 지원을 통해 3,400만 파운드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BT 임직원은 49,000일 이상을 지역 자원 봉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1380만 파운드의 가치로 환산됩니다. 

셋째, 기후 변화는 환경 보존을 지향하는 지속적 기업 발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BT는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고객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저탄소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노력합니다. 일례로, 올해 스페인에서 Green Branch 서비스를 
시작해 은행 고객사의 부서별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의 Smart Meter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한 SmartReach 컨소시엄을 조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원 사용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2.5%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보고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청정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Ian Livingston  
최고 경영자

Sir Michael Rake  
회장

BT Group
Green Award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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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BT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 지향적, 발전적 기업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환경 보존에 기초한 기업 발전을 통해 수익성을 동반한 장기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경우 BT는 더욱 건실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는 치열한 경쟁 산업 
틈바구니에서 중대한 사회, 경제, 환경의 과제에 직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미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BT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고객, 직원, 공급업체, 
공동체 및 환경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여 이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책임감 있게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동체에 투자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고객 요구 사항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이 
노력의 일환입니다. 회사의 전략을 구현하여 자연을 보존하면서 
기업 발전을 꾀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와 딜레마를 일깨울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수년간 BT에서는 기업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자 올해에 기업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리더십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이 
BT의 일상적 의사 결정에 보다 확고히 녹아들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 BT의 연혁

1980
최초로 BBC Children 
in Need 모금 방송 
지원

1984 
노인 및 장애인 전담 
팀을 구성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 모색

1986
ChildLine 시작 
이후 모금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 
공간을 제공하며, 
간결한 상담 전화 
번호를 배정하여 
지원

1991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6개국에서 ISO 
14001 인증 보유

1992
최초로 영국의 
CO2 감소 목표 
설정. 1997년 이후 
60%까지 영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

1992
장난 전화 처리반을 
개설하여 영국 
고객에게 장난 전화 
대처법 제공

1998
인성 교육 표준의 
투자자로 공인된 
후부터 매년 인증 
유지

영향력/과제

고객, 공급업체, 주주, 직원,  
공동체, 규제 기관
리더십 패널

보고

성과 지표
투명한 보고

BT plc 이사회
운영 위원회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위원회
리더십 팀 및 운영 위원회

통제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탄소 배출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책임감 있는 기업

보다 나은 미래 전략
주요 업무
비즈니스 지원 
(예: 조달, 소유권)
파트너
기업 책임 팀

제공

보다 나은 미래 전략을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한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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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이라는 전 세계적 경향이 BT 및 
통신 부문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인 환경, 사회 및 경제적 경향은 고객이 생활과 
업무에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BT와 
다른 통신사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BT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기후 변화, 원료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비용 인상 
및 새로운 환경 관련 법규의 도입은 경영 및 서비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전 세계 경제적 안정을 흔들어 기업 
경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탄소 경제를 향한 
이행을 지원할 때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깨닫게 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살피는 
회사가 결국 호응을 얻게 됩니다. 

사회: 빈곤, 인구 증가 및 상품 가격에 대한 압력은 상호 
관련된 문제로, 핵심 시장의 사회 경제적 안정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칩니다. ICT에 액세스하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적 포용 확대에 기여하며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국가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고 비즈니스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원격 모니터링과 치료를 허용하여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업의 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되거나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BT와 우리 고객들을 위한 기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수익과 마진이 하락할 수 있지만 신흥 시장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불경기에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ICT 
솔루션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 전략
보다 나은 미래라는 문구는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표현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 전략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기술력과 인력을 통한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2/ 당사의 경영 및 제품을 통한 탄소 배출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3/ 고객, 직원 및 공급업체를 위한 책임감 있는 기업

모든 지원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 개발에 투자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 회사, 사회,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하려는 
BT의 노력입니다. 본 리뷰를 통해 이 테마를 고찰합니다. 

보고에 대한 정보
이 리뷰에서는 BT가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KPI(핵심 성과 지표)에 비추어 BT의 
성과를 보고하며(20-21페이지 참조), 우리가 채택한 접근법의 
실제 예를 프로파일링합니다. 새로운 위험과 딜레마를 대하는 
방법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주어진 기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16, 17페이지에는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접근 방법과 전 세계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이룩한 
성과가 정리된 팩트 파일이 있습니다.

본 리뷰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물론, 우리의 전략과 관련된 핵심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스냅샷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2010년 4월 1일에서 2011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회계 연도(2011)의 전 세계 BT 경영에 대해 다룹니다. 
달력 연도 기반의 초고속 파이버 기반 광대역 롤아웃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예외입니다. 전략 우선 순위 및 그 밖의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t.com/sustainabilityreport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Better Future 웹 사이트  

 www.bt.com/betterfuture에 있는 전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1
공급망의 근로 
조건이 허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공급망 
이니셔티브인 
‘Sourcing with 
Human Dignity’ 
착수

2001
최초의 합동 사회 
및 환경 보고서 
게시

2002
eDonate 플랫폼을 
시작하여 BBC 
Children in Need를 
위한 온라인 
기부금 모금 

2004
당시 세계 최대 
그린 에너지 계약 
체결

2007
Business in the 
Community의 
Company of the 
Year Award 수상

2011 
2년 연속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골드 등급 
및 2002년에서 
2009년까지 해당 
분야 리더

2011
모든 공급업체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새 조달 
표준 착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계속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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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 활동 내역
• 2011년 봄까지 영국의 파이버 광대역 네트워크 
롤아웃이 5백만 가구 초과

• 정부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하여 콘월 및 
북아일랜드 오지 및 시골로 초고속 광대역 확대

• BT 임직원은 49,000일 이상을 지역 자원 봉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1380만 파운드의 가치로 환산

• 2012년까지 100,000명 이상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영국 온라인에 포함할 수 있도록 ‘Get IT 
Together’ 캠페인 시작

•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을 위해 
‘Hello’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해 지원 발표

• BT의 인력과 기술을 통해 자선 단체의 3,400만 
파운드 모금 지원

• 인도, 미국 등지에서 쌓아온 기존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남아프리카 및 
베네룩스에서 국가 자선 파트너 관계 구축

 핵심 지표

1/

사회 투자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투자
2011년 목표: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커뮤니티 투자
£m

2009

25.0m

1.01% 1.05%

1.90%

26.4m
27.6m

2010 2011

  투자(시간, 현금 및 현물)

세전 이익 비율

21

22

23

24

25

26

28

27

커뮤니티 효과 측정
BT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
2011년 목표: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2011  2010 2009

98% 96% 91%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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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고 발전된 사회는 강력한 공동체를 위해 구축됩니다. BT의 
기술과 BT 직원 개개인의 창조력을 통해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제 개발과 사회적 포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BT의 네트워크는 사람과 조직, 사람과 
정보를 서로 이어주며 비즈니스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기술 및 
자신감을 심어주며 ‘Get IT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BT의 노력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선 
기관과 공동체의 조직들이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처할 때 
지역이나 국가 단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BT에서는 회사 
자원을 이용하고 자원 봉사 프로그램, 이를 지원하려는 직원 
개개인의 기술력과 노력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영국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 
초고속 광대역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국에 사회 경제적 
혜택을 줄 것입니다. 

•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유형의 사업 유치
•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품질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향상

•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디지털 참여를 확대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쇼핑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국인이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220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The Economic 
Case for Digital Inclusion’, 2009년 10월). 

적정 수준의 투자 및 규제 조건을 적용하고 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2015년 말까지 영국에 있는 전체 가구 및 회사 수의 2/3 수준으로 
초고속 광대역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파이버 액세스를 위해 투자하는 BT

2010년 
여름까지  
150만 개소 
달성

전체 건 중 
C. 9%를 
지원하는 
ADSL

2011년 봄까지 
500만 개소 
달성

2012년까지 
1000만 개소 
달성

2015년 
말까지 영국 
전체 가구의 
2/3 달성

오지나 시골에서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은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상용화한다면 민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콘월 및 
실리 제도의 초고속 광대역 보급 권리를 따냈습니다(6페이지 
참조). 북아일랜드 DETI(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와 협력하여 2011년 5월까지 북아일랜드 사업의 
85%까지 롤 아웃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BT에서는 공공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민간 부분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www.btplc.com/ngb/
Rolloutprogress/Rollout/AcceleratingNGB.pdf를 참조하십시오.

BT의 ‘Race to Infinity’ 캠페인에서 거주 지역의 초고속 광대역 
보급에 찬성하는 주민 360,000명 이상이 투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BT Retail에서는 시골 지역 10곳의 초고속 광대역을 교체할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네트워크로 늘어가는 전기 수요에 대처한다면 
초고속 광대역의 롤아웃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11페이지 참조).

광대역이 사회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 

기술은 우리가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며 
대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의 
보고에 따르면 광대역 보급률이 10% 증가하면 국가 GDP가 
1.3% 추가 성장합니다.  www.connectedkingdom.co.uk

조사에 따르면 초고속 광대역 보급으로 이러한 이점이 
증가합니다. 유네스코와 ITU의 합동 위원회인 광대역 
위원회(Broadband Commission)에서 7가지 이점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이동성, 재정 절감, 교육적 성취, 
봉급 인상, 민주적 개입, 공공 서비스 만족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이 그것입니다(2010년 9월 ‘2010 리더십 의무: 광대역에 
기초한 미래’).

유럽 위원회는 유럽 2020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은… 인터넷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용에 달려 있으며 인터넷 액세스 속도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www.ec.europa.eu/europe2020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과제를 낳기도 합니다. BT에서는 
캠브리지 대학교,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및 칭화 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방법과 이로 인해 생산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접하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는 2011년에 공개됩니다.

사회적 소외와 디지털 소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차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소득, 기술, 장애,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고용, 공공 
서비스 이용, 외로움 등의 연쇄 
효과를 경험하는 문제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점차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흡수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핵심이며 
지난 해 가정용 광대역과 
와이파이 액세스의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BT에서는 ‘Internet 
Rangers’ 및 Age UK의 Digital 
Champion 상 지원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 계층을 온라인에 
흡수했습니다. 

올해에는 직원과 고객들이 
디지털 챔피언으로서 주변 
사람의 온라인 흡수를 
권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12년 말까지 100,000명을 

온라인에 흡수할 목표로 
'Get IT Together'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BT에서는 Race 
Online 2012의 주요 파트너로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공약했습니다.

이 사안은 주요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및 
다양한 개인의 요구에 회사의 
솔루션을 맞추고, 기술과 
자원을 나누며,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의 식견과 노력을 
통해 지자체 및 국가 수준에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된다면 BT 서비스와 BT 
온라인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 
및 공공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결국 BT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BT의 관점 John Petter 
BT 커뮤니티 투자 리더십 팀의 전무 
이사, BT Consumer 및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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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영국 경제에 기여
BT는 경영 및 고용을 통해 영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BT의 경제적 영향' 사회 연구 논문에서는 2010 
회계 연도에 BT는 370억 파운드의 가치에 달하는 일자리 
267,000개를 지원하고, 공급망 확충에 77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126억 파운드(영국의 총부가가치의 1%에 해당)의 총부가가치를 
달성하는 경영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해에 세금으로 
24억 파운드를 납부했습니다.  www.bt.com/btregion을 
참조하십시오.

디지털 포용
우리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을 가로막는 사회, 경제,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고자 노력합니다. 공동체의 각기 다른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합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은 인터넷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 가능성과 교육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Race Online에서는 영국의 성인 
9백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2012년까지는 100,000명 이상의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BT는 광범위한 디지털 참여 
이니셔티브와 파트너 관계로 이루어진 ‘Get IT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인터넷 사용을 적극 추천하는 
BT Retail의 영국 캠페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처음 5개월 동안 
약 33,000명이 웹 사이트에 다녀갔으며 많은 방문자가 교수 학습 
가이드와 그 밖의 도구에 액세스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디지털 포용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IT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의 One 
Economy 

•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IT 기술을 제공하는 
인도의 Katha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School 

• HIV/AIDs 등의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남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비디오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멘토와 
연결해주는 Infinite Family

• Jirira 팀: BT 직원들은 콜롬비아의 시골 청년들이 IT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지원

Settle 중학교의  
BT 'Internet Rangers'

학습 및 기술
교사, 청년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BT의 학습 및 기술 웹 
사이트(  www.bt.com/learningandskills)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워크북, 온라인 활동 및 
게임과 같은 고품질 리소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011년에는 
28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240,000건을 
다운로드했습니다.

2011 커뮤니케이션의 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백만 명이 넘는 영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실마다 두세 명 꼴로 말하기, 언어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ello’(  www.hello.org.uk)의 주요 후원자인 BT에서는 2011 
커뮤니케이션의 해를 맞이하여 어린이의 능력 개발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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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월에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촉진

BT는 2014년까지 콘월의 가정과 회사 중 약 90%에 초고속 
광대역을 보급하여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13,200만 파운드 가치의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EU에서는 콘월을 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EU, 콘월 지방청, 지역 사업체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 고속 성장 기업, 수천 건의 고용 기회 창출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콘월의 가정과 회사 1,000개 지역과 고객 50명이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사상 최대의 초고속 광대역 시골 지역 
롤아웃이며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0,000여 개의 사업체가 연결되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된 후 앞으로 2,000개가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BT에서는 콘월의 더 많은 인구가 기술의 혜택을 
경험하고 노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이 난생 처음 자신감을 
갖고 온라인에 연결할 수 있도록 Citizens Online과의 파트너 
관계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tplc.com/ngb/Casestudies/
Cornwall_case_study.pdf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능력 배양 

BT Troubleshooter는 영국 자선 단체들이 BT 자원 봉사자 
팀에 접근하여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자선 단체는 BT 직원 개개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업적 환경에서 
인재를 경영하는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2011년, 영국 
사원 모금 파트너 자선 단체 중 하나인 NSPCC/ChildLine을 
비롯하여 25개 이상의 자선 단체가 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www.bt.com/betterfuture를 참조하십시오.

국가 네트워킹을 위한 
선언(Manifesto for a Networked 
Nation)에서 우리는 모든 개인, 
지역 사회, 자선 단체 및 회사가 
경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도구로서 자신 있게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 디지털 
영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Race Online 2012 캠페인의 
핵심 파트너로서 BT를 맞이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에서는 'Get IT Together'를 
통해 디지털 챔피언 
10,000명을 채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첫 발을 
내딛도록 독려했습니다. 
그중에는 'Internet Rangers' 
계획을 통해 어른들과 기술을 
공유하는 어린 학생이나 BT 
'Community Connections'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를 

온라인에 유입시키는 자선 
단체도 있습니다.

지난 해 BT에서는 50만 광대역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러한 고객의 1,000명 중 
10명은 처음으로 온라인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보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Race Online에서는 
내년까지 영국의 일부 도시와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결연을 
추진하여 BT를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CSR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광대역 
및 하드웨어 분야에서 65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장은 23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닙니다. 
놀라운 시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www.raceonline.org

Race Online에 대한 
외부의 관점

Martha Lane Fox 
영국 디지털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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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런던 올림픽

BT는 런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모든 경기 이미지와 
스포츠 중계, 런던 2012 웹 사이트 방문과 수많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BT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의 기술 지식과 지속 가능성 관련 경험을 
이용하여 영국의 94개 행사장에서 선수, 주최측, 관람객, 
미디어 및 기업을 연결하여 전 세계로 경기를 중계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올림픽 경기를 위한 통신 솔루션 디자인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 올림픽 최초로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두 
가지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기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비 기기가 줄어들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물론 현장 
지원 및 물류 관련 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우리 회사 솔루션을 직접 지원하는 장비를 모두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우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런던 2012 솔루션의 모든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탄소 
배출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런던 2012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경기 후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를 위해 설치된 구리, 파이버 및 와이파이 서비스는 
올림픽 폐막 후 영국 통신 인프라로 통합됩니다. 그러면 94개 
행사장 주변 지역이 안정되고 안전한 고속 통신 기술 및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Get Set’ 런던 2012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및 통신 기술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올림픽 경기를 활용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에 대한 단편 영화를 제작하여 참여하는 ‘Big Voice’ 
대회

• 부모, 조부모, 보호자 및 손위 형제에게 코칭 원리를 
소개하는 'Coaching for Life' 프로그램

• Openreach와 사회 단체 I CAN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개발된 
'Communication Triathlon'. 생각하기, 말하기, 팀워크에 대한 
세 가지 스포츠 테마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2011년 BT 자원 봉사자들은 런던 2012에 고무되어 근무 시간 
중 약 2,771일(약 20,000시간)을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BT는 이 모든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상 가장 
즐겁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모색하는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의 개최를 희망합니다. 

자선 단체 지원
자선 단체, 공동체 및 자원 봉사 기관은 사회가 당면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BT 직원들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나눔으로써 해당 자선 
단체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직원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하게 
되어 우리 사회와 고객이 당면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

49,000
2011년 BT에서는 49,000일 
이상을 지역 자원 봉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1380만 
파운드의 가치로 환산됩니다.

BT와 직원들은 2011년에 Children in Need와 Comic Relief를 위한 
모금 방송을 지원했으며 BT에서는 장비, 전화 및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한 현물 지원과 온라인 제공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회사 
콜 센터의 BT 자원 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는 재난 구호 위원회(Disasters 
Emergency Committee)의 Pakistan Floods Appeal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에는 BT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3,400만 파운드를 
모금했으며 Charitable Gift Fund for Prince William and Catherine 
Middleton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결제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MyDonate
2011년 4월에 BT에서는 영국 자선 단체가 온라인으로 더 많은 
성금을 모을 수 있도록 MyDonate를 시작했습니다. MyDonate는 
자선 단체가 접수한 기부금을 100% 보관하도록 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신용 카드/직불 카드 결제 제외). BT에서는 자선 
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Cancer Research UK, Changing 
Faces, KidsOut, NSPCC/Childline 및 Women’s Aid를 비롯한 
여러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Charities Aid Foundation에 따르면 2010년에 영국 자선 기부의 
7%만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MyDonate의 도움으로 이 
수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www.bt.com/mydonate를 
참조하십시오.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MyDonate

영국 자선 단체들의 모금 
활동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

(MyDonate 대표 Ben Fogle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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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 활동 내역
• 올해 에너지 사용량을 2.5% 감축하고 2012년에 
추가로 2%를 감축할 계획

• 1997년 이후 59%까지 탄소 집약도 감축
• BT의 지속 가능성 방침으로 인해 베네룩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의 기업 
고객들이 회사 발전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

• 영국의 가정과 회사에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기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한 SmartReach 
컨소시엄에 협력

• 270개의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환경 성과 향상
• 새로운 조달 표준을 착수하여 BT의 공급업체에 
저탄소 혁신 유도

• BT에서는 2012 런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 공급하는 통신 서비스의 탄소 배출량 
계산

• 일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재활용 전문 회사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재활용 비율 대폭 증가

 핵심 지표

2/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CO2 해당 물질(CO2e) 배출량
BT 기후 변화의 영향 측정치

목표: 2020년 12월까지 BT Group은 1997년 대비 80%까지 CO2 
배출 집약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2008년에 정한 목표  

2011 2010  2009

59%  57%  55% 
감축 감축 감축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BT의 CO2e 배출량
단위: 100톤

1997

835888
787 759

2008 2009 2010 2011

  순배출량
탄소 집약도

탄소집약도=CO2e/부가가치(=EBITDA + 직원 비용)

1,627

0.173

0.080 0.077 0.074 0.070

매립 폐기물 및 재활용
BT의 자원 이용 측정치 

2011년 목표: BT Group은 쓰레기 매립량을 2010년 수준의 10%까지 줄일 
방침입니다. 

2011  2010 2009

69% 15% 17%
폐기물 감소 폐기물 감소 2010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2009년 이후 매립 2008년 이후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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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이려면 살아가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고객이 저탄소 경제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ICT(정보 통신 기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기업과 
개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고,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갖춘 계약들이 
점차 인정을 받는 추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BT의 다양한 상업적 지속 가능성 
서비스가 회사 내부에 구현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회의 및 지능형 건물과 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BT에서는 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현장 서비스 관리

20%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 

스케줄을 정해 CO2 관련 

배출량 감축 가능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 문제 인식을 위한 캠페인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사용에 대해 주로 다룹니다. 
이외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팩트  
파일(16-17페이지 참조)과 온라인 보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고객 지원
BT Global Services의 지속 가능성 방침은 여러 회사 및 공공 부문의 
고객들이 비용, 전력 소비, CO2 배출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조직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베네룩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미국에서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 방치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된 현장 서비스 관리: 도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간 
정보와 동적 업무 스케줄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동 
거리와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을 20%까지 줄여줍니다.

• 탄소 배출량 측정: BT의 지속 가능성 방침을 통해 대형 고객들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에너지 사용 및 운영비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영국, 대한민국, 
베네룩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고객들이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 저에너지 네트워크 및 가상 데이터 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주문형 가상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40%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공간을 줄이면서 전력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BT의 비디오, 원격 회의 및 신속한 업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출장을 줄이고 재택 근무 및 탄력적인 업무 형태를 늘려 CO2 
배출량과 비용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와 직원 유지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직원 한 사람이 출근하지 않고 
재택 근무로 전환하면 매년 최대 1.4톤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BT를 통해 미국 및 캐나다에서 보다 나은  
미래 건설

BT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관리 네트워크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지역 역시 보다 나은 미래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동 거리는 탄소 배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성 및 비디오 회의가 
널리 사용되며 뉴욕, 어빙, 텍사스와 엘 세군도, 캘리포니아에 
몰입형 비디오 회의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엘 세군도의 네트워크 운영 센터와 데이터 센터는 미국과 
캐나다 탄소 배출량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에는 매년 1,000MWh를 출력하는 PV(광발전)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BT에서는 직원들이 직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PV 패널 사용을 홍보했습니다. 우리 회사 파트너인 
SunPower®에서는 가정에서 SunPower®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BT 직원에게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줍니다. 
BT에서는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으로 인한 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처음 3개월간 해당 
직원 중 10%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고객에게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 피팅 룸으로 출장 감소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 Tommy Hilfiger에서는 BT 및 Cisco와 
협력하여 업계 최초로 가상 피팅 룸을 도입했습니다. 회사 
디자이너와 암스테르담, 뉴욕, 홍콩, 도쿄에 있는 생산 
시설 사이에 원활한 통신과 공동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BT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솔루션과 Cisco의 
TANDBERG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와 녹음 
시설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디자인 팀은 장거리 
비행을 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각각의 컬렉션 개발에 대해 
의논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10대 에너지 소비자 중 
하나인 BT는 구입하는 에너지의 
출처를 진지하게 선택하며 이미 
영국 최대의 저탄소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이제 BT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저탄소 전기 
발전을 권장하고 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국의 현재 
에너지 시장을 검토하여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면 
고객의 요구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노력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전기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를 위한 안정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에 A부터 G까지 컬러 코딩 
레이블을 부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입하는 
전기의 환경 증명서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형 
가전 제품과 차량 등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소 정보를 
공개하고 세금 혜택을 
지원한다면 그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영국은 빠르게 
저탄소 에너지 시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녹색 전기 이중 계산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녹색 관세에 
대한 혼란을 일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BT의 관점 Richard Tarboton
BT 에너지 및 탄소 부문 운영 
담당 이사

탄소 배출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계속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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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계속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및 서비스
BT에서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으므로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 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2011년 2월에 BT에서는 새로운 조달 표준을 도입하여 탄소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하고 감소 목표를 정하도록 
모든 공급업체에 요구했습니다. 이 표준은 공급업체의 혁신을 
촉구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작은 회사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80개의 영국 
SME 공급업체가 기후 변화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Carbon Trust와 제휴하여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급업체 웹 사이트 
(  www.selling2bt.bt.com)를 참조하십시오.

BT의 조달 원리에 따르면 모든 대체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이며 이 원리는 우리 회사 
제품 범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도입된 
광대역용 소형 무선 홈 허브는 제조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이 
25% 줄었습니다. 이 장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력 소비를 
조정하므로 대개 이전 모델에 비해 1/3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합니다. 

BT는 영국 회사 최초로 광대역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 
행동 규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약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기에 
엄격한 전력 소비 제한을 권장합니다. 2015년까지 유럽에서 전력 
소비량을 연간 25TWh까지 줄여 최대 75억 유로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BT의 배출량 감소 
1992년에 처음으로 영국 탄소 감축 목표를 정했으며 2008년에는 
2020년까지 1997년 수준 대비 80%로 전 세계 BT 사업체의 탄소 
집약도를 줄이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선진국의 
UN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장과 일치합니다. 
이미 1997년 이후에 59%까지 탄소 집약도를 줄였습니다. 

에너지 및 탄소 감축 전략
행동 우선 순위

1. 에너지
전기

2. 생산
재생 에너지

3. 저탄소
에너지

에너지 및 탄소
감축

우리는 비즈니스 목표와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해 높은 버전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를 줄이고, 전기 및 
가스를 위한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며, 업무 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스마트 컨트롤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간 620만 
파운드 상당의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에너지 낭비를 알려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미터를 통해 대부분의 BT 전기 소비가 
모니터링됩니다.

내부에 구현한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올해 전체 에너지 소비를 
2.5%까지 줄이고 연간 에너지 비용을 1,800만 파운드 이상 
절약했습니다. 이 측정 시스템이 없었다면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다른 소소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초고속 광대역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BT의 영국내 에너지 소비
TWh Pa

200520042002 2003 2007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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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한 전기     BT에서 생산한 전기     가스     난방유 
2006 2008

두 번째 목표는 2016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영국 
에너지 요구량의 25%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BT 전기 수요의 1% 이상을 생산할 첫 번째 풍력 발전소 
(  www.bt.com/windforchange)에 대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계획법과 지자체의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에 
변동이 생겨 다른 풍력발전단지 후보지에서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으므로 태양 전지(PV) 및 열 병합 발전을 비롯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계속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42%를 영국의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계약을 2014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56%는 열 병합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기는 그리드 표준에 맞추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에도 
그린 에너지 거래처를 두고 있습니다.

탄소 보고 
완전한 정보 공개를 위해 저탄소 전기 구매와 관련된 탄소 
감축량과 함께 그리드 평균 구매가 탄소량에 표시됩니다. 우리 
회사의 전체 탄소량은  www.bt.com/sustainabilityreport를 
참조하십시오.

스마트 기술

BT에서는 정부, 기업 및 개인이 비용을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책임을 갖고 자신의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영국의 2,800만 가정 및 소규모 업체에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여 
결성된 Arqiva and Detica와의 컨소시엄인 SmartReach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와 가정에서 가스 및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공익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martReach에서는 전국에 안정적인 실내 수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장거리 전파를 이용합니다. 

인텔리전트 빌딩과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난방 및 조명과 
같은 공익 시설을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최적의 
성능을 위해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BT 스페인에서 개발한 
Green Branch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은행 고객사에서 
BT의 IP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해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지점 
1,000개소 이상에서 구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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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 계속

절약형 광대역

BT의 Innovate & Design 팀에서는 광대역 회선의 에너지 
소비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신개념 전력 관리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절전형 광대역이란 BT의 21세기 네트워크 ADSL2plus 회선을 
'항상 켜진' 상태가 아니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적을 때는 회선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트래픽 
수준이 정상화되면 최고 속도로 돌아옵니다. 서퍽의 
마슬레삼에 있는 BT 연구 개발 센터와 인근 거래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한 결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거래소 에너지 소비량이 회선당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기술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 기술은 광대역 
서비스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tplc.com/
innovation에서 혁신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BT의 탄소 배출 방법론
BT에서는 2012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 공급하는 
통신 서비스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했습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사용 단계와 구체화된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둘 다 분석하여 
비교했습니다. BT에서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와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탄소 배출을 고려했습니다. 

• 런던 2012 전용 장비
• 런던 2012 솔루션의 디자인, 전달 및 운영을 전담하는 BT 임직원
• 올림픽 경기 트래픽을 전송할 기존 BT 공유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여

BT의 런던 2012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CO2e 배출량 분석

  53%  사용 중인 전용 장비
  27% 전용 장비: 배출 구체화
  15% BT 직원
  4% BT 네트워크: 사용 단계
  1% BT 네트워크: 배출 구체화

BT에서는 세계 자원 연구소,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 
글로벌 e-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및 Carbon Trust와의 새로운 
공동 작업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라이프 사이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계산 및 보고하는 표준이 
새로 개발되었음이 알려져 회사, 부문 및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지속 가능성의 고민과 실천 
직원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BT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한결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Sustainability Matters’는 우리 회사의 온라인 교육으로서, BT 
임직원들이 업무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특정 모듈을 통해 제품 관리자와 개발자는 제품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고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및 재사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팀이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 및 사회적 자격 증명을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지원할 모듈도 있습니다. 처음 6개월동안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2012년까지 직원 중 20%가 기후 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15,000명(16%) 이상이 하나 이상의 회사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 137개의 탄소 
클럽이 있어 직원들이 함께 모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며 회사 내의 
에너지 사용을 감사하는 92명의 에너지 챔피언을 임명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2016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영국  
에너지 요구량의 25%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외부의 관점 Hugh Jones
Carbon Trust Advisory 
Services 전무 이사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BT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좀 더 줄이고 
정부, 공급업체 및 고객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ICT 산업 
전반, 나아가 전 세계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BT는 운영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서 훌륭한 실적을 거둔 
바 있고 탄소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입지를 다지는 일은 
데이터 센터 및 전기 통신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원을 보급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여는 일입니다.

경쟁자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BT는 
이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WRI, 
GeSI, WBCSD, Carbon Trust와 

함께 이니셔티브를 제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Carbon Trust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 조달 표준을 
새로 도입하여 공급업체에서 
BT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전달, 사용, 폐기하는 동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를 줄이도록 권장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ICT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질 전망이며,  
우리는 BT의 고객과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이점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BT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www.carbontrust.co.uk 

네덜란드의 에너지 사용 감축

BT 네덜란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30%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온도를 21oC에서 25oC로 올려 데이터 센터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1년에 140kWh 절약 

• 시원한 공기가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풍구 위치를 
조정하고 자연 냉방 사용을 늘리며 파티션을 설치하여 공기 
흐름 개선

• 네트워크 노드 사이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와 적당한 
수의 서버 설치 

온라인에서 전체 사례 연구를 읽어보십시오.  
 www.bt.com/sustainabilityreport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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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 활동 내역
• 액세스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영국 소비 고객이 

BT의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새로운 시스템 도입
•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책 토론에 기여 

• BT 직원들이 업무에 지속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속 가능성 교육 모듈 진행

• 수습 사원 800명을 고용하고 BT 내에서 
젊은이들에게 3,500회 이상의 직업 체험 실시

• 회사의 핵심 윤리 정책 및 프로세스 검토 및 강화. 
현재까지 직원 10,000명 이상 교육

• 2010년 5월에 Procurement Leaders Awards에서 CSR 
Award 수상

3/

 핵심 지표

공급업체 관계
연간 공급업체 설문을 기반으로 BT와 공급업체의 관계에 대해 평가한 측정치

2010년 목표: 다음 질문에 따라 80% 이상 달성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어떻습니까?' 

2011  2010 2009

86% 86% 85%

직원 참여 지표
연간 직원 태도 설문을 통해 BT와의 관계를 평가한 측정치. 평점 5점 이내
2010년 목표: 2010년 직원 참여 수준 유지 또는 향상 

2011  2010 2009

3.61 3.58 3.61
윤리 경영 성과 측정치
BT 직원 인식 및 교육의 성공 지수(5점 이내) 
2010년 목표: 2010년 지표 점수 유지 또는 향상 2010년의 새로운 측정치 

2011  2010 

4.16 4.10 

책임감 
있는 기업

처음부터 제대로 실천한다는 방침에 따른 개선 수준 측정치입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 – 2007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사항
% 

2008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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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고객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신뢰를 얻고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 관계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기대에 부응할 뿐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나 기술의 변화를 파악해 해결하며, 
최고의 기업 윤리 표준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규정에 대한 토론에 기여하고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와 같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행동과 고객, 직원 및 공급업체를 위한 경영 
방침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회사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집니다. 

인재 양성 
우리는 교육, 재교육 및 수습 제도를 통해 기술 및 인력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으로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 
개발되고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며, 급변하는 기술 동향에 빠르게 
대처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BT에서는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평가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실습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010년에는 Henley 
Business School에서 고위 관리자가 진행하는 교육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향후 교육 
개발 및 실시 방법을 개선합니다. 전직원을 위한 일반 과정과 생산 
및 영업 팀을 위한 맞춤형 모듈이 포함된 온라인 지속 가능성 
교육도 새로 시작했습니다(11페이지 참조).

인력 집단의 기술 및 개발

250
2011년에 견습생을 더  
채용하여 이제 800명 이상의 
견습생이 BT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필요해질 능력을 예측합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새로운 업무를 위해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트랜지션 
매니저가 교육과 개발을 통해 직원들을 지원합니다. BT는 CBI와 
영국 고용 및 숙련 위원회 등의 고용주 그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영국 노동 시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BT는 영국 정부의 Employee Engagement Task 
Force를 후원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및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올해 3,000명 이상의 직원이 인증된 학습을 
수강하거나 견습 증서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우리 
회사 견습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업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올해 모집에는 사상 
최대의 신청이 쇄도하여 모집 인원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초기에 
발표한 221명 모집에 지난 해에는 9,000명이 신청하였고, 올해는 
20,000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또한 BT는 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직원을 발굴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투자합니다. 이 방침에 
따라 Business in the Community가 이끄는 영국의 'Work 
Inspiration' 캠페인에 참여하여 교육과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3,50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Work 
Inspiration'을 이수할 기회를 주었으며 2012년에는 4,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 계속

Openreach 방침에 나타난 CR 전략 

Openreach는 BT Group 사업체로서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며,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BT, 
직원, 고객, 지역 사회 및 환경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여 장애를 줄이는 등 고객을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실천하자는 우리의 노력은 다양한 이점을 
낳습니다. 단순히 만족도 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출장 건 수와 이때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Openreach 엔지니어링 차량이 BT Group 총 탄소 배출량의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장 
감소 외에도, 연비를 높이고 제한 속도 준수, 적재량 줄이기와 
같이 차량을 개선하는 운전 습관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여 
차량의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네트워크 상태 및 처음부터 제대로 전략에 함께 
적용하여 Openreach의 차량 연료 배출량이 지난 4년에 비해 
15% 감소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복구를 위한 출장으로 
CO2 배출량이 2006년 Openreach 설립 이래 1/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Openreach 직원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 
Openreach 뉴스레터인 'The Loop'에 지속 가능성 관련 
캠페인과 대회를 게재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공을 
측정하고자 2011년 3분기에 정규직 설문 조사를 통해 회사 
임직원들이 BT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BT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장애는 줄어들고 초고속 광대역 
롤아웃이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인터넷 속도의 향상으로 
고객의 능력이 배가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롤아웃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갖추도록 많은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BT와 직원 양측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Openreach에서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BT의 견습생 고용 제도에 참여한 
견습생 대부분을 고용하여 청년층을 위해 취업과 직업 
교육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BT의 나머지 사업부와 마찬가지로 Openreach 역시 강력한 
공동체 구축에 일조하도록 직원을 독려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협력 자선 단체인 ICAN과 손잡고 취학 전 아동들이 나중에 
자라 필요하게 될 통신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Openreach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통신 활동 팩, 조기 통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모용 DVD 등의 리소스를 제공하며, 
지역 보육 시설에서 통신 기술을 알리는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BT의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직원들에게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구리 회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활용을 위해 네트워크에서 여분의 구리 케이블 
55,823톤을 회수했습니다.

Openreach의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penreach.com/orpg/home/aboutus/
environmentandsociety/csr.do를 참조하십시오.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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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기업 계속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항상 고객과 직원의 개인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는 BT에서 가장 중시하는 문제이므로 회사 및 공공 
부문 조직에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기술적 해결이라는 측면과 직원들의 의식 및 행동의 측면,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하여 개인 정보 문제에 접근합니다. 다국적 
기업인 BT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IT의 급격한 발달로 법 제도 역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지역 위원회에서는 BT가 현재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BT는 구속적 기업 규범을 근거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은 이 규범에 따라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유럽 
외에 있는 지사로 안전하게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 데이터에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30개가 넘는 BT 사이트는 데이터 보안 시스템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우리 회사 시스템은 PCI를 준수하며 분기별로 취약성 검사를 
받습니다.

공급업체와의 협력
BT는 네트워크 장비부터 사내에 필요한 직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 16,000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구입합니다. 회사의 조달 CR 팀은 거래 상대 국가의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측 구매 전문가와 협력하여 공급망 노동, 환경 및 
기후 변화 표준을 개선합니다.

2001년부터 BT에서 내세운 Sourcing with Human Dignity 
표준은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위한 해법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보다 구체적인 공동 작업 평가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회사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업체에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개발 계획을 구현할 뿐 아니라, 성과 
점수표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두 번의 수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Procurement Leaders Awards 2010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구매 방침을 선정하는 CSR Award를 수상하고, 
11월에는 ProcureCon Sustainability and Green Sourcing Award를 
수상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
우리 회사는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편의를 고려하는 자세로 
정직하게 거래하며,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불만 
사항에 적극 대처하되,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려는 
자세로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의 의견과 관심에 
즉각 응답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도록 1년간 소셜 미디어 도구에 투자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ICT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BT의 Plusnet에서는 영국에서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T Basic 서비스는 
영국에서 특정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저가형 
전화 패키지입니다.

고객을 위한 액세스 가능성 향상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신 통신 기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T의 Including You 웹 사이트(  www.bt.com/
includingyou)에 있는 최신 뉴스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물론 
가장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인이나 장애인도 
집 전화로 쉽게 액세스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영국 수화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어 있으며 이 사이트는 
장애인들이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AbilityNet으로부터 최초로 인증 마크를 받은 
사이트입니다.

BT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한 디자인과 기능을 제품에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례로, 잘 알려진 우리 회사 무선 
전화기인 Freestyle 710이 있습니다. 잡기 편한 송수화기, 누르기 
좋은 버튼 크기,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주변 잡음을 
줄여주는 기능, 사용이 간편한 단축 다이얼, 글씨가 크게 보이는 
백라이트 화면이 장점입니다. 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시각, 청각, 
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고객들이 간편하게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 서비스 자문단이 해당 고객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고객이 
편안하게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  
www.bt.com/including you

Including you 웹 사이트

정직과 성실의 경영 

전세계의 모든 BT 관계자들은 높은 윤리적 표준을 지켜야 
하며, BT는 신뢰할 수 있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고객과 함께 하기를 선호합니다. 올해 핵심 윤리 프로세스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선물, 접대 등의 문제에 대해 핵심 
정책을 강화하고 뇌물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조항을 공급업체 
계약서에 추가했습니다.

여러 지역 운영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BT 윤리 위원회는 
회사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합니다. BT 이사회를 
비롯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회사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BT의 정책 및 무관용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비윤리적 행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은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목표를 통해 회사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업 
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비밀 윤리(내부 고발) 핫라인에 대해 알리고 
어떤 사안이건 알려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모든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윤리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사 웹 사이트의 
Company Profil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www.btplc.com



인터넷 정책에 기여 
정부의 정책은 회사 경영은 물론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정책에 대해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성장을 거듭하는 인터넷 
환경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사회, 환경,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지원합니다. 공공 정책에 대한 우리의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위치에서 고객의 관심과 우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BT의 목표입니다. 

가족 보호

BT Family Protection은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정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공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BT는 새로 
마련된 영국 디지털 경제 법령에서 이 분야에 대한 조항의 
사법 심사를 신청하고(다른 영국 ISP와 함께), 저작권자가 법원 
명령을 통해 침해 피의자의 인터넷 ID를 알아낼 수 있는 Norwich 
Pharmacal이라는 명령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BT가 인터넷 사용자, 가입자, ISP 및 저작권자 등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법과 
공공 정책의 단호한 일면입니다. 

EU, 영국 및 미국에서 열린 네트워크 중립성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트래픽을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리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가 퇴색했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논점입니다. BT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열린 인터넷을 공개적으로 지원해왔으며 
기본적인 인터넷 제공에 대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고객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상거래 방식 등을 통해 최대한 고객의 편의에 맞추어 자유롭게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관리해야 합니다. 

BT의 Content Connect 제품을 사용하면 비디오나 다른 고품질 
컨텐츠를 기업 고객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ISP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서비스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현재 ISP의 
트래픽 관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은 다른 IS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BT는 2011년 3월에 Broadband 
Stakeholders Group의 원조로 창안된 방침을 나타내는 영국 
트래픽 관리 투명성 코드의 주요 가맹사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www.btplc.com/
Thegroup/Ourcompany/Companyprofile/TheBTstor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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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책은 증거를 
기반으로 소비자 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위에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고객이 
온라인으로 액세스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컨텐츠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용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우연한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감시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아동 성 학대 이미지만은 
예외입니다. 

우리 회사는 필요할 경우 
가정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무료로 서비스되는 BT Family 
Protection은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BT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도 사용자에게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트래픽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트래픽 관리 투명성에 
대해 새로 마련된 업계 실행 
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BT의 관점 Simon Milner 
그룹 산업 정책부 책임자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 
액세스는 '희망사항'에서 필수 
서비스로 변해갑니다. 여러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중요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수단이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매개체가 되는 ISP에게도,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가 
온라인 세계에 정의되어 있는 
소비자에게도 인터넷 액세스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BT는 디지털 경제 법령의 사법 
심사를 신청하여 이러한 문제를 
처리했으며 회사와 고객을 위해 
법적 확실성을 추구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변화하고 있지만 
반드시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ISP가 열린 인터넷 
원칙을 지지하고 그들의 상업적 
이익이 고객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ISP는 

광고한 그대로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인터넷 연결 및 컨텐츠를 
주고 받으며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객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BT의 Broadband 
Stakeholder Group 참여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는 정당한 이유로만 트래픽 
관리 방침이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스모크 
스크린 또는 고객의 선택과 
인터넷 액세스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트래픽 제어 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ISP는 실천 가능한 자기 
규제 방안을 개발하여 트래픽 
관리를 위한 공정한 원칙을 
보장하고 스위칭에 대한 장벽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www.consumerfocus.org.uk

외부의 관점 Mike O’Connor CBE 
최고 경영자
소비자 관점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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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윤리, 환경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가 적용된 문제는 표시해 두었습니다(20-21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www.bt.com/sustainabilityreport에서 전체 온라인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출장
지난 해, 회의 기술과 탄력적인 근무 배치를 사용하여 회사 차, 
철도, 항공기 등의 이동 거리를 1,100만 킬로미터 단축하고 
배출되는 CO2 양을 2,800톤 줄였습니다. 2011년에는 음성 및 
비디오 회의를 27% 늘려 출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탄소 배출량(KPI)

무탄소 및 저탄소 전기를 구입하여 전 세계 BT 사업장의 탄소 
집약도를 1997년에 대비하여 59%까지 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하여 지난 해에는 절대 배출량을 4%, 
1997년 이후로는 60%를 감축했으며 2016년까지 80%로 줄일 
계획입니다.

영국 탄소 배출량 
목표: 영국 CO2 배출량을 2016년까지 80% 감축(1997년 수치 기준)

2011  2010 2009 1997

628 652 699 1,585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자선 단체 지원

2011년에 BT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 3,400만 파운드를 
모금하도록 도왔으며 Children in Need와 Comic Relief 모금 방송과 
재난 구호 위원회 파키스탄 홍수 돕기 방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BT 직원들은 Cancer Research UK가 NSPCC/ChildLine에 BT 자선 
단체 파트너로 참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국에서 시행된 BT 
직원과 자선 단체의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및 BT 기금 총 3백 
5십만 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민간 복원

영국 전기 통신 주요 국가 인프라의 최대 보호자인 BT는 다른 
통신 사업자를 포함하여 BT 고객과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 
긴급 서비스 및 공공 조직의 통신을 유지 관리합니다. BT는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므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최종 사용자는 BT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KPI)

'처음부터 제대로'는 우리가 고객 서비스에 임하는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이 전략은 고객을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업무에 임한 
빈도를 나타내며 장애가 발생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에 이 측정치는 2010년의 10.5%에 비해 
3% 향상되어 올해의 진척 상황이 순조롭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출장을 요하는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성장 
규모가 줄었음을 보여줍니다. 작년에는 25%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겨울 날씨로 인해 수리 요청은 늘고 엔지니어를 
능률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엔지니어를 더 채용해야 합니다.

 재난 구호

BT는 2007년부터 영국 적십자와 협력하여 전 세계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BT가 설치한 장비는 아이티 지진 구호와 복구 작업에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양성(KPI)

2011년 우리는 여성 30%, 소수 인종 15%를 포함하여 신입 사원 
3,000명을 채용했습니다. 신입 대졸자의 36%는 여성입니다. 
우리 회사는 최신 Disability Standard Benchmark에서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양성 
BT 직원의 다양성 측정치

2010년 목표: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유지 
결과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유지

 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버전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를 줄이고, 전기 및 가스를 위한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며,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2011년에 2.5%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2011년에 에너지의 15%가 영국 
밖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수록 이 수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 관리

BT의 환경 관리 시스템은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에서 ISO 14001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BT는 해마다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 성과를 감사합니다. 

 비상 대응 팀 

다양한 능력을 갖춘 BT 전담반이 자연 재해와 긴급 사태로 
인한 피해 국가를 돕습니다. 이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2010년 가을, 파키스탄 당국의 
요청에 따라 BT 전담반이 솔루션을 구축하고 파키스탄의 숙련된 
전기 통신 엔지니어들이 홍수 구호 캠프에 필요한 위성 통신 
장비를 배치한 후 유지 관리했습니다.

 탄력적인 근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면 직원들이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무 공간이나 출장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간병인들이 편안하게 BT에 
근무할 수 있어 회사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됩니다. 2011년에 BT는 
영국에서 시간제 근로자 4,300명, 공동 근무자 230명, 정기적 
재택 근무자 9,500명을 고용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각자의 
조직에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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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및 안전(KPI)

2010년 2.09건에 비해 근무 시간 100만 시간당 2.25건으로 
재해가 발생했으며 목표는 1.80건입니다. 재해는 영국의 추운 
겨울 날씨 탓에 결빙으로 미끄러지거나 출장 중에 주로 발생하며 
현장 엔지니어의 과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달력 일수로 
따진 병가 비율은 2010년의 2.46%에 비해 2.41%였으며 목표는 
2.21%입니다. 

 유산

Connected Earth 웹 사이트  www.connected-earth.com과 영국 
전역의 제휴 박물관에서 국가 차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된 
전기 통신 유물, 문서, 이미지 및 필름을 보존합니다. 2011년,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 커리큘럼 표준 교수 자료의 다운로드 건 
수가 20,000건 이상입니다.

 포용적 서비스

BT에서는 1984년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담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큰 활자, 점자 또는 영국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고 액세스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제품에 
통합했습니다.  www.bt.com/including you

 사회 투자(KPI)

2011년에 BT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2,760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액은 돈, 시간, 현물 
지원을 환산한 것이며 기본 세전 수익의 1% 이상을 투자하려는 
당초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2011년부터 전년도 세전 수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계산합니다. 전년도 세전 수익은 지난 2년간 세전 수익 기록에 
비해 현재의 성과와 비교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룹 이사회는 
2011년에 세전 수익의 최소 1%에서 최소 2,500만 파운드까지 
투자를 늘리고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사회 투자
공동체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BT의 전체 현금, 현물, 시간 투자액

2011  2010 2009

£27.6m £26.4m £25.0m

 우리의 가치

BT의 사훈 'The Way We Work'는 고객, 직원, 주주, 파트너,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우리의 기대와 노력을 나타냅니다. 
올해에는 회사의 핵심 윤리 프로세스를 검토해 업데이트하고 
우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관련하여 윤리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연금

BT에서는 50개국 이상의 직원들을 위한 퇴직 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규모 플랜은 영국에서 시행되는 자산 370억 
파운드의 확정 급여형 BT 연금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IAS 19 회계 
적자가 2011년 3월 31일 세후 43억 파운드 내지 24억 파운드까지 
감소했습니다. 중간 평가제를 적용하면 예상 투자 수익과 채무를 
반영하여 흑자가 32억 파운드라고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간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중요한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해야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고객의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데이터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11년에는 'Think Privacy' 캠페인을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회사 
정책을 상기시키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헬프 데스크로 문의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망 표준(KPI)

BT는 공급업체를 위한 상세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설문 조사와 사이트 평가를 이용해 규제 준수를 
모니터링합니다. 2011년 70개 공급업체가 자체 평가 설문을 
작성했으며 우리는 34개 사이트를 평가했습니다. 2011년에는 
설문 개수를 줄여 일부 새로운 공급업체만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10년에는 180개). BT는 환경 표준 개선을 위해 
270개 공급업체와, 노동 표준 개선을 위해 266개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송

우리 회사 상업용 차량은 2011년에 2,700만 킬로미터를 달렸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연료 사용량이 1.3%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BT 
Payphones 엔지니어를 Openreach에 통합하여 Openreach 서비스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의 Openreach 이야기를 
참조하십시오. 

수송
BT 차량이 이동한 킬로미터(백만)

2011  2010 2009

410 383 451

 폐기물 및 재활용(KPI)

2011에는 재활용한 쓰레기가 38% 증가하여 2010년 대비 69% 
미만의 쓰레기를 전 세계 매립지로 보냈습니다. 이 수치는 대개 
폐기물 관리 업체를 전문 재활용 회사로 바꾸어 전보다 많은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낸 결과입니다. 

 물 사용

2011년 영국에서 2010년 대비 1% 감소한 1백 37만 입방리터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 효율성을 측정하려면 물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물 합리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 공간을 줄여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 팩트 파일 계속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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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지속 가능성 전문가로 구성된 BT 리더십 패널은 회사가 선택한 접근 방식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패널의 의견을 통해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 
가능성과 회사를 위한 기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패널은 1년에 4회 모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 연차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기업 지속 가능성 사안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회사 
안팎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같은 회사 내에서도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BT 경영진은 지난 몇 년 동안 회사에 위협이 될 만한 
문제를 처리해왔으며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동안 BT 특유의 
지속 가능성 스토리가 여러 해에 걸쳐 아주 서서히 발전해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하고 나면 이제 페이스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우선 순위("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리더가 
되려면")를 통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BT의 다양한 노력을 
정형화해야 하며, 이 결정을 통해 모든 업무 라인에서 고위급 
매입이 확대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BT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혁신 사안과 관련하여 명백한 가속화를 경험했으며 
BT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미터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어마어마한 미래 
성장 분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를 BT에 
제공합니다.

BT는 이 분야에서 리더로 처음 명성을 쌓은 선구적인 업적을 
토대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사전 예방적 
조달 전략을 개발한 영국 최초의 기업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하여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기후 변화 조달 표준을 새로 개발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BT의 명성을 이룩한 주역은 작년에 
사임한 Chris Tuppen입니다. 리더십 패널은 처음부터 Chris와 함께 
일했으며, 이제 BT 밖에서도 이름을 떨쳤던 불굴의 챔피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위직에서 지속 가능성 담당 수석 책임자를 새로이 
임명하기로 한 BT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회사 
운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BT의 외부 상황은 전혀 
평화롭지 않으며, 단기적 우선 순위와 장기적 투자 및 혁신 
사이에서 계속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BT가 영국에서 초고속 
광대역에 2백 5십만 파운드를 투자한 것은 장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BT 특유의 하이브리드 페르소나(한편으로는 매우 역동적인 전기 
통신 분야의 경쟁력 있는 주자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서비스 의무를 짊어진 오래된 시설)로 인해 지속 가능성 문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리더십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BT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우리는 이 목표를 마음에 품고 언제나 BT의 충실한 
조언자가 되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가 의견

Jonathon Porritt  
패널 의장, Forum for the Future 설립자 겸 
이사, 영국 지속 가능한 개발 싱크 탱크

Mark Goyder 
설립자/이사  
Tomorrow’s Company,  
비즈니스 싱크 탱크

Elisabeth Laville 
설립자/이사Utopies, 
파리에 위치한 지속 가능성  
자문 회사

Jørgen Randers 
기후 전략 교수Norwegian 
Business School BI

Nick Robins 
런던에 있는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HSBC 대표

LRQA 보증서

LRQA(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는 이 
보고서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AA1000 보증 표준에 
대하여 보증합니다(2008). 온라인 보고서에서 전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LRQA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 BT는 AA1000 책임의 원칙인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을 
준수합니다.

• 보고서에 있는 정보가 타당하고 정확합니다.
• GRI G3 A+ 적용 수준에 대한 BT의 자기 선언이 명백하게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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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 전사적 위험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CR(기업 책임)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CR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회사 프로세스에 결과가 입력됩니다. 또한 CR 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자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위험, 중요성 및 지표

위험 관리
CR 위험 패널이 1년에 두 번, 이사회와 외부 리더십 패널이 매년 CR 
위험을 검토합니다. 이 CR 위험마다 고위 관리자와 완화 전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 완화
다양성
공급망
보건 및 안전
집약도
데이터 보호

가능성

영향

BT에 대한 중요성

BT의 이해 관계자와 사회의 중요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주요 CR 위험

우리의 자료문제 식별

기후 변화 적응
갑자기 심각한 기상 이변이 증가할 위험도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회사 시설을 짓고 네트워크의 탄성을 높입니다.

기후 변화 완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신용도가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종합적인 에너지 및 탄소 감축 전략을 통해 이 수치를 
관리합니다.

다양성 
우리의 활동과 결과가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또는 윤리적 표준에 맞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공급망 노동 표준 
공급업체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 위험을 해결합니다.

보건 및 안전
회사의 보건 및 안전 전략으로 인해 이 영역의 규정과 비즈니스 
위험도가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사소한 사건은 비교적 
공통적이며 회사 정책과 방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알립니다. 

비즈니스 무결성 및 윤리
뇌물과 부패와 같은 취약성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The Way We 
Work'에 회사 윤리 정책이 요약되어 인지도를 높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교육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결성 및 윤리 
규정을 지키도록 모든 BT 임직원을 일깨웁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우리 회사 규모와 전체적인 운영 특성상, 상업적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상당량 관리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7개의 CR 위험 중에서 마지막 3개는 매우 중요하여 
BT Group 위험 등록에 포함해야 한다고 평가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와 비즈니스 무결성 및 
윤리는 연차 보고서 및 회계(42페이지)에서 설명한 BT Group 
위험과 함께 관리됩니다.

중대성
우리는 공식 절차를 사용하여 회사와 이해 관계자에 대한 CR 
문제의 중대성(타당성 및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중요시하는 CR 문제의 범위를 
고려하여 중대성을 파악하고 이 문제가 BT에 미치는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행동의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치와 보고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대부분의 자료 문제를 다루고, 온라인 
보고서에서는 다른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 완화
다양성
공급망
보건 및 안전
집약도
데이터 보호

가능성

영향

BT에 대한 중요성

BT의 이해 관계자와 사회의 중요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주요 CR 위험

우리의 자료문제 식별

  본 리뷰 및 온라인파이버 네트워크를 
위한 투자 계획

 직접 및 간접 탄소 배출량 감축 
 고객 서비스 및 만족
 데이터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 기업 윤리 및 무결성

 자원 봉사를 포함한 직원 복지 및 포상
 2012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위한 BT의 지원

 온라인 보고서환경 성과 
 자선 단체를 비롯하여 청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지원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안전 수칙
 디지털 포용

  자료나 보고서에 없지만 관리되는 
작업지역 환경 영향 – 건물, 공장 등 
건설종이 사용

핵심 성과 지표
수년간 우리는 CR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KPI는 매년 지속 가능성 보고서 
전문에 게시되는 훨씬 종합적인 PI(Performance Indicator: 성과 
지표)보다 우선합니다(온라인 보고서 참조). 2011년에 KPI가 
이해 관계를 위한 최대 자료이며 보다 나은 미래 전략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더십 패널과 함께 우리 회사 KPI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2012년에는 많은 KPI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현재 
KPI 중 일부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계속 보고되지만 성과 
지표로 다시 분류됩니다. 다양성, 보건 및 안전(재해 발생 비율), 
매립 폐기물 및 재활용, 공급업체 관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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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비재무 지표 재무 지표

2011년 목표 2011년 결과 2010년 결과 2009년 결과 2012년 목표 2011 2010 2009

고
객

고객 서비스
BT 전체 고객층의 성공을 나타내는 
측정치
 

회사 점수표를 사용하여 RTF 
(Right First Time: 처음부터 제대로) 
고객 서비스 개선
(16페이지 참조)

3%
2010년 이후 RFT 
서비스 개선 사항

10.5%
2009년 이후 RFT 
서비스 개선 사항

17%
2008년 이후 RFT 
서비스 개선 사항

그룹 고객 서비스 측정치는 지속적인 
RFT와 고객 문제 감소의 새로운 
측정치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2012년에 공개됩니다.

총 조정 수익 £20,076m £20,911m £21,431m 고
객

영국 소비자 가구당 평균 수익 £326 £309 £287

직
원

 

직원 참여 지표
직원 태도 설문을 통해 직원과 BT의 
관계를 평가한 측정치(5점 이내)

2010년 직원 참여 수준 유지 또는 
향상 3.61 3.58 3.61 2011년 직원 참여 수준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비용

£4,887m £5,004m £5,616m 

직
원

 

직원 수(정규직, 시간제, 공동 근무) 94,158 97,798 107,201
다양성1

BT 직원의 다양성 측정치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유지 이 
벤치마크 중 4개는 영국을 기반으로 
하며 다섯째는 전 세계의 다양성 
벤치마크입니다.

BT가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상위 10위권에 
포함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포함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포함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유지

알맞은 재무 지표를 개발하지 못함

H&S: 재해 발생률1 
12개월 이동 평균 근무 시간 1백만 
시간당 비율로 나타내는 재해 건 수

1.80건으로 감축
(17페이지 참조) 2.25건 2.09건 1.60건 2.0건으로 감축 재해로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해 

발생하는 사업 비용  £6.1m £5,616m £7m

H&S: 병가 비율
병가로 결근한 달력 일수를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백분율

병가로 결근한 달력 일수를 2.21%로 
감축  2.41% 2.46% 2.17% 병가로 결근한 달력 일수를  

2.29%로 감축
BT 병가 수당 비용  £90.1m £95.4m £85.2m

공
급
업
체 공급업체 관계1

연간 공급업체 설문을 기반으로 
BT와 공급업체의 관계에 대해 
평가한 측정치

다음 질문에 따라 80% 이상 달성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어떻습니까?'

86% 86% 85% 다음 질문에 따라 80% 이상 달성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어떻습니까?'

외부 공급 기반에 소비하는 총 비용 £11.3bn £12.0bn £13.0bn

공
급
업
체

윤리 교육 
BT의 공급망 인권 표준 적용 측정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보통인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100% 조치 (17페이지 참조)

70 
위험 평가 후 100% 
조치

180 
위험 평가 후 100% 
조치

78 
위험 평가 후 100% 
조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보통인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100% 조치

공급업체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 영향을 개선하기로 동의하는 
조달 계약의 가치

86% 
공급업체 지출 중

86% 
공급업체 지출 중

83% 
공급업체 지출 중

사
회

 개
선 사회 투자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17페이지 참조) 1.9% 1.05% 1.01%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투자
(시간, 현금 및 현물 지원)

£27.6m £26.4m £25.0m

사
회

 개
선

커뮤니티 효과 측정
BT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98% 96% 91% 2011년 안에 이 측정치 갱신

환
경 CO2 해당 물질(CO2 e) 배출량

BT 기후 변화의 영향 측정치
2020년 12월까지 CO2e 배출 집약도를 
1997년 수준 대비 80%까지 감축 
2008년에 정한 목표

CO2e 759,0002 톤
53% 감축
59% 집약도
감축

CO2e 787,0002 톤 
52% 감축 

57% 집약도 
감축

CO2e 835,0002 톤 
49% 감축 

55% 집약도 
감축

2020년 12월까지 CO2e 배출 
집약도를 1997년 수준 대비  
80%까지 감축 2008년에 정한 목표

총 에너지 비용 
(전기 차량 연료 + 가스 + 석유 + 
여분의 발전기를 위한 디젤. 영국 및 
아일랜드만 해당)

£243m £285m £247m

환
경

매립 폐기물 및 재활용1

BT의 자원 이용 측정치
BT Group에서 쓰레기 매립량을 
2010년 수준의 10%까지 감축
(17페이지 참조)

69% 
2010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15% 
2009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17% 
2008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BT Group에서 쓰레기 매립량을 
2011년 수준의 20%까지 감축

재활용 수입

매립세 절감

폐기물 비용

£5.65m

£1.87m£ 

(5.49m)

£6.65m

£0.96m£ 

(4.75m)3

£7.42m

£1.15m£ 

(4.78m)3

영국만 해당 순 폐기물 감소s/ (비용) £2.03m £2.86m3 £3.79m3

집
약
도

윤리 경영 성과 측정치
BT 직원 인식 및 교육의 성공 
지수(5점 이내)

2010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향상(5부터) 4.16 4.10 2011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향상(5부터)
수익 지원 
(고객이 지속 가능성 구성  
요소에 입찰)

£2.1bn £2.1bn £1.5bn 집
약
도(새로운 측정치)

 

핵심 CR 지표 

올해 업무 평가

비재무 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연결된 보고 프레임의 원칙에 따라 이 
표에는 환경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BT의 직접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표의 정보는 연차 보고서 및 
양식 20-F 2011에 있습니다.

1  미래 전략 우선 순위를 자세히 반영하는 KPI 측정을 새로 개발하는 동안에는 2012년부터 핵심 
성과 지표와 반대로 이 측정치를 성과 지표로 보고해야 합니다.   
 

2  CO2 해당 물질 배출량이 금년과 작년에 변경되어 정부에서 게시한 배출 요소의 변화와 그 밖에 
비물질적인 수정 내용 반영

3  이 측정치의 범위를 구체화한 후 변경   



21

핵심 지표 비재무 지표 재무 지표

2011년 목표 2011년 결과 2010년 결과 2009년 결과 2012년 목표 2011 2010 2009

고
객

고객 서비스
BT 전체 고객층의 성공을 나타내는 
측정치
 

회사 점수표를 사용하여 RTF 
(Right First Time: 처음부터 제대로) 
고객 서비스 개선
(16페이지 참조)

3%
2010년 이후 RFT 
서비스 개선 사항

10.5%
2009년 이후 RFT 
서비스 개선 사항

17%
2008년 이후 RFT 
서비스 개선 사항

그룹 고객 서비스 측정치는 지속적인 
RFT와 고객 문제 감소의 새로운 
측정치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2012년에 공개됩니다.

총 조정 수익 £20,076m £20,911m £21,431m 고
객

영국 소비자 가구당 평균 수익 £326 £309 £287

직
원

 

직원 참여 지표
직원 태도 설문을 통해 직원과 BT의 
관계를 평가한 측정치(5점 이내)

2010년 직원 참여 수준 유지 또는 
향상 3.61 3.58 3.61 2011년 직원 참여 수준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비용

£4,887m £5,004m £5,616m 

직
원

 

직원 수(정규직, 시간제, 공동 근무) 94,158 97,798 107,201
다양성1

BT 직원의 다양성 측정치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유지 이 
벤치마크 중 4개는 영국을 기반으로 
하며 다섯째는 전 세계의 다양성 
벤치마크입니다.

BT가 5개의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중 상위 10위권에 
포함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포함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포함

BT가 주요 다양성 벤치마크 5개  
중 4개에서 상위 10위권 유지

알맞은 재무 지표를 개발하지 못함

H&S: 재해 발생률1 
12개월 이동 평균 근무 시간 1백만 
시간당 비율로 나타내는 재해 건 수

1.80건으로 감축
(17페이지 참조) 2.25건 2.09건 1.60건 2.0건으로 감축 재해로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해 

발생하는 사업 비용  £6.1m £5,616m £7m

H&S: 병가 비율
병가로 결근한 달력 일수를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백분율

병가로 결근한 달력 일수를 2.21%로 
감축  2.41% 2.46% 2.17% 병가로 결근한 달력 일수를  

2.29%로 감축
BT 병가 수당 비용  £90.1m £95.4m £85.2m

공
급
업
체 공급업체 관계1

연간 공급업체 설문을 기반으로 
BT와 공급업체의 관계에 대해 
평가한 측정치

다음 질문에 따라 80% 이상 달성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어떻습니까?'

86% 86% 85% 다음 질문에 따라 80% 이상 달성 
'귀사와 BT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어떻습니까?'

외부 공급 기반에 소비하는 총 비용 £11.3bn £12.0bn £13.0bn

공
급
업
체

윤리 교육 
BT의 공급망 인권 표준 적용 측정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보통인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100% 조치 (17페이지 참조)

70 
위험 평가 후 100% 
조치

180 
위험 평가 후 100% 
조치

78 
위험 평가 후 100% 
조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보통인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100% 조치

공급업체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 영향을 개선하기로 동의하는 
조달 계약의 가치

86% 
공급업체 지출 중

86% 
공급업체 지출 중

83% 
공급업체 지출 중

사
회

 개
선 사회 투자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17페이지 참조) 1.9% 1.05% 1.01%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투자
(시간, 현금 및 현물 지원)

£27.6m £26.4m £25.0m

사
회

 개
선

커뮤니티 효과 측정
BT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

90% 이상으로 평가 점수 유지 98% 96% 91% 2011년 안에 이 측정치 갱신

환
경 CO2 해당 물질(CO2 e) 배출량

BT 기후 변화의 영향 측정치
2020년 12월까지 CO2e 배출 집약도를 
1997년 수준 대비 80%까지 감축 
2008년에 정한 목표

CO2e 759,0002 톤
53% 감축
59% 집약도
감축

CO2e 787,0002 톤 
52% 감축 

57% 집약도 
감축

CO2e 835,0002 톤 
49% 감축 

55% 집약도 
감축

2020년 12월까지 CO2e 배출 
집약도를 1997년 수준 대비  
80%까지 감축 2008년에 정한 목표

총 에너지 비용 
(전기 차량 연료 + 가스 + 석유 + 
여분의 발전기를 위한 디젤. 영국 및 
아일랜드만 해당)

£243m £285m £247m

환
경

매립 폐기물 및 재활용1

BT의 자원 이용 측정치
BT Group에서 쓰레기 매립량을 
2010년 수준의 10%까지 감축
(17페이지 참조)

69% 
2010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15% 
2009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17% 
2008년 이후 매립 
폐기물 감소

BT Group에서 쓰레기 매립량을 
2011년 수준의 20%까지 감축

재활용 수입

매립세 절감

폐기물 비용

£5.65m

£1.87m£ 

(5.49m)

£6.65m

£0.96m£ 

(4.75m)3

£7.42m

£1.15m£ 

(4.78m)3

영국만 해당 순 폐기물 감소s/ (비용) £2.03m £2.86m3 £3.79m3

집
약
도

윤리 경영 성과 측정치
BT 직원 인식 및 교육의 성공 
지수(5점 이내)

2010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향상(5부터) 4.16 4.10 2011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향상(5부터)
수익 지원 
(고객이 지속 가능성 구성  
요소에 입찰)

£2.1bn £2.1bn £1.5bn 집
약
도(새로운 측정치)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목표의 종료 날짜는  
2011년 3월 31일

2010년 목표 달성

2010년 목표 실패

진행 중인 목표

기호 설명

올해 업무 평가 계속

BT GROUP PLC 2011 지속 가능성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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