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나은 미래(Better Future) 보고서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비즈니스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BT의 
활동 현황과 성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연결(Better connected), 더 적은 
리소스로 보다 나은 성과 달성(Better with less), 
보다 나은 삶(Better lives) 그리고, 보다 나은 
기업(Better business) 등 4개 영역에서 2012
년 BT가 어떤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요약 

설명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Better Future) 
온라인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온라인 연간 보고서 
www.bt.com/annualreport

본 개요의 목차:온라인 보고서: 

보고서 공유: 2012 연간 보고서: 주요 수상 내역: 

BT의 온라인 보고서 전문에서는 2012년 
성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BT의 통찰력, 기술 및 인력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전 세계 고객과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장 및 CEO 메시지

보다 나은 미래(Better Future) 전략

보다 나은 연결(Better connected)

더 적은 리소스로 보다 나은 
성과 달성(Better with less)

보다 나은 삶(Better lives) 

경영진

올해의 성과

보다 나은 기업(Bette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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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보다 나은 미래(Better Future) 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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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CEO 메시지

BT는 자체 인력, 제품 및 서비스 
등 필요한 리소스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리더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 전략은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운영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에 대하여
BT는 한해 동안의 성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BT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AA1000(AS)
에 따라 RQA가 검증했으며 GRI G3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BT의 보다 나은 미래(Better Future) 전략

이안 리빙스턴
(Ian Livingston) 
CEO

보다 나은 연결

BT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나 사는 곳에 

관계 없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보다 나은 연결

더 적은 리소스로 보다 나은 성과 달성

BT는 사람들이 지구의 환경적 제약 조건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의 선(net good)’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더 적은 리소스로 보다 나은 성과 달성

보다 나은 기업

BT는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고려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여러 ‘기초’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보다 나은 기업

1년 전, BT의 전략 우선순위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비즈니스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BT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또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본 보고서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

(Better Future) 온라인 연간보고서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로 여는 미래

BT의 25억 파운드에 이르는 투자는 매우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 전역에 파이버 브로드밴드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훨씬 쉽게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T는 전세계 그 누구보다 훨씬 빠르게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화상 통화를 통해 

가정에서 회의와 업무를 진행하는 등 스마트한 업무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BT는 중앙 및 지방 정부, EU와 합작 투자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파이버 브로드밴드의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 BT는 올 하반기에 보다 나은 미래 전략에 
포함될 몇 가지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를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이후, 탄소 배출원단위(Carbon Emissions Intensity)가 

60%나 감소했습니다. 당시 BT는 2020년까지 80%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여전히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풍력 및 

태양열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책 담당자들의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조직은 물론, 고객, 파트너 및 

공급 업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유지하면서 

주주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안 리빙스턴(Ian Livingston) 

CEO 

2012년 5월

마이클 레이크 경(Sir Michael Rake)

회장 

2012년 5월

마이클 레이크 경
(Sir Michael Rake) 
회장

보다 나은 삶

BT는 자사의 기술과 인력이 전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보다 나은 삶온라인 추가 자료:
경영 자문 위원회 의견
경제적 영향
인증 내역
GRI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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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문의 시 해결’은 BT의 주요 고객 서비스 측정 

지표입니다. 이는 BT가 고객과 한 약속을 어느정도 

지키는지 측정합니다. 

BT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고객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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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나 사는 곳에 

관계 없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버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

BT는 올해 영국 전역에 파이버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으며, 자본과 사람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예정된 

일정보다 1년을 앞당겨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보다 빠른 속도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BT가 

파이버 브로드밴드를 구축하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들을 보다 쉽게 

연결함으로써 시간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BT는 사람들이 디지털 의료, 교육 및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할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
BT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문의하기 
편하며 처리하기 쉽도록 하는 ‘최초 문의 시 해결
(RFT: Right First Time)’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같은 문제로 두 번씩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고객 센터로 전화한 개인 
고객 중 82%는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BT 리테일 고객과의 상호작용 중 60%는 현재 
고객이 BT와의 거래 시간, 장소 및 방법을 결정하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통적인 문의 사항과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점차 소셜 미디어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채널에는 
자체 도움말 페이지, 라이브챗(LiveChat) 및 
커뮤니티 포럼은 물론,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이 포함되며, 
2012년 @BTCare Twitter 계정의 팔로워는 62%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통합 확대

많은 사람들이 이미 BT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통해 사회적,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BT의 ‘겟 잇 투게더(Get IT Together)’ 캠페인은 

이와 같은 추세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출범 이후, 5만

2천명의 사람들이 겟 잇 투게더 웹 사이트의 

리소스를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련의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도록 돕기 위해, BT의 모든 

역량을 사회 경제적 소외 계층을 돕고 낮은 

브로드밴드 보급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층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지만, BT는 2012년 말까지 10만 명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콘월(Cornwall)에서 진행되는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발레리(Valerie)는 최근 발견한 이 

온라인 스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연락을 취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가족과 즉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손자들이 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후, 

내 삶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한, BT는 전 세계적으로 여타 많은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 고객 서비스와 경험   

- 디지털 통합 활동  

- 데이터, 개인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는 방법  

-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 활용

보다 나은 연결

BT.com 한 주 평균 방문자

190만 명
파이버를 통해 여는 우리의 미래

1천만 영국 가구 

연결

2014년 말까지 전체 영국

가구 중  2/3 연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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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솔루션 개발

IT 업계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15%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www.smart2020.org)

BT는 스마트한 저탄소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전역의 350개의 방카 시비카(Banca Civica) 지사를 

위해 개발한 자동화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탄소 

배출을 1/4로 줄였으며, 이를 통해 이 은행은 연간 

40만 유로(34만6천 파운드)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카 시비카의 효율화 담당 이사인 미구엘 앙헬 

카스트로(Miguel Angel Castr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nmotics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전기 

요금이 해당 지역 내 일부에서는 33%나

인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지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25%의 전력 

소비 수준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영국에서 탄소감축서약(Carbon Reduction 

Commitment)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 등과 

같은 기술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BT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월 150개 신규 

건물에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은 평균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기 기회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품 관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
BT는 공급 업체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중 하나로 
캠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의 
디자인 공학 센터(Engineering Design Centre)를 
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공학 센터 소장인 존 클락슨 교수(John 
Clarkson)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디자인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설계 도구를 개발하는 컨소시움을 
선도하는 BT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발전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 관리 보고 

시스템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습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  고객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BT 

- BT의 탄소 배출 및 물 소비에 대한 노력  

- BT의 직접적인 환경 영향에 대하여 

- BT의 탄소 계정 

더 적은 리소스로 보다 나은 성과 달성

BT는 사람들이 지구의 환경적 제약
조건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의 선(net 
good)’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 
1990년 대 부터, BT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공급자 
및 고객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화해 모든 인류를 
위한 저탄소 솔루션을 생산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탄소배출의 최대 요인입니다. BT는 3년
연속 에너지 소비를 줄였습니다.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T의 에너지 소비는 
3.3%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1년보다 2%를 
절감한다는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BT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2천190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목표는 2012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1.5% 절감하는 것입니다.

BT는 소비재 제품에 사용되는 A-G 등급과 같은 
일련의 에너지 라벨링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낮은 

탄소 에너지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T의 1997년 대비 부가가치 단위당 탄소 배출원단위 

누적 감축액(BT의 GDP 기여)

BT는 영국 내 탄소 배출을 성공적으로 측정, 관리 및 
감축하기 위한 카본 트러스트 스탠다드(Carbon Trust 
Standard) 인증을 받았습니다.

60%
BT의 KPI
BT의 전세계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탄소 배출원단위= CO2e/부가가치

(=EBITDA + 직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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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삶

BT는 자사의 기술과 인력이 전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지원 
BT 고객 중 상당수는 BT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 또는 개선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기술이 

현저한 차이를 만드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영국에서 체결한 NHS 계약은 효율성 

향상과 보다 우수한 환자 진료 서비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BT는 원거리 컨설턴트들에게 화상 회의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뇌졸중 진단 시간을 몇 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레이 텔레스트로크(Surrey Telestroke)의 임상 

책임자인 아드리안 블라이트(Adrian Blight)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스캔 파일을 검토하고 온라인으로 결과를 
테스트하며 고해상도 비디오 링크를 
통해 환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현장 의료팀 및 걱정하는 환자 
가족들과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홈 오피스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선 활동 지원 
BT의 직원 및 기술은 영국 최대 규모의 모금 

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BBC의 ‘칠드런 인 

니드(Children in Need)’와 ‘스포트 릴리프(Sport 

Relief)’를 지원했으며, 전 세계 각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

스포트 릴리프’ 모금 방송에서만, BT 통신망은 초당 

최대 134통화를 처리했습니다. 

전 세계 BT 직원들은 미국, 인도 및 콜롬비아 등의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IT 스킬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파니 고메즈(Fanny Gomez)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BT는 지난 10년 간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어왔던 것들을 현실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청각 장애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BT! 

마이도네이트(MyDonate) 출범 
BT의 마이도네이트(MyDonate) 기부 플랫폼은 

2011년 4월 출범했으며 유일하게 서비스 요금 

또는 커미션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3,000개

이상의 자선 기금이 마이도네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주 약 100개의 신규 자선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기술 육성 
BT는 청소년들의 통신 및 협업 스킬을 육성하고, 

이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인 ‘겟셋

(Get Set)’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 및 기술 육성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 BT 솔루션 이용현황   

- 지역 사회 지원  

- 청소년 지원 

3천850만
파운드

2012년 BT 직원과 기술을 통해 모금한 자선 기금

2012년 교육 및 기술 육성 웹 사이트 방문자 수

420,000명 
방문

지역 사회
투자(시간,
현금 및
현물 지원)

제세 공제 전
수익 비율

24
25

31
30

22
21
20

23

28
29

27
26

2011 20122010

1.1%

£m

£2
7.
6

£2
6.
4

£3
1.
9

1.9% 1.5%

BT의 KPI
지역 사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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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는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고려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여러 ‘기초’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한 BT의 노력은 보다 

나은 미래 전략의 다른 영역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점점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 구현

BT 직원들이 바로 BT 사업의 주역들입니다.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직원 또는 주요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모든 직원들을 통해 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 안전 및 웰빙

2012년 BT는 건강 및 안전과 함께 웰빙을 전략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 그 접근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어 건강 증진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달 및 공급망
2012년 BT는 자사의 공급망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업무 방식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공급 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자체 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 업체들에게 보다 지속 가능한 업무 방식을 
장려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윤리 의식과 부패 및 뇌물 방지

2011년 7월 영국 뇌물법(UK Bribery Act)이 
발표되면서 2012년 BT의 접근 방식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BT
는 윤리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BT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뇌물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부패 및 뇌물 수수 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BT 운영 조직 전반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추가 자료  

- 윤리, 부패 및 뇌물 방지 

-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조달 및 공급망  

- 혁신 및 연구 

- 인권 

보다 나은 기업

BT의 KPI
직원 인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성과 측정(5점 척도)

2011

4.16

2010 2012

4.10

4.19

2011

2.46%

2010

2.41%

2012

2.16%

BT의 KPI
병가로 인해 결근한 달력 일수 비율

BT의 KPI
직원 몰입도 측정(5점 척도)

2011

3.61

2010 2012

3.58

3.68

BT의 KPI
100%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현장 
공급업체 평가 수

2011

33

2010 2012

32

54
지속 가능성 요소를 포함한 고객 입찰 가치

2011

£2.1bn£2.1bn

2012

£2.7bn

2010

6



핵심 지표 비 재무 지표 재무 지표

2012년 목표a 2012 현황 2011 2010 2013년 목표a 2012 2011 2010

고객 서비스 –  
전체 고객층 전반에 걸친 
성공도 측정치 

그룹 고객 서비스(Group 
Customer Service) 측정 
기준은 지속적인 RFT와 
고객 문제 감소(Customer 
Issue Reduction)라는 새로운 
측정치로 구성됩니다. 결과는 
2012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2011년 이후 
RFT 서비스를 
통해 3% 향상

2010년 이후 
RFT 서비스를 
통해 3% 향상

2009년 이후 
RFT 서비스를 

통해 10.5% 
향상

그룹 고객 서비스(Group 
Customer Service) 측정 
기준은 지속적인 RFT와 고객 
문제 감소(Customer Issue 
Reduction)로 구성됩니다. 
결과는 2013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매출 £19,307m £20,076m £20,911m

소비자 가구당 평균 
매출(영국)

£343 £326 £309

직원 몰입도 지표 - 
연간 직원 태도 조사를 통한 
직원들과 BT의 관계 성공도 
측정치

2011년 직원 몰입도 수준 
유지 또는 향상b

3.68 3.61 3.58 2012년 직원 집중도 수준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비용 £4,885m £4,887m £5,004m

직원 수(정규직, 시간제 
및 잡 셰어링)

90,520 94,158 97,798

H&S: 병가 비율 - 
 12개월 연속 평균을 
기준으로 병가로 인해 결근한 
달력 일수를 백분율로 표시

병가로 인한 결근 일 수 2.29% 
감소

2.16% 2.41% 2.46% 병가로 인한 결근일 수 2.05% 
감소

BT 병가 수당 비용 £80m £90.1m £95.4m

윤리적인 거래 -  
BT의 공급망 인권 표준을 
적용한 측정치

윤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보통인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100% 후속 조치 달성

149개 위험도 
평가(100% 
후속 조치)

70개 위험도 
평가(100% 
후속 조치)

180개 위험도 
평가(100% 
후속 조치)

 

윤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위험도가 높거나 보통인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100% 후속 조치 달성

공급업체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 영향을 
개선하기로 동의한 조달 
계약 금액

공급 업체 
지출의 

87% 

공급 업체 
지출의 

86%

공급 업체 
지출의 

86%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투자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1.5% 1.9% 1.05% 최소한 기본 세전 수익의 1% 
투자 유지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의 
투자(시간, 현금 및 현물 
지원)

£31.9m £27.6m £26.4m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 -  
BT의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측정치

2020년 12월까지, BT 그룹은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를 
1997년 수준 대비 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 2008년
수립한 목표

CO2e 
757,000 톤 

53% 감소 
60% 원단위 

감소

CO2e 
772,000 톤

53% 감소
58% 원단위 

감소

CO2e 
786,000 톤

52% 감소
57% 원단위 

감소

2020년 12월까지, BT 그룹은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1997년 수준 대비 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 
2008년 수립한 목표

총 에너지 비용 
(차량 연료 + 가스 + 
오일 + 보조 발전기를 
위한 디젤.; 영국 및 
아일랜드만 해당).

£256m £243m £285m

윤리경영 성과 측정 -  
BT 직원 인식 및 교육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수

2011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개선b

4.19 4.16 4.10  
(신규 측정치)

2011년 지수 점수 유지 또는 
개선.b

지속 가능성 요소가 
포함된 고객 입찰 가치

£2.7bn £2.1bn £2.1bn

 

2012년 활동 내역

a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목표는 2012년 3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b 5점 척도로 측정

2011년 달성한 목표2011년 달성 실패한 목표 진행 중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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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에서 보다 나은 미래 보고서 팀 

구성원들을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Niall Dunne,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BT Group 
@bluNiall

Emma Williams 
@ELWilliams_CSR 

Kevin Moss 
@KeviniMoss

Twitter 팔로우하기:

온라인 보고서 전문은 보다 나은 미래와 

관련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4개의 주요 집중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BT가 다음을 수행한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콜롬비아의 학교 내 디지털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영국에서 일정보다 1년을 앞당겨 파이버 

브로드밴드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쉽

-  챌린지 컵(Challenge Cup)을 통한 

혁신으로 BT에서 더 적은 리소스로 보다 

나은 성과 달성

-  BT의 지원 및 기술을 통해 ‘스포트 릴리프 

2012(Sport Relief 2012)’ 지원

-  BT의 과학 및 기술 분야 역량 육성

보다 나은 미래 온라인 보고서 
www.bt.com/betterfuture

본 보고서를 읽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rreporting@bt.com

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보다 나은 미래 보고서 팀따라서, 이 보고서가 기존 KPI를 이용하여 

작성된 마지막 보고서이며, 새로운 관리체계에 

따라 물러나는 기존 경영 자문 위원회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보고서로써 제공되는 지난 한 해에 

대한 전체 의견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업 전반에 걸친 통합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의 일환으로써, BT에 독립적인 외부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키는 것으로 자문 위원회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지속 가능성 과제와 관련하여 BT의 

동료(이전 및 현재 모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조나단 포릿(Jonathon Porritt), 마크 고이더
(Mark Goyder), 엘리자베스 라빌(Elisabeth 
Laville), 외르겐 란데르스(Jørgen Randers), 
닉 로빈스(Nick Robins)
2012년 5월 4일

자문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활동했으며, 

아래의 소속 표시는 오직 신원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BT의 경영 자문 위원회는 올해 4차례 

만나 BT의 보다 나은 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2012년 자문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나단 포릿(Jonathon Porritt) 

자문 위원회 의장, 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싱크 탱크인 Forum for the Future의 이사

마크 고이더(Mark Goyder) 

비즈니스 싱크 탱크인 Centre for Tomorrow's 

Company의 창립 이사

엘리자베스 라빌(Elisabeth Laville) 

파리에 위치한 지속 가능성 컨설팅 업체인 

Utopies의 설립자겸 이사 

 외르겐 란데르스(Jørgen Randers) 

노르웨이 비즈니스 스쿨(Norwegian Business 

School)의 기후 전략 담당 교수

닉 로빈스(Nick Robins) 

런던에 위치한 HSBC의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소장

경영 자문 위원회 의견

온라인 추가 자료:기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BT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우선 
순위와 보다 나은 미래 전략이 올 하반기에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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