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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역사의 굽이굽이이마다

통신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KT가 다시 한번 
통신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마음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기술. 
이것이 KT가 새롭게 열어가는

이 시대 진정한 통신의 의미입니다.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KT가 발간하는 열다섯 번째 통합보고서로서, KT가 추

진하고 있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소개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측면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KT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특징

본 보고서는 KT의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전략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KT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전체 보

고서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KT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한 경제 

성장’, ‘상생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사회’, ‘친환경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3대 지향점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포함한 

총 516개 사업장을 주요 보고 대상으로 하며 주요한 경영활동 사항

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의 활동도 포함하였습니다. 일부 정량 

데이터의 경우 시계열에 따른 추이를 보고하기 위해 최근 3개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작성기준 및 검증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포괄적 부합 기준(Comprehensive Option)을 준수하

였으며, 유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과 ISO 26000의 주요 어젠

다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무성과의 경우,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

았으며 그 결과는 검증의견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T ‘마음을 담다’ 캠페인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KT의 의지와 진정성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KT는 “마음을 담아” 고객의 관점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활용해 일상 속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T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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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국내 경제도 위축되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KT는 기업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을 혁신의 방향으로 삼아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고객發 자기혁

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KT는 고객의 마음을 담은 상품과 서비스로 따뜻

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는 135년 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 통신 역사를 이끌어온 통신 종가로서 ICT 산업 발전의 변곡점

마다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해왔습니다. 변화를 선도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KT는 5G, AI, Big 

Data, Cloud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DX)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 KT의 ICT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리딩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삶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중심에서 KT는 통신

사업자에 머물지 않고 ‘통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KT가 꾸준한 성장을 실현하고 사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관심 덕분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KT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상생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사회, 친환경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KT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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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EO   구 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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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노력이 담긴 15번째 통합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KT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회 의장 메시지

KT는 올해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비전 아래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된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KT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마다 함께 하며 따뜻한 위기 극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및 통신장비를 지원

하고, 119 대원들에게 ‘사랑의 밥차’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사랑의 도시락’ 지원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가나·라오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중 보건 개선에 기여해온 KT의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은 이제 ‘스마트 검역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도입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T는 따뜻한 기술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를 복원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삶과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발 맞추어 국내 최초의 프로보노 

활동인 IT서포터즈를 AI서포터즈로 탈바꿈하고,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IT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울러, KT는 매년 전사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실시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3년 연속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등 必 환경시대를 선도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KT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ICT 종가라는 책임 아래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 이사회도 이에 발맞추어 KT가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회 의장   김 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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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케이티

설립연도: 1981년 12월 10일

대표이사: 구현모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임직원 수: 23,372명

영업수익: 24조 3,421억 원

홈페이지: www.kt.com

KT 기업 개요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KT는 2009년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 합병 후 이동통신,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통신사업과 미디어/콘텐츠, 금융, 부동산, 기업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종

합 통신사업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 KT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였으며 전국 85개 시로 커버리지

를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인 결과 5G 가입자가 일반 무선전화 가입자의 약 10% 수준인 141만 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VR/AR, 블록체인, 커넥티드 카 등 미래 융합서비스를 본

격 사업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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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KT그룹은 ICT 역량 및 혁신기술과 41개 그룹사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리딩 그룹으로 도약하겠습니다.그룹사 현황

(단위: 천 명)

(단위: 십억 원)

2019년 12월 기준, KT의 총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5,342만 명으로 유무선 통신 통합 가입자 1위 사업자입니

다. 사업별 매출 합계는 24조 3,42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서비스별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자 수 

매출액  

서비스 2017 2018 2019

무선통신 1) 20,015 21,120 21,922

유선전화-PSTN 2) 12,201 11,637 11,052

유선전화-VolP 3,409 3,355 3,133

초고속 인터넷 8,758 8,729 8,962

IPTV 7,472 7,851 8,351

합계 51,855 52,692 53,420

1) 무선통신: CDMA, WCDMA, LTE, 5G, MVNO 

2) PSTN: 일반전화(사업용 비포함), 구내통신, ISDN, DID 합산 수치

사업 2017 2018 2019

무선 7,203.3 6,954.1 6,970.7

유선 4,901.1 4,745.1 4,697.1

미디어/콘텐츠 2,238.4 2,414.3 2,740.0

금융 3,528.3 3,444.9 3,411.8

상품 3,264.2 3,475.0 4,095.8

기타 서비스 2,252.0 2,426.8 2,426.7

합계 23,387.3 23,460.2 24,342.1

사업별 매출액  

* 실적 발표 자료, K-IFRS 연결 기준

서비스 이용자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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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성방송, ICT 기반의 컨텐츠&커머스, 미디어 플래닝, 모바일광고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미디어/컨텐츠

신용카드 서비스와 종합전자지불, 전자상거래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금융

스포츠와 데이터자산 운영,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기타

위성방송서비스

방송채널 

운영 및 제공

(콘텐츠 제작 포함)

광고대행 및

 광고매체판매

온라인 광고

대행 및 컨설팅

T커머스, 콘텐츠 

유통 및 ICT 사업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

웹소설/웹툰 유통 및 

플랫폼 운영 

(신규)

신용카드 매입 및 
발행사업

신용카드 등 
거래 승인 중계

신용카드 

결제인증서비스

모바일 기반

 전자상품권 판매/유통
신기술사업금융업

스포츠 종목 운영 IDC 서비스 제공 기업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KT 계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스팸차단 및 

번호검색 앱 서비스

금융권 콜센터 및 

IT인력 운영

kt 희망지음

주요 그룹사 현황 (2020년 6월 기준)

52
,6

92

2018

51
,8

55

2017

53
,4

20

2019

23
,3

87
.3

23
,4

60
.2 24

,3
42

.1

2017 2018 2019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보안, 위성솔루션, ICT 엔니지어링 등 최고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ICT/부동산

보안/경비 서비스 위성중계기 임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

콜센터 운영 및 

114번호안내사업 등

콜센터 운영 및 

114번호안내사업 등

공중전화 운영 및 

유지보수

해저통신케이블 및 
전력케이블 
건설/유지보수

IT서비스 전문기업
(ITO, SI 등)

Big Data 

플랫폼/분석

 솔루션 개발

IT서비스, 

보안솔루션 개발 및 

공인인증서 발급

유선 개통/AS 수행 유선 개통/AS 수행

MVNO 사업
TRS 및 IP-PTT 

단말유통,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시설 

운용/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설 

운용/유지보수
B2B 구매대행사업

유무선 통신상품 

판매/유통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등 자산/부동산 운용 임대주택관리 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기업 (PFV)

브랜드택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Autopion

APPENDIXOVERVIEW KT SUSTAINABILITY CHALLENGES KT SUSTAINABILITY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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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비전 및 핵심가치 KT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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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CT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온 KT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로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

한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KT는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KT는 ‘고객중심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상생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사회’, ‘친환경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한 미래’라는 3대 지향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한 세부 추진 체계를 중심

으로 전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 지속가능경영 

비전

지속가능경영 추진목표      

따뜻한 기술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국민기업

핵심가치

고객發 자기혁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제공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실력을 갖춘 당당하고

단단한 KT의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

조직의 벽을 넘어서는

수평적인 소통과 유연한

협업체계 강화

業의 본질에 집중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

KT의 존재 이유인 비전은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

다. KT의 임직원들은 비전의 달성을 위해 ‘고객중심’, ‘주인정신’, ‘소통/협업’, ‘본질/과정’을 핵심가치로 정립하여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KT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객중심으로 회

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인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부서 간의 벽을 허물

고 전체가 하나되어 움직이며 본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주인정신 소통/협업 본질/과정

지속가능경영 추진목표

KT Sustainability Foundations

지배구조 윤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인권 보호

따뜻한 기술 혁신

•미래역량기술 고도화

•AI 조직/인프라 강화

고객중심 경영

•고객중심 상품/서비스

•네트워크 안전성

인간존중

•인재육성 및 개발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상생경영

•마음을 담은 사회공헌

•지속가능한 공급망

친환경경영

•전사 환경경영체계 구축

•친환경 ICT 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관리/감축

KT Sustainability Challenges

고객중심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실현

상생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축

친환경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

KT INTEGRATED REPORT 2020

KT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합니다.

APPENDIXOVERVIEW KT SUSTAINABILITY CHALLENGES KT SUSTAINABILITY FOUNDATIONS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KT는 8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정의하고 그룹별 참여 프로세스를 마련

하여 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기대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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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대표 통신기업으로서 2016년 4월,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의 전사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계획의 수

립과 실행, 성과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구입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고 활동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실행 조직인 지속가능경영단을 운영하는 한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경

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피드백

안건 발굴 및 실행

보고

보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단

분과 의원회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

자문

이사회 기관

실무 기관

실행조직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그룹 사회공헌 위원회

•그룹 공동 프로젝트

•임직원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

환경경영위원회

•온실가스 절감

•에너지 선순환

•환경규제 준수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정책

•협력사 분쟁 조정

•관련 규제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2019년 이해관계자별 가치 배분

2,697.7억 원

현금 배당금 총액

주주ㆍ투자자

1조 9,003.7억 원

연간 임직원 급여

임직원

1조 5,301.5억 원

협력사 구매비 및 용역비 총액

협력사

986.6억 원

기부금 비용

지역사회

고객

•서비스 품질

•고객 건강 및 안전

•VOC

• 고객-풀 운영  

(정기조사 연 3회, 

비정기조사 연 4~5회)

•온라인 정기조사(연 2회)

• 대학생 상품체험단 

(연간 8개월 운영)

•가구 패널(연간 운영)

• 고객 상품검증단 

(연간 운영)

주주ㆍ투자자

• 매출/이익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

•규제 및 경쟁 환경

•주주 환원 정책

•주주총회(연 1회)

•CEO 경영 설명회(연 1회)

• 실적 발표(분기 1회 공시,  

컨퍼런스 콜)

•IR 뉴스(월 1~2회)

• 국내/해외 기업설명회 

(NDR, 수시)

•IR 홈페이지 운영(상시)

정부ㆍ미디어

•법규 준수

•정부 정책 적극 참여

•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개

•보도자료(수시)

• 기자 간담회 및 공청회 

(수시)

• 홈페이지 홍보채널 운영 

(상시)

임직원

•일과 가정의 양립

•인재 개발

•경력 관리

•노사협의(분기 1회)

• 지역 노사협의회,  

단위 노사협의회,  

노사정책협의회  

(상설기구, 수시집행)

•경영설명회(정기/비정기)

• 고충처리센터 KT119 

(수시, 오프라인)

• 사보/사내 뉴스/ 

사내 온라인 토론방/  

수시 메시지(수시)

참
여

 채
널

 및
 빈

도

이해관계자 그룹

주
요

 관
심

 영
역

•동반성장

•ICT 생태계 활성화

•PARTNER’S CAMP(수시)

•정보공유협의체(수시)

• 찾아가는 동반성장 간담회 

(수시)

• KT 파트너스 협의회 

(수시)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복지

•사회공헌

• 간담회, 설문조사, SNS,  

홈페이지(수시)

• 지역아동센터 지원 

(꿈품센터, 상시)

•IT 교육(수시)

• 대학생 봉사단 

(연간 운영)

•ICT 기술 개발

•산학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 KT 경제경영연구소  

운영(상시)

• ICT 연구사이트  

‘DIGIECO’ 운영(상시)

• 대학/연구소와의  

공동 기술 연구(수시)

• FUTURE ON  

홍보관 운영(상시)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상시)

•환경보전

•친환경 서비스 개발

•환경경영위원회(수시)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연 2회, Scope 1, 2, 3)

참
여

 채
널

 및
 빈

도

협력사 지역사회 학계ㆍ전문가 환경

주
요

 관
심

 영
역

이해관계자 그룹 및 참여채널

KT INTEGRATED REPORT 2020 APPENDIXOVERVIEW KT SUSTAINABILITY CHALLENGES KT SUSTAINABILITY FOUNDATIONS



지속가능경영 이슈 분석 

12 13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이슈풀 구성]

국제 가이드라인 벤치마킹, 동종업계 분석, 

이해관계자 이슈 분석, KT 경영이슈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 목록(총 364개 이슈로 구성)을 

작성하고, 이 중 내외부 중요도를 

반영하여 총 30개 지속가능성 

이슈를 선별하였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 벤치마킹

• 내용 : 지속가능경영•통신산업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분석 

• 대상 : GRI Standards, ISO 26000, IIRC IR  

Framework, DJSI, UNGC, UN SDGs, CDP 

 

동종업계 분석

• 내용 : 국내 및 해외 통신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통신산업 내 중요 이슈들을 검토 및 고려

• 대상 : 글로벌 통신기업 및 국내 통신기업 보고서

 이해관계자 이슈 분석

• 내용 : 투자자, 정부, 미디어 조사 등 이해관계자 제기 이

슈를 검토하여 2019년 KT 및 통신산업 관련 이슈 도출

• 대상 : 지면 매체, 온라인 매체, 방송매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투자자 의견, 정책 및 규제

KT 경영이슈 분석

• 내용 : KT 경영환경을 둘러싼 경영전략 분석, 내부문서 

검토, 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경영이슈 도출

• 대상 : 사업전략 보고서 등 내부 문서, 담당자 인터뷰

지속가능성 이슈 식별 

 

Identifying 

Sustainability 

Issues

STEP 1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도출

 

Prioritizing 

Sustainability

Issues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총 7,613명을 대상으로  

KT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및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 기간 : 2020년 5월 11일~20일(1.5주간) 

• 참여 : 총 7,613명 내부 임직원 7,328명, 외부 285명 

(고객, 주주•투자자, 정부•미디어, 협력사, 지역사회, 

학계•전문가, NGO 등)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지속가능성 이슈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위해 개별 이슈와 KT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성 및 

재무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 전략적 연계: 중장기 목표 달성 관점 및  

사업적 연관성 분석

• 재무적 영향: 수익 창출 및 기회요인, 비용 절감  

기회 및 비용 증가 심각도, 현재 리스크 대응 및  

향후 발생 시 심각도 관점에서 분석

STEP 2

타당성 검증 

Validating 

Material Issues

KT는 도출된 이슈에 대해 내부 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영향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이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 이슈 선정

• GRI Standards 적용

• 외부 전문가 및 경영진 검토

•  유효성 검증 및 30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제3자기관 검증

STEP 3

KT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100-400 기준을 중심

으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IR 프레임워크 방법론을 참조하여 매년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 선정 과정 및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검증기준인 AA1000이 요구하는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의 3대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영역 중대성지속가능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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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Challenges

따뜻한 기술 혁신 1 ICT 기술을 통한 고객의 삶의 변화 중대이슈

5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중대이슈

11 경영성과 및 경제적 가치 창출 중대이슈

17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다른 산업의 혁신 리딩 핵심이슈

27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일반이슈

24 환경혁신 서비스 확대 일반이슈

고객중심 경영 2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중대이슈

3 고객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중대이슈

10 고객 중심의 상품/서비스 개발로 고객경험 혁신 중대이슈

12 고객發 자기혁신을 통한 고객중심경영 중대이슈

16 브랜드 관리 및 시장 선도 핵심이슈

인재 육성 및 개발 6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중대이슈

8 공정한 평가 및 성과 보상 중대이슈

13 임직원 안전보건 보장 핵심이슈

14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핵심이슈

마음을 담은

사회공헌 

22 따뜻한 국민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확대 일반이슈

26 재난구호 및 지역사회 기여 일반이슈

30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일반이슈

지속가능한 

공급망

19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핵심이슈

25 협력사 동반성장 확대 일반이슈

친환경경영 21 환경경영 추진 및 환경 악영향 최소화 일반이슈

23 에너지 저감 및 효율성 관리 일반이슈

28 자원책임 및 효율성 관리 일반이슈

29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 일반이슈

Sustainability 
Foundations

지배구조 7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중대이슈

윤리•컴플라이언스 4 윤리 및 정도경영 확립 중대이슈

9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중대이슈

리스크 관리 18 전략적 리스크 관리 핵심이슈

인권 보호 15 인권보호 및 존중 핵심이슈

20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핵심이슈

KT INTEGRATED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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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 

14 15

KT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속가능성 이슈 전체를 통합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KT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이해관

계자 영향력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이슈들에 대해 대내외 경영 환경과 KT의 대응 전략, 장기 목표에 대

해 별도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슈 설명

대한민국 ICT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온 KT가 이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ICT 기술로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KT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며 고객의 필요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CT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는 고객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추진 전략

• AI, 음성합성 기술 등 KT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마음을 담다’ 캠페인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견인

• 5G와 AI 기반 융합 ICT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협력 TF’ 신설

1. ICT 기술을 통한 고객의 삶의 변화

이슈 설명

KT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며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는 2018년 설치된 컴플라이언스위원회와 

컴플라이언스사무국을 중심으로 전사 윤리•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등 주요 이슈를 8대 분야로 선정하고 사업/지원부서 및 

지역 광역본부를 대상으로 전사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한 

준법 자율점검과 정기점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실제 업무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서약, 

윤리경영 교육, 소통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 2018년 반부패•반뇌물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및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설치

• 2019년 부패 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도급 리스크, 부정경쟁 방지, 기술탈취 근절 등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4. 윤리 및 정도경영 확립

이슈 설명

KT는 국가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네트워크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T는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네트워크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65,469회의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진 전략

• 2019년 AI 장애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선 코어망과  

IP 코어망에서의 장애 예측

• 2020년 AI 장애 예측 정확도 개선 및 관제업무  

자동화 예정

2.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이슈 설명

통신산업은 비용 중심의 경쟁방식과 성장이 정체된 시장 현황으로 인해 

새로운 변곡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T는 기존 통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신규 5G 시장과 B2B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화/지능화된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통해 핵심사업의 

지속 성장과 이익 창출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 핵심사업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고객 중심 사업 수행 체계로  

전환하고 단순 접속/연결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성장

• B2B 분야는 타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제휴/협력과 KT만의 차별화된  

Delivery 역량을 통해 성장 추진

5.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이슈 설명

KT는 고객 정보의 수집 단계부터 파기 단계까지 전 Life Cycle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최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 

고객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변경 또는 신규 도입 시 사전에 

침해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 KT, 그룹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교육, 자가점검 실시

• 임직원 정보보안 서약, 매월 전사 Security Day 정보보안 점검, 보안신고센터 운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의심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

3. 고객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이슈 설명

기술의 진보, 시장의 다변화, 고객 요구의 다양화 등 내외부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전문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KT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KT는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직무 연차와 역량 수준을 고려한 

철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사업 견인을 위해 AI 인력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AI/Cloud 개발자와 현장의 AI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 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Cloud 개발자 육성코스’ 및  

‘현장 AI 인력양성 코스’ 신규 운영 

• 2020년 2월 'AI One Team' 산학연 인재양성 협력 체결을 통해  

AI 인재 생태계 조성 전개

6.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KT INTEGRATED REPORT 2020 APPENDIXOVERVIEW KT SUSTAINABILITY CHALLENGES KT SUSTAINABILITY FOUND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