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재무지표

APPENDIX 재무성과
구분 2016 2017 2018

연결재무상태표

유동자산 9,793,588 9,672,412 11,894,252

비유동자산 20,944,427 20,058,498 20,294,578

자산총계 30,738,015 29,730,910 32,188,830

유동부채 9,482,205 9,474,162 9,387,704

비유동부채 8,326,807 7,046,148 8,069,846

부채총계 17,809,012 16,520,310 17,457,550

자본금 1,564,499 1,564,499 1,564,499

주식발행초과금 1,440,258 1,440,258 1,440,258

이익잉여금 9,790,768 9,988,396 11,328,8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32 30,985 50,158

기타자본구성요소 -1,217,934 -1,205,302 -1,181,083

비지배지분 1,352,844 1,391,764 1,528,589

자본총계 12,929,003 13,210,600 14,731,280

부채와 자본총계 30,738,015 29,730,910 32,188,830

연결요약포괄손익계산서

영업수익 22,786,989 23,387,267 23,460,143

영업비용 21,303,686 22,011,981 22,198,621

영업이익 1,483,303 1,375,286 1,261,522

기타수익 365,872 287,388 215,998

기타손실 462,474 573,549 319,895

금융수익 296,139 406,328 374,243

금융원가 515,087 644,531 435,659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순손익 지분 2,599 -13,892 -5,46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70,352 837,030 1,090,742

법인세비용 335,780 275,504 328,437

계속영업당기순이익 834,572 561,526 762,305

당기순이익 834,572 561,526 762,305

기타포괄손익 -5,670 -68,288 -54,628

(2018. 12. 31. 기준)

주주 구성
주주 주식 수㈜ 지분율(%)

자사주 15,967,040 6.12

외국인 126,565,310 48.47

국민연금공단 31,823,426 12.19

우리사주조합 1,188,070 0.46

국내기관 및 개인 85,567,962 32.77

총 발행주식 수 261,111,808 100.00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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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KMR 검증의견서
KT 통합보고서 2019 독자 귀중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KT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KT가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KT는 지속가능경영 비전 아래 주요 이슈 별 추진전략, 중/장기목표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보고 
노력이 돋보입니다. 향후, 지속가능성 이슈를 기업경영의 핵심 프로세스로 통합시켜 조직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에 활용하고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권고 드립니다.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KT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KT의 통합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포괄적 방식(Comprehensiv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KT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

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KT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

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 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KT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KT 통합보고서 2019 (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케이티 (이하 "KT")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2019. 6. 17

대표이사 황 은 주000-129

검증 범위 및 기준 KT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기준인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의 SRV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포괄적 부합 방식(Comprehensive option) 보고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KT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건설산업부가지표(Construction and Real Estate Sector Supplement): CRE3, CRE4, CRE5, CRE6, CRE8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201-3

·시장지위(Market Presence): 202-1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조달관행(Procurement Practices): 204-1

·반부패(Anti-corruption): 205-1, 205-2, 205-3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원재료(Materials): 301-2

·에너지(Energy): 302-1, 302-2, 302-3, 302-4, 302-5

·용수(Water): 303-1, 303-2, 303-3

·배출(Emissions): 305-1, 305-2, 305-3, 305-4, 305-5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306-1, 306-2, 306-4

· 공급업체 환경평가(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308-1, 308-2

·고용(Employment): 401-1, 401-2, 401-3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402-1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2, 

403-3, 403-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404-3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405-2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406-1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407-1

·아동노동(Child Labor): 408-1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보안관행(Security Practices): 410-1

·원주민권리(Rights of Indigenous Peoples): 411-1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1, 412-2, 412-3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413-2

·공급업체 사회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1, 414-2

·고객 안전 보건(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1, 416-2

·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1, 417-2, 

417-3

·고객 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Socioeconomic Compliance):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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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서 GRI Standards Index

GRI Standards Contents Page & Remarks UN Initiatives

GRI 100

GRI 102-1 기업명 4

GRI 102-2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4, 20-25, 39

GRI 102-3 본사/본부 소재지 4

GRI 102-4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와 국가명 4

GRI 102-5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4

GRI 102-6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지리적 분포, 산업 분야, 고객 및 수혜자 형태 등 포함) 4

GRI 102-7 조직 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4, 45

GRI 102-8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45 UNGC 6, SDG 8

GRI 102-9 공급망 58-61

GRI 102-10 보고기간동안 규모, 구조, 소유구조, 공급망(supply chain) 등의 주요변화 4-5

GRI 102-11 예방 접근이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70-71

GRI 102-12 자발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헌장과 일련의 원칙들, 또는 이니셔티브 중 참여하고 있는 내용 72

GRI 102-13 주요 협회 가입현황 88

GRI 102-14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선언 2-3

GRI 102-15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2-3, 10-11, 71

GRI 102-16 기업의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67 UNGC 10, SDG 16

GRI 102-17 조직 내외부 윤리 및 준법, 조직의 청렴도와 관련된 헬프라인 및 상담조직 등 67-68 UNGC 10, SDG 16

GRI 102-18
위원회를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조직도 
경제·사회·환경 주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리스트(위원회별 대표 주제 명시)

7, 41, 51, 66

GRI 102-19 경제·사회·환경 과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경영진-사원으로의 권한위임 프로세스 7

GRI 102-20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임원 레벨의 책임자 존재 여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의 직접보고체계 수립 여부 64-65

GRI 102-21
경제·사회·환경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간의 협의 절차 (위임된 경우, 어디로 이관되었는지를 명
시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피드백 프로세스 포함) 

7, 41, 51 SDG 16

GRI 102-22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보고 64-66 SDG 5, 16

GRI 102-23 CEO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을 겸임하는지 명시(겸임 시 기능 및 이유 명시) 65 SDG 16

GRI 102-24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추천 과정 및 선정 기준(하부 위원회 포함) 65 SDG 5, 16

GRI 102-25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해관계 상충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 65 SDG 16

GRI 102-26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목적, 가치,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구축하는데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64-66

GRI 102-27 경제·사회·환경 주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64-65

GRI 102-28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ㆍ환경ㆍ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66

GRI 102-29 이사회가 경제ㆍ환경ㆍ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 하는 절차 66 SDG 16

검증 성명서
(Verification Statement)

검증번호 KQT-T1903

회사명 (주) 케 이 티

대표자 황 창 규

사업자등록번호 102-81-42945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를

검증한 결과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적용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검증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2018년)

검증기간 2019년 03월 20일 ~  2019년 04월 26일

발행일자 2019년 04월 29일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및 에너지 사용량
Scope 1 Scope 2 합계

온실가스 배출량(ton Co2-eq) 38,482 1,067,848 1,106,330

에너지 사용량(TJ) 22,655

한국품질보증원장

(환경부 장관 지정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제 2011-3호)

한국품질보증원 소재지 : 1403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 2층(안양동, 호정타워)

※ 이 검증서의 범위와 목표관리 지침의 요구사항에 관한 상세내용은 해당 조직에 요청하여 입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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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GRI Standards Contents Page & Remarks UN Initiatives

GRI 102-30 조직의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70

GRI 102-31 경제·사회·환경 영향 및 리스크, 기회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검토 빈도 70

GRI 102-32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모든 중대이슈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공식적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가진 최고 
임원 

64-65

GRI 102-33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의 심각한 우려 사항 전달 과정 70

GRI 102-34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는 불만의 성격, 횟수, 빈도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매커니즘 49

GRI 102-3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 66

GRI 102-36 보수 결정 절차(보수 관련 컨설턴트의 참여 여부 및 경영 참여 여부, 조직과의 관계 등) 66

GRI 102-37 보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포함 여부(투표권 행사 등) 66 SDG 16

GRI 102-38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highest-paid individual)의 연간 총 보상금액 비율 66

GRI 102-39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상승율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highest-paid individual)의 연간 총 보상금액 상승율 66

GRI 102-40 참여 이해관계자 리스트 7

GRI 102-41 단체협상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49 UNGC 3, SDG 8

GRI 102-42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7

GRI 102-43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빈도로 본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고서 준비를 위한 참여 프로세스 7

GRI 102-44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 온 중대 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 7

GRI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77

GRI 102-46 보고내용 및 측면경계 결정 및 보고원칙 적용 프로세스 8-9

GRI 102-47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 이슈 리스트 9

GRI 102-48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 효과, 재인용 이유 About this report

GRI 102-49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N/A

GRI 102-50 보고기간 About this report

GRI 102-51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2018년 7월

GRI 102-52 보고주기 1년

GRI 102-53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GRI 102-54 

GRI 102-55 

GRI 102-56

GRI G4 선택 옵션, GRI Content 인덱스, 제 3자 검증보고서 80-81, 83-87

GRI 103-1 조직 내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9

GRI 103-1 

GRI 103-2 

GRI 103-3

중대 이슈 선정 이유 및 영향, 중대 이슈 관리 방법, 관리체계 평가 방법 8-11

GRI Standards Contents Page & Remarks UN Initiatives

GRI 103-2 환경영향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61 UNGC 8

GRI 103-2 노동관행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49, 61

GRI 103-2 인권영향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72-75 UNGC 1

GRI 103-2 사회영향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61

GRI 200

GRI 201-1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4, 56, 69 SDG 2, 5, 7, 8, 9

GRI 201-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의 재무적 영향 및 기회 또는 위험 42, 71 UNGC 7, SDG 13

GRI 201-3 연금제도에서 사측부담 범위 49

GRI 201-4 정부지원금 N/A

GRI 202-1 주요 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신입사원의 임금 45

GRI 202-2 상급관리자의 현지인 비율 N/A UNGC 6

GRI 203-1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50-57 SDG 2, 5, 7, 9

GRI 203-2 간접 경제 영향 56, 69 SDG 8, 10, 17

GRI 204-1
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소외기업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여성기업, 소수인종 기업 등 소외기업을 포함하여 세분화
하여 보고)

58-60 SDG 12

GRI 205-1 부패 및 중대한 리스크로 평가된 사업장 수 및 비율 67-68 UNGC 10, SDG 16

GRI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7-68 UNGC 10, SDG 16

GRI 205-3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68 UNGC 10, SDG 16

GRI 206-1 부당 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69

GRI 300

GRI 301-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N/A

GRI 301-2 재활용 자원 이용 비율 43

GRI 301-3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N/A UNGC 8, SDG 8, 12

GRI 302-1 조직 내 직접 에너지 소비 42
UNGC 7, 8, 

SDG 7, 8, 12, 13

GRI 302-2 조직 외 에너지 소비 42
UNGC 7, 8, 

SDG 7, 8, 12, 13

GRI 302-3 에너지 원단위 42 UNGC 8, SDG 7, 8, 12, 13

GRI 302-4 에너지 사용 절감량 42
UNGC 8, 9, 

SDG 7, 8, 12, 13

GRI 302-5 제품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에너지량의 감소 42
UNGC 8, 9, 

SDG 7, 8, 11, 12, 13

GRI 303-1 공급원별 총 취수량 43 UNGC 7, 8, SDG 6

GRI 303-2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43 UNGC 7, 8, SDG 6

GRI 303-3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43 UNGC 8, SDG 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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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04-1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토지 N/A

GRI 304-2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N/A

GRI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N/A UNGC 8, SDG 6, 14, 15

GRI 304-4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의 수(지역별, 멸종
위기 레벨별)

N/A

GRI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43
UNGC 7, 8,  

SDG 3, 12, 13, 14, 15

GRI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3
UNGC 7, 8,  

SDG 3, 12, 13, 14, 15

GRI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3
UNGC 7, 8,  

SDG 3, 12, 13, 14, 15

GRI 305-4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43 UNGC 8, SDG 13, 14, 15

GRI 305-5 온실가스 감축 43
UNGC 8, 9,  

SDG 13, 14, 15

GRI 305-6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N/A UNGC 7, 8, SDG 3, 12

GRI 305-7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N/A
UNGC 7, 8,  

SDG 3, 12, 14, 15

GRI 306-1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43

GRI 306-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43 UNGC 8, SDG 3, 6, 12

GRI 306-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N/A UNGC 8, SDG 3, 6, 12, 14

GRI 306-4 바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 처리량 및 해외반출된 폐기물비율 43 UNGC 8

GRI 306-5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N/A

GRI 307-1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및 제재 건수 N/A UNGC 8, SDG 8, 16

GRI 308-1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1 UNGC 8

GRI 308-2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61 UNGC 8, SDG 15

GRI 400

GRI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45 UNGC 6, SDG 5, 8

GRI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48-49 SDG 8

GRI 401-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48 UNGC 6, SDG 5, 8

GRI 402-1 운영상의 변화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 48-49 UNGC 3, SDG 8

GRI 403-1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돕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력의 비율 48-49 SDG 8

GRI 403-2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48-49 SDG 3, 8

GRI 403-3 보직상 높은 사고 및 질병발생 위험을 가진 직원수 49 SDG 3, 8

GRI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49 UNGC 1

GRI 404-1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44 UNGC 6, SDG 8

GRI Standards Contents Page & Remarks UN Initiatives

GRI 404-2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44-45 SDG 8

GRI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성별, 종업원 유형별) 47 UNGC 6, SDG 5, 8

GRI 405-1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기구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 관련 지표 45 UNGC 6, SDG 5, 8

GRI 405-2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 임금 비율 45 UNGC 6, SDG 8, 10

GRI 406-1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73-75 UNGC 6

GRI 407-1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예방 조치 49, 73-74 UNGC 3, SDG 8

GRI 408-1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72-75 UNGC 5, SDG 8, 16

GRI 409-1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72-75 UNGC 4, SDG 8

GRI 410-1 인권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받은 보안 인력의 비율 75 UNGC 1, SDG 16

GRI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72-75 UNGC 1

GRI 412-1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율 72-75 UNGC 1

GRI 412-2 인권 정책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인권 지표 고려 절차에 대한 사원 총 교육 시간 (교육받은 직원 비율 포함) 75 UNGC 1

GRI 412-3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투자계약 비율 74-75 UNGC 2

GRI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52-56 UNGC 1

GRI 413-2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53 UNGC 1

GRI 414-1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1 SDG 5, 8, 16

GRI 414-1 인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1, 72-74 UNGC 2

GRI 414-1 사회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60-61

GRI 414-2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노동관행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61 SDG 8, 16

GRI 414-2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61, 72-74 UNGC 2

GRI 414-2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사회 영향을 가진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60-61

GRI 415-1 국가별, 혜택자별 정치 기부 총 가치 N/A UNGC 10, SDG 16

GRI 416-1 개선을 위해 보건안전 영향 평가를 고려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비율 35, 73

GRI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한 사례의 횟수와 형태 35, 73

GRI 417-1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링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유형과 이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의 비율

69 SDG 12

GRI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69 SDG 16

GRI 417-3 광고, 판촉,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69

GRI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37

GRI 419-1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69 SDG 16

SDG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menu=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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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 및 협회·학회 가입현황

협회 및 학회 가입현황

주요 수상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공공안전통신망 포럼,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네트워크시큐리티포럼, 대기환경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건

설협회, 디지털광고포럼, 빅데이터포럼, (사)성공경제포럼, (사)한국경영학회, 사단법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수요관리사업자 협회, 스마트TV포럼,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스팩트럼공학포

럼,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미래포럼, 엔지니어링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정보통신ISAC, 정보통신공사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코드게이트보안포럼, 한국 CISO협회, 한국 FIDO 

산업포럼, 한국 블록체인 학회, 한국3D프린팅협회, 한국BEMS협회, 한국IDC협의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IR협의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협회, 한국VR산업협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금융학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농식품ICT융복합산업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바이오협

회, 한국사물인터넷포럼,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생산제조학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식품공

업협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철도학회,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CPO포럼, ESCO 협회, ITS학회, LBS산업협

회, NCW포럼, OCF(Open Connectivity Forum), SDN NFV Forum, UN SDGs 국회포럼

■ 국내

The 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s Group, 3GPP, 5G Forum, FIDO Alliance,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ITU, 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 oneM2M, OPEN-O, 

OPNFV, UN Global Compact, Wi-Fi Alliance, WiMAX Forum, Z-Wave Alliance

■ 해외

2018 수상내역 주관

2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기업 All Star 편입(IPTV 1위, 통신서비스부문 2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3월 NCSI(국가고객만족도) 유선전화 1위, 인터넷전화 1위, IPTV 1위, 초고속인터넷 1위 한국생산성본부

MWC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헬스부문 최고 모바일 혁신상(Best Mobile Innovation for Health) 수상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4월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 수상 노트르라인베스트팔레 디자인센터

6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4관상(금상 2, 은상 2) 스티비 어워즈

MWCS-AMO(Mobile World Congress Asia Mobile Awards) 2018  
Best Innovation for LTE to 5G Evolution 부문 수상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9월 2018 DJSI 통신업종 9년 연속 월드 편입(업종 상위 10%) Robeco SAM, Dow Jones

ESG 평가 종합등급 A등급 획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0월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대상 2년지속대상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Broadband World Forum Awards 2019 최우수 가상화 기술 적용상, 최우수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상 수상 Infoma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2년 연속 기업커뮤니케이션부문 금상 Stevie Awards

11월 KRCA(Korea Reader’s Choice Awards) 통합보고서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KSI(Korea Sustainability Index) 통신업종 1위 한국표준협회

SDGBI(UN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3년 연속 1위 UN SDGs한국협회

WBA Industry Award 최우수 선도 사업자상(Best Operator Depolyment) 수상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5G 리더십상 수상 토탈 텔레콤

글로벌 텔레콤스 어워드 2018 최고 혁신 클라우드 서비스상 수상 Infoma

12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해외특별상 부문, 방송 부문, 해외홍보물 부문 수상 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 매경미디어그룹

KT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견 또는 보고서 정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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