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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경영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일 것이다.  ESG 경영을

선언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KT는 2021년 본격적인 ESG 경영을 선언하며 지속가능경영의 전략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KT는 국내 ICT 업계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정보기술산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본 연구는 KT의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의 사례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KT는 환경 영역에서 ‘환경경영’, ‘환경대응’, ‘에너지 자원’,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건전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 영역에서 ‘사회공헌’, ‘동반성장’, ‘인권경영’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윤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경제적 신뢰성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한 기업 경영 체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AI, BigData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KT만의 ESG 경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과 관련해 KT의 ESG 경영 사례를 통해 ESG전략

수립과 ESG 경영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ESG, KT,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Abstract One of the most noteworthy topics in recent corporate management is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Although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have declared ESG management, KT has declared 

full-fledged ESG management in 2021 and is sharing its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y with stakeholders. In 

addition, KT is strengthening ESG management by issuing ESG bonds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ICT 

industry. At a time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became more important due to COVID-19,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KT's ESG management goals and strategies by dividing them in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reas. KT was aiming to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through 'environmental 

management', 'green competence', 'energy resources', and 'eco-friendly project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addition, in the social field, genuine creating social value was pursued through 'social contribution', 'co-growth', 

and 'human rights management'. Finally, in the governance area, it was aiming for a transparent corporate 

management system to pursue economic reliability through 'ethics and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In 

particular, KT was promoting its own ESG management by promoting strategies to solve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using AI and BigData technolog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digital platform company.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ESG strategy establishment and ESG management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KT's ESG management case in relation to ESG management, which has emerged as a hot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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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1929년의 대공황의 

상황과 더욱 유사한 신흥 글로벌 보건 위기인 코로나

19가 2020년 초 촉발되었다[1]. 이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비교적 낮은 

위험을 경험하게 되며, 격동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2]. 

구체적으로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 상

황 속에서도 주식수익률이 높았고 가격 변동성이 낮았

음을 확인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이 안정

된 상황에 비해 위기시기에 ESG 성과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1,3]. 이에 따라 ESG 경영

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새

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하는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

다[4].  

실제로 전례 없던 코로나19의 위기는 많은 기업 활

동을 제한하였고,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들은 경제

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 시켰다. 예컨대, 사무

직 근로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 근무를 수

행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 및 육체 노동자들은 휴직 되

거나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기존

의 사회적 불균형이 강화하게 된 것이다[5].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국내 스마트폰 

이용량은 코로나 전보다 약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

히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재택 및 여가시간의 확대가 디지털 기기 이용행태에 영

향을 미치며[6]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를 통해 불확실성

이 커진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고 여러 계층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특

수한 위기 상황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발발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설을 수립하거나 설문 또는 실험을 

통해 ESG 경영의 효과를 실증하는 접근 방식과는 달리 

기업이 실행하는 실질적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ESG 경

영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7]. 

구체적으로 통신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ESG 

경영을 선언한 KT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말하는데, 2021년 KT는 본격적인 ESG 경영을 선언하

며 기존에 발간하였던 ‘KT 통합 보고서’를 ‘KT ESG 

보고서’로 변경하여 성과를 보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의 전략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데 적극적으로 행

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T는 AI(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인 KT-MEG 출시를 통해 2020년 

‘UN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 글로벌지수’에서 테슬라, 

화이자 등 8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1위를 차지했고, 2020년 5월,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국제 친환경 기준 및 가이드라인인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가이드라인(GRP, 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최우수등급(AAA) 기업으로 

인증받았다[8]. 2021년 6월에는 국내 ICT 업계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였고, ESG 채권 중에서도 ‘지속가

능채권’을 발행하여 ESG 경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본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ESG 경영과 관련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KT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KT의 ESG 경영의 전략 체계를 

확인하고,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SDGs(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성과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달성된 주요한 성과들을 

함께 조명하여 디지털 기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ESG 경영의 실

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1 ESG 경영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는 사회

공헌 또는 기부 활동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항목을 포괄하는 기업의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ESG 정보가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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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수많은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9].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탄소 배출, 물 

소비, 폐기물 생성 등), 사회(직원, 제품, 고객 관련 등), 

지배구조(정치 로비, 반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기업 수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0]. 

특히나 소비자, 투자자, 주주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ESG 

관련 요소들이 반영되는 등 ESG는 현재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11]. 즉,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업은 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ESG와 관련된 인식

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

는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다[12]. 

ESG 경영에 대한 공개는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데, ESG와 관련해 지속가

능성을 보고하는 것은 내외부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

고, 재정 안정성 강화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

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또한 ESG 경영 관

련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명성을 높이고 

높은 재무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쟁력 우위를 창출

할 수 있다[14]. 이에 다양한 경제활동이 복잡한 공급

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기업 규모와는 무

관하게 ESG 및 SDGs에서 비롯되는 비즈니스 환경 변

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15].  

2.2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기후 변화를 필두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류 공

존뿐 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은 S

DGs와 적극적으로 연계한 지속적 ESG의 실천이다[16].

여기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모든 국가, 기업, 개인이 하나가 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말한다[17]. 

이는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빈곤, 사회

발전, 환경, 경제성장, 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

들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SDGs는 빈곤의 종식(목표 

1), 기아의 종식(목표 2), 건강과 복지(목표 3), 양질의 

교육(목표 4), 성평등(목표 5), 깨끗한 물과 위생(목표 

6), 지속가능한 에너지(목표 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목표 8), 혁신과 인프라 구축(목표 9), 불평등 완화

(목표 10),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목표 11),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목표 12), 기후행동(목표 13), 

해양 생태계 보호(목표 14), 육상 생태계 보호(목표 

15),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목표 16), 목표 달성을 위

한 파트너십(목표 17)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SDGs는 

기후변화,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성

장, 지속가능발전 등을 주된 골자로 하며, 민간의 참여

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기에 기업의 SDGs의 채택

을 바탕으로 ESG 개선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8].   

이와 같은 SDGs는 목표 자체가 지속가능하면서 지

속가능성을 위한 보편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경제, 환경, 사회를 경쟁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우리 사

회에서 내재 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기후변

화, 빈곤,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19].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ESG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경

영체계 등의 공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UN SDGs 

협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인 ESG를 확산시

키기 위해 자문을 수행하거나 ESG채권 등을 발행하고 

있다[20]. 즉, ESG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

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KT의 ESG 경영에 대한 각 요인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전략들 및 성과들을 분

석하기 위해 KT에서 발간하는 ESG 리포트를 주요한 1

차 자료로서 대부분을 활용하였다[21]. 또한 KT ESG 

경영 전략과 SDGs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UN이 온라인에 게시한 SDGs 자료들을 

포함하여[20],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들을 수집하

여 자료들로써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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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한 ESG 경영: KT

4.1 KT 핵심가치 및 ESG 경영 전략체계

KT는 기존의 통신 사업을 수행하며 플랫폼 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KT는 AI(인공

지능), BigData(빅데이타), Cloud(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IoT기술과 사업 간 ICT 융합을 통해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의 총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2월 기준 약 5,382만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통신사업자이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을 비전으로 설정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4가지를 정립하였는데 우선 ‘고객중심’은 

고객발(發) 자기혁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민첩

하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주인정신’은 임

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실력을 갖추어 기업의 주인으로

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셋째, ‘소통 및 협업’은 

조직의 벽을 넘어서 수평적 소통과 유연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본질 및 과정’으로서 기업의 본

질에 집중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정 또한 

중요하게 사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 및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KT의 ESG 

경영 전략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T ESG 경영

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을 이행하며, 

소비자 정보와 제품에 대한 안전 책임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의 강화, 투명하고 윤

리적 책임 경영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 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KT는 ESG 경영

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

에서 3대 추진전략과 2021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

였다. ESG 3대 추진전략에서 환경(E)은 환경적 건전성

을 달성하기 위한 필(必)환경 경영 선도, 사회(S)는 진정

성 있는 책임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G)는 경제적 신뢰성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한 기업 경

영 체계로서 환경 및 사회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회 문제 해결,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투

명 경영 및 준법 이행 관련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KT는 ICT 업계 최초로 2,600억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ESG 채권은 친환경 사업과 사회

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발행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채권으로서 특히 KT가 발행한 ESG 채권의 ‘지속가능

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녹색채권과 사회적 가

치 창출 사업을 위한 사회적 채권의 혼합형 채권이다. 

이와 함께 KT는 ESG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을 발표하며 KT 임직

원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ESG 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자 하였다.

4.2 지속가능성과 환경(Environmental) 경영

KT가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수립한 ESG 10대 핵

심과제 중 환경(E) 측면에서는 ‘RE100 이행 모델을 확

립 및 국내 확산’, ‘에너지 고효율 장비‧솔루션 개발 

및 적용’, ‘온실가스 실시간 배출관리 시스템’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KT는 토픽의 중요성

을 논의하고 관련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필(必)환경경영’으로서, KT는 다양한 환경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Net Zero(탄소 중립) 2050달성 

목표의 토픽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

으로서 AI, BigData, Cloud(ABC) 기술을 활용하고, 

환경경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 환

경경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

경영 그룹사를 확대해 상장 그룹사 중심의 환경 경영 

조직 구성, 그룹사별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

으며, 환경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시행해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KT는 ‘환경 대응’으로서 환경 리스크를 장기적

인 목표로 설정하여 전사적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에 따라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 205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

인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전기 소비 절감을 추진하

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KT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3%가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전기 소비에 의한 

것으로, 5G 네트워크 장비 투자로 온실가스가 증가하

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KT는 네트워크 장비

를 지속적으로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시간대별 운영

의 최적화를 시행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목표 설정과 관련해 KT는 전사 온실가스 약 4

만톤을 절감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중 약 1,000대를 전

기차로 교체하였다. ‘필(必)환경경영’과 ‘환경대응’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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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DGs 중 7번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

비’, 13번 ‘기후변화와 대응’, 15번 ‘육상생태계 보전’

과 연계되어 있다.   

‘에너지와 자원’ 측면에서 KT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필수라고 보았으며, 에너지 혁신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

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재생에너지 100% 자립국사 6개를 구축하

는 등 RE100(Renewable Energy 100%)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태양광, 연료전지 발

전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접근을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T는 전국 82개

소에 총 7.36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태양광발전소 총전력 발전량은 8,809MWh로 

4인 가족 기준 약 2,1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

력 사용량에 해당된다. 더불어 2021년 사옥에서 배출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 노력으로 다회용컵 사용 캠

페인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토픽은 SDGs의 7번 목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2번 목표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와 대응’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요 성과로서 태양광발전소 82개소 운용, 태

양광발전소 전략발전량 8,809MWh, 연료전지 발전량 

15,768MWh 등을 보고하고 있다[21]. 

Table 1. How to implement RE100

Classification Contents

Self-generation/

self-consumption

Companies build their own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generate 

electricity to consume themselves

Green rate system
KEPCO charges a green premium for 

electricity to sell renewable energy

Purchase of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 

(REC)

As a renewable energy business, a 

company generates renewable energy 

and purchases REC issued by the 

government

Third-party PPA  

(Power Transaction 

Agreement)

KEPCO signed a renewable energy 

transaction contract between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companies and companies

Equity investment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s 

recognized as the percentage of 

investments made by companies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usinesses

KT (2021). KT ESG report 2021.

이와 함께 KT는 ‘친환경 프로젝트’로서 에너지 절감 

및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체계가 우선적으

로 구축되어야 함을 파악하고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KT-MEG(Micro Energy Grid,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친환경 캠페인인 ‘지‧우‧개’

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에어맵 코리아(Air Map 

Korea)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있다. 에어맵 코리아 프

로젝트는 2017년부터 KT가 통신주, 기지국, 공중전화

부스, 전화국사 등 전국의 ICT 인프라를 활용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

다. 이를 통해 KT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

터를 측정, 수집, 분석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원인,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둔다. 

KT-MEG의 경우 KT의 AI 분석엔진인 ‘e-brain(e-브

레인)’을 통하여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 거래 과정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현황을 진단해 최적의 운영 가

이드를 도출해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친

환경 캠페인인 ‘지‧우‧개’는 사내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

고자 시행되는 캠페인으로서, ‘지구, 우리, 개인을 지키

는 작은 실천’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다회

용컵을 활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

일을 삭제해 디지털 쓰레기 줄이기 등을 시행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KT는 온실가스 800kg을 감

축할 수 있었으며, 해당 활동들은 SDGs의 3번 ‘건강하

고 행복한 삶 보장’, 7번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

비’, 13번 ‘기후변화와 대응’과 연계되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4.3 상생을 통한 사회(Social) 경영

KT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 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

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일상생

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

랫폼이자 통신기업이라는 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

회공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SDGs의

목표 1번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3번 ‘건강하

고 행복한 삶 보장’, 10번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ICT를 활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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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적 차원의 디지

털 격차 해소 활동 및 지역사회 이슈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ICT를 활용한 사회 공헌활동으로서 ‘랜선야학’은 코

로나19에 따른 중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대학생들의 일

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

자 2020년 10월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총 

5,259회 운영된 랜선야학에 대해 멘토인 대학생들의 

경제적 만족도는 86.8%, 멘티인 중학생들의 학습 향상 

만족도는 89.7%로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

끌어낸 활동이다[Fig 1].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 및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3월 KT 회사가 지원하고 임

직원이 구매에 동참하는 ‘사랑의 시리즈’를 통해 상생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광화문에 위치한 KT 인근의 식

당에서 제작된 밀키트 및 농산물 등을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것

이다. 또한 KT가 보유하고 있는 AI, BigData, Cloud 

기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 소통을 돕는 ‘마

음 Talk(톡)’앱을 개발해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소통 

및 편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

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Fig. 1. KT'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using ICT, 

"LAN Cable Night School"

이와 함께 KT는 동반성장이라는 토픽에 주목하여, 

협력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해 상생이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CT 기업 중 최초로 기업 업무협약

을 진행하였으며, 협력사의 생산성 혁신 및 재무 건전

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KT는 2010년에 동

반성장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3가지 동반성장 전략

(경쟁력 제고, 협업기반 강화, 경영 지원)을 기반으로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해 협력사와 경쟁력을 동시에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5G 스마트공장 보급 등 비대면 분야와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해 ICT 기업 중 최초로 자상한 기업1) 협

약에 참여하였다. 세부적인 협약 과제로 5G 등 비대면 

분야 중소기업 투자 지원, KT Smart Factory 

Alliance(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 5G 스마트 공장 

장비 도입 비용 장기할부 지원, 비대면 분야 R&D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비대면 R&D 핵심인

력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KT 보유 인공지능, 빅데이

터 활용 창업 활성화 지원, 중기부/KT 추천 우수 중소

기업 국내 판로 상호 지원, KT 원내비에 중기부 인증 

‘백년가게’ 위치 안내, 상권 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데

이터 제공 등에 대해 중기부 산하 기관과 긴밀히 상호 

협력 추진 등의 9개 협약 내용들을 통해 협력사와의 지

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SDGs의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번 ‘산업의 성장과 혁

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번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연계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을 목표로 시

행하는 활동을 통해 2014년부터 6년 연속 동반성장 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공급망 ESG 리스크(risk) 평가점

수 99.9점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권경영 측면에서 사업 영역 전반의 인권 존

중 및 보호를 위해 벨류체인 상 인권 취약 그룹 및 인권 

이슈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자 또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SDGs의 3번 ‘건

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5번 ‘성평등 보장’, 10번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연관성이 높은데, KT는 ‘UN 기

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토대로 KT 전 벨류체인에 대한 

주요 인권 이슈를 정의하고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등 인권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이슈, 감정노동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인

권, 원주민 권리보호, 임직원 인권, 유해 콘텐츠, 분쟁 

광물 등의 8가지의 주요 인권 이슈를 식별하여 개선 활

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급망 인권 이슈의 

1) 자상한 기업: 전통적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노하우 등의 감점을 미거래 기업 

또는 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인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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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취약 그룹을 협력사 임직원, 이주 노동자, 검토 

대상을 협력사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협력사 

임직원의 기본인권, 노동권, 안전권 침해 이슈 실사대

상’으로 정의하고 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망 

지속가능경영평가를 통해 리스크가 완화되도록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4.4 투명성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한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

배구조를 구축하여 유지 시킬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관리는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주주

환원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인데, 이에 KT는 

장기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지배구조 관련 투명성,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KT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의사결

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려

는 접근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 금융, 경제, 경

영, 회계, 법률 등 전문성을 확보한 사외이사 확대를 통

해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사외이사 선

임 등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는 

SDGs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의 목표 달

성과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KT의 지배구조 모델은 ‘독립적 이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3명인 총 11명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73%로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요건인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등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원

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

기 위해 정관에 관련 요건을 명시하고 총 재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장기간 재직으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ESG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

획’ 등 54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총 13회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KT 이사회의 평균 참석률은 

96%, 이사회 평가 점수 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KT는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평가에서 재배구조 부문 최고등급(A+)을 획득하였고, 

우수상을 수상하였다[21]. 

이와 함께 윤리경영의 원칙을 내재화하기 위해 임직

원과 그룹사, 협력사의 구성원들은 관련 체계를 마련하

여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전사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통합 사무국을 구성하고 6개의 광역 

본부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

가를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컴플라이언스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KT의 윤리경

영 원칙 실천과 확립은 SDGs의 8번 ‘좋은 일자리 확대

와 경제성장’,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10번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KT는 윤리경영을 위해 5대 행동원칙으로 ‘고객중심, 

준법경영, 기본충실, 주인정신,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Table 2), 2021년 4월 부패방지 행동

강령 준수 및 ESG 경영 활동을 ‘윤리경영 원칙’에 반영

해 개정하였다. 즉, KT 임직원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

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

어, 설 명절 등에 임직원 간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협

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지 않은 Clean 

KT 캠페인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KT 컴플라이언스

를 강화하고 있는데, 2020년 외부 전문가를 컴플라이

언스 위원장으로 선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켰으며,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법적

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KT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체계의 그룹사 이식 및 확산을 위해서 

그룹사 준법경영 실사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룹사 사업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적용 

모델을 가이드하여 그룹사의 컴플라이언스 실행력 강

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able 2. KT's ethical management principles

1. Customer-centered Think and act around customers

2. Compliance management
Strict compliance with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3. Basic loyalty
Be faithful to the basics and 

principles

4. Ownership
The ownership of the company 

and me being one

5. Social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company, it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KT (2021). KT ESG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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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T's risk management process(KT, 2021)

또한 KT는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으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 증가를 민첩하게 대

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상황별로 구체화

하여 리스크 탐지 단계부터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

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KT의 리스크 관리 프

로세스와 관련한 단계는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리스크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신규 그룹사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리스크 전문 직책자를 파견하는 등 리스크 

발생 관련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 관리 또한 SDGs의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

제성장’,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

시설 구축’, 10번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와 연

계되어 있다. 

KT는 이와 같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경영 환경의 전망

과 분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사업과 밀접한 전략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해 사업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

(Untact) 소비문화로 급변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주요 리스크를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심화, 사회

적 거리 두기로 위축되었던 소비는 비대면 중심으로 

소비 양상 재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됨에 따

라 기업의 민첩하며 유연한 대응 필요성 증가 등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한 잠재적 비즈니스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선호 경향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 유통채널 운영 

시, 영업력 약화,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

의 ICT 기술 및 솔루션 수요 증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기로 AI, BigData, Cloud 기반의 B2B사업 기회 

확대 등을 예측한다. 이러한 리스크와 비즈니스 영향

을 점검 후 온라인 전용 상품 등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 상권분석플랫폼 등 중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지속 발굴, 디지털 전환 중인 산업별 주요 

사업자와 협업, 사업모델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가이

드 하는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4.5 KT ESG 경영과 SDGs와의 연계성

KT의 ESG 리포트를 통해 살펴본 SDGs와의 연계성

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KT에서는 환경(E) 영역의 

경우, SDGs 중 목표 7번의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와 대응’과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S) 영역에서는 목표 3번 ‘건강

하고 행복한 삶 보장’과 목표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목표가 가장 많이 경영

전략과 연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의

경우, 목표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과 목표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의 연계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SDGs 목표들 중 2번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촉진’, 4번 ‘폭넓고, 공

평한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촉진’, 11번 ‘종합적

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동시에 탄력성 있는 도시

와 주거지구축’, 14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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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의 보존’, 16번 ‘평화롭고, 종합적인 사회 구축

과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사회 각층에 효과적이고, 

책무적이며 종합적인 제도 구축’, 17번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현과 재활성화 수단 강

화’등 6개의 목표들은 KT의 ESG 경영 전략과 연계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KT는 목표 9번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

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7회로 가장 많은 연관성

을 갖는 항목이었고, 그 뒤로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5회)’, 10회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5회)’가 

SDGs와 연관성이 높은 목표로 나타났다.

Table 3. The connection between KT esg management and SDGs

Topic SDGs connection

E(Environmental)

Environmental, an essential factor in management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Goal 13 Climate action

Goal 15 Life on landCoping with environment

Energy/Resources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Goal 13 Climate action

Eco-friendly projects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Goal 13 Climate action

S(Social)

Customerfirst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Social contribution

Goal 1 No poverty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Win-win growth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Human rights management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Goal 5 Gender equality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Safety management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Talen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G(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Ethics & Compliance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Risk management

KT (2021). KT ESG report 202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기업경영 이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내재화하고

자 하는 KT 사례를 바탕으로 KT ESG 경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내 ICT 기업 최초로 ESG 관련 채권을 

발행하여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려는 KT의 

ESG 경영의 특성을 목표와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를 비롯해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에 있어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기업적 

특성인 AI, BigData, Cloud(ABC) 기술을 바탕으로

전사적 차원에서의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환경 영역에서 에너지 절감 및 체계적 관리

를 위해 AI 분석엔진 ‘e-brain'을 통한 KT-MEG 플랫

폼을 개발하여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소비 최적화, 소

규모 분산 자원 집합 및 거래 등의 에너지 데이터를 수

집해 진단하고 예측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 영역에서는 KT가 보유한 개인화 음

성합성기술과 ABC 기술 역량을 융합해 청각장애인이 

문자로 작성한 내용을 설정된 목소리로 변환해 통화 가

능하게 하는 등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청각

장애 아동에게는 사회성 발달을 돕는 재활 효과를 증진

시키고,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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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이용되고 있었다. ESG 영역

중 지배구조 영역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자사의

부서,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

의 실효적 예방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

성이 증대된 현대의 위기 속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근본적인 KT의 ESG 경영 목표가 반영된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 

Digico)로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는 KT의 선언은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 및 사회문제, 투명경영과도 연관되

어 차별된 ESG 경영 전략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둘째, KT의 ESG 경영 전략은 모두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즉, SDGs와 모두 연계되어 있었다. SDGs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 경영 

관련 사안들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SDGs

가 제시하고 있는 17개 목표 가운데, 비재무적 정보 공

시, 여성 임원 증대 방안, 책임투자 확대 방안,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즉, SDGs 중 일부 목

표는 기업의 ESG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ESG 개선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SDGs와 ESG 경영은 궤

를 같이 하는 형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17]. 무엇

보다도 ESG 관련 기준과 평가 도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ESG 관련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UN SDGs가 제시하는 글로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즉, KT의 ESG 경영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달성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KT의 ESG 경영 전략 

및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KT는 사회 내에서 기업의 

역할이 과거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해하

고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예

방 및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과거 CSR, CSV 등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선

언해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전사적 운영시스템의 부재로 구체적 성과로 나

타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효과적인 ESG 경영 관

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순서

는 다음과 같다. 우선 CEO의 기업 비전 및 미션 재정

립, 둘째, 재정의된 비전 및 미션 공유와 전사적 운영시

스템 구축, 셋째,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넷째, 창의

성과 혁신역량의 제고 순서로 제안되고 있다[22]. 이와 

같이 제안된 ESG 경영 운영시스템 구축 방법에 KT를 

적용시켜보면, 2021년 KT의 CEO가 선언한 디지코

(Digco)로의 새롭고 차별화된 ESG 경영 패러다임 선

언을 진행하여 기업 비전 및 미션을 재정립하였으며, 

‘고객중심’, ‘주인정신’, ‘소통 및 협업’, ‘본질과 과정’

이라는 KT의 핵심적 비전은 2021년 4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을 통해 공유되고, ABC라는 KT의 기술 

바탕의 ESG 경영 전략이 구축되었다. 다음으로 ESG 

경영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체계를 마련하

고,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학‧연 협의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연합체 구축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모델을 

통해 가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내의 ESG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비교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전사적 차

원에서 ESG 경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서 KT는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기

업으로서의 ESG 경영 전략을 구축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특히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ESG 경

영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ESG 경영의 지속성과 경쟁력

을 확보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KT

는 17개의 SDGs 목표 중 11개(약 64.7%)가 ESG 경영 

관련 토픽과 연계되어 있었으나, 목표 9번 ‘산업의 성

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7회)’, 8번 ‘좋

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5회)’, 10회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5회)’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SDGs 목표 설

정이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KT

는 SDGs 17개 목표에 근접할 수 있고, 특정 목표에 집

중되지 않는 ESG 경영 전략을 점차 구축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상의 KT 사례연구가 국내 기업 ESG 경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ESG 경영 활동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KT는 

AI, BigData, Cloud의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수행

된 친환경에너지 사업(KT-MEG), 사회 공헌활동(랜선

야학) 등을 수행했기에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어 경쟁

력을 높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직접적인 성과를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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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실제로 KT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

수(SDGBI)에서 1위로 선정되었고, ‘코로나 위기 대응 

글로벌 우수 기업20’에도 국내 통신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다[8]. 이는 곧 기업과의 적합성이 높은 사업

은 궁극적으로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용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KT의 사례는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SDGs와의 연계하여 ESG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효과적인 조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효과적인 ESG 경영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ESG 경영은 전 기업 차원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경제적 성과만이 고려되는 전략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기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기업 특성에 적합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슈가 될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ESG 경영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

하려는 KT의 사례는 ESG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기업들

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본 연구가 제시했음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

나19, 경제 불안정 등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KT의 ESG 경영 전략의 전체적인 실

행 체계와 역량을 살펴보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ESG 각 영역과 기업

적 역량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ESG 경

영의 각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

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 

KT의 전략이 갖는 한계점,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사례에서 나아가 동일 분야 기업들이 사례를 함께 비교 

분석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통신기업이 추

진하는 ESG 경영 전략들의 문제점 및 성과들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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