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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
공개 강화

MetLife는 지속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성과와 거버넌스 관련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고 체계 및 평가와
랭킹 기관의 조사에 맞춰, 매년 이전에 공개한 데이터에 많은 부분을
추가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개 데이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수 외에도 2개
문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문서는 Global Impact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며, metlifeglobalimpact.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MetLife의 정책, 성과, 주요 문제를 관리하는 접근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공개 데이터 접근법을 개선하여 보고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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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Global
Impact 주요 내용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

•

•

지역사회 인프라에 총 262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그중 160억
달러는 저가 주택, 교육, 건강 관련 니즈 지원을 위한 지방채,
93억 달러는 공항, 도로, 항구 등 필수 서비스, 9억 달러*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되었습니다.

친환경 투자는 총 97억 달러로, 여기에는 37개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소유 지분, 56개의 LEED 인증 시설,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된 26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

•

•
•

•

•

18억 달러는 지역사회 니즈와 저소득층 주거 직접 지원에
투자되었습니다.

안정성 보장: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고객 니즈 만족

 상 최초로 북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사
등재되었습니다. DJSI는 널리 인정받는 기업 책임 지수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선도적 기업을 조사합니다. MetLife는 DJSI
에 등재된 북미 지역 내 보험사 단 8개 중 하나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다양성이 매우 높은 이사회 구성으로,
회계법인 Deloitte와 이사회다양성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31%가 여성이며 23%는 다른 민족 또는 인종입니다.

사상 최초의 블룸버그 성평등지수(BFGEI) 등재는 사업 운영
전반에서의 성평등 달성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대해 48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

네 가지 순고객추천지수(NP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상호작용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

이해관계자로서의 고객 참여를 늘렸습니다. 전 세계 55,000명
이상의 고객 및 잠재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MetLife 은퇴 및 소득 솔루션 콜센터의 라이프 폰 채널이 J.
D. Power 인증 콜센터 프로그램(Certified Contact Center
ProgramSM)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우수상" 을 받았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하나의 글로벌 팀
•

•

•

MetLife 재단

 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런닝머신형 작업대, 야외 산책로 등을
서
갖춘 최첨단 투자 본부 개설을 통해 직원에게 건강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 최초의 광역 지역사회
서비스 주간을 신설했으며, 해당 지역 곳곳에서 75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직속 부하직원이 3명 이상인 MetLife 관리자 모두를 위한 상향
피드백 도구를 채택하여 인재 개발을 강화했습니다.

고위급 규정 준수 및 비즈니스 리더십 팀에 좀 더 정확한 리스크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리스크 계층 구조를 적용하여,
글로벌 규정 준수 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된 26억 달러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된 9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MetLife와 MetLife 재단은 4,8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중 3,000만 달러는 저소득층이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MetLife 직원은 전년도보다 25% 이상 증가한
90,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긍정적 영향 제공: 기후 리더십
•
•

•

•

미국에 기반을 둔 보험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했습니다.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세워 미국 환경보호국(EPA)
으로부터 기후 리더십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기후 관련 현안 보고 및 관리와 관련하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MetLife
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중 CDP 평가 최상위권인 "리더십"
카테고리에 포함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MetLife 직원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 임팩트(Our Green Impact)를 통해 8,000명의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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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함께 찾아가는 인생

MetLife, Inc.는 글로벌 보험, 연금, 직원 복지 프로그램,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선도적 업체로, 약 1억 명의 고객과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FORTUNE 500®)에 이름을 올린 상위 100개 기업 중 90개 이상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tLife는 자회사와 계열사를 통해 40여 개국에 영업소를 두고 미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및 중동에서 선도적인 시장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

MetLife 2016년 기업 책임 보고서 | 함께 찾아가는 인생

새롭게 갱신된 기업 전략

MetLife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업 방식을
수정하는 중입니다. 2016년에 채택한 새로운 기업 전략과 브랜드는
우리가 지향하는 현대적인 고객 중심 회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삶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함과 민첩성을 갖춘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 데 꾸준히
집중합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이들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그룹 복지 사업에, 해외에서는 주요 시장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과 "간소화" 는 네 가지 새로운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는 주요
실무수단입니다.

MetLife의 가치

전략이 변하고 있지만, MetLife의 가치는 여전히 최초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 최우선주의, 최고의 입지 구축,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One MetLife로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객 최우선 주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고객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업무가 정의되고,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 주주 및 지역 사회로 확대해
나갑니다.

최고의 입지 구축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고 더 나은 업무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과 기준을
높이고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로부터
빠르게 많은 것을 배워나갑니다.

고객 맞춤
솔루션 제공

가치 및 리스크
최적화
One MetLife
운영 효율성
증대

디지털. 간소화.

영업 경쟁력
강화

우리 회사의 변혁. 탁월한 주주 수익률 달성.

이해하기 쉬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

보험 상품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간소화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하는 성공

우리는 일치된 회사의 목표 아래 정직과 청렴
그리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공통의 약속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부서나 지위에 상관없이 회사 내
최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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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의 상품

미국에서는 개인 및 그룹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치과보험,
장애보험, 손해보험, 보장이자, 안정적인 가치 투자 상품 및 연금 등
다양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판매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개인과 그룹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의료보험,
치과보험, 신용보험, 기타 상해 및 건강보험과 연금, 양로보험, 은퇴
및 저축 상품을 제공합니다.

MetLife 미국 소매 사업 분리

전략의 진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2016년 1월 MetLife는 미국 소매 사업의 상당 부분을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사업 부문과 규제
및 경제 요인의 영향을 전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미국 소매 사업의 상품 및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 유연성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그룹
사업 부문 및 미국 내 해외 사업 운영에 더욱 전념하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분리된 미국 소매 사업은 Brighthouse Financial
이라는 새 브랜드로 태어났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brighthousefinancial.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etLife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
•
•
•
•
•
•
•
•
•
•
•

상해 및 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동차 및 주택보험
신용보험

치과보험

장애소득보험
법무 서비스
생명보험

의료보험

은퇴 계획, 연금 및 저축 상품
안과보험

MetLife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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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나 적절한 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MetLife 재단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웰빙을 향한 개인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MetLife 재단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문과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결과 지향적인 단체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 이후 MetLife 재단은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고자 7억 4천 4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영업망

그리스
네팔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타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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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2016
Excellence in Greenhouse Gas Management
(Goal Setting Certificate) Recipient

2016년 북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J.D. Power
MetLife 은퇴 및 소득 솔루션 콜센터의
라이브 폰 채널*이 J.D. Power로부터
"고객 서비스 우수상" 수상

포춘지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블룸버그
성평등지수

미국 환경보호국
2016년 기후 리더십 어워드
온실가스 관리(목표 설정) 부문 우수상

인권캠페인재단
2016년 LGBT 평등을
실천하는 최고의 직장

뉴스위크지
2016년 세계 최고의 녹색 기업

워킹 마더 매거진
2016년 100대 최고 기업 선정

™

G.I. Jobs 매거진
군인 친화적 기업

Dave Thomas 재단
2016년 최고의 입양 친화적 기업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히스패닉 협회
2016년 기업 포용성 지수

미국여성경영인협회
2016년 여성 경영인이
일하기 좋은 50대 기업

여성비즈니스기업전국위원회
미국 최고의 여성비즈니스기업

WorldatWork
2016년 직장생활-개인생활 분리

라티나 스타일 매거진
라틴계 여성이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

리더스 다이제스트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J.D. Power 2016년 인증 콜센터 프로그램 상은 감사의 성공적인 완료와 최근 서비스 상호작용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 만족 벤치마킹 이상의 성과 창출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jdpower.com/ccc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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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mpact 목표
2015년에 MetLife는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다룬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리스크 관리 및 윤리 목표
목표

모든 직원이 "삼중 방어선" 리스크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강력한 리스크 관리
문화 보장.

진척 상황

계획대로 진행 중. MetLife는 리스크를 인식하는 문화를 양성하고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합니다. 2016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 기업 차원의
메시지를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리스크 인식을 촉진했습니다.
•

•
•

승인된 리스크 선호도 원칙에 따라 리스크
관리.

고객 목표
목표

네 가지 순고객추천지수(NP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상호작용에서의 만족도 측정.

신규 직원은 필수 삼중 방어선 모델 과정에 등록. 2016년 12월 31일 기준, 직원의 약 98%가 교육 이수.

MetLife의 전체 유럽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리스크 관리 교육 실시. 2017년 1월 11일 기준, 직원의 94%가 교육 이수.
글로벌 리스크 관리 직원에게 인트라넷 사이트와 삼중 방어선 모델에서의 역할을 강조.

계획대로 진행 중. 기업 리스크 선호도 원칙(RAS)은 MetLife가 전략적 목표와 사업 계획을 추구하면서 기꺼이 담당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유형과 전체적인
수준을 진술합니다. RAS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리스크 선호도 내에서 회사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전체적인 수준을 이해, 측정,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리스크 프로필, 전략적 목표,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RAS 검토가 이뤄지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진척 상황

달성. MetLife는 2016년에 다음 NPS 연구를 포함한 NPS 360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
•
•

거래 관련 NPS(tNPS) — 2012년 개시
관계 NPS(rNPS)

경쟁 NPS(cNPS)

직원 NPS(eNPS)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보다 고객 중심적이고 동급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NPS 및 고객 유지에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객 충성도 증가 입증.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에 1순위 정책으로 배정한 대부분의 시장 및 접점의 거래 관련 NPS가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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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목표
목표

진척 상황

모든 국가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시행해
전사적으로 통일된 건강 문화 조성.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에 40개국이 넘는 국가의 직원들이 지역 웰니스 챔피언 네트워크를 통해 삶을 위한 웰니스(Wellness for Life) 글로벌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웰니스 활동이 전 세계에 제공되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에서 웰니스에 집중하여 웰빙 문화 발달에
기여했습니다. 16개 EMEA 시장에서, 1,100명이 넘는 직원이 글로벌 기업 챌린지에 참여하여 100일 동안 15억 걸음을 걸어 MetLife가 최고의 보험사로서
프로그램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삶을 위한 웰니스라는 이름 아래 피트니스 센터와 카페테리아의 공통 브랜딩과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의
브랜드 쇄신을 통해 직원 웰니스 메시지의 범위와 일관성의 폭을 넓혔습니다.

MetLife 의 모든 직원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현지에서 시행되는 유용한
계획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계획대로 진행 중. 삶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단, 운동, 수면, 질병 예방 등 핵심 건강 개념의 인식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43개국의 지역 관련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건강한 행동(과일 먹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 참여, 휴식 기술 연습 등)을 실행하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양성 비즈니스 리소스
네트워크(DBRN)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포용성 문화 보장.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 세계 각지의 DBRN은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직업적 및 개인적 개발과 인간관계 형성, 동료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

•
•
•
•
•

공급업체 다양성 목표

MetLife 계열사들은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저축 및 재무 계획 같은 주제로 22회의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MetLife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및 그 지지자들은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직원과 그 가족이 그들의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국 프라이드
프라이드 행진(미국) 등 14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결과는 #metlifepri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다문화 전문가(GMP)는 미국에서 참여자들의 새로운 언어 학습을 돕는 등 25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MetLife 다양한 인재(MDA)는 미국에서 MetLife 5개 현장 직원이 장애 학생을 멘토링하는 장애인 후견의 날 등 13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MetLife 재향군인 네트워크(MVET)는 미국에서의 Valor Games 등 미국과 영국에서 70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MetLife 성장 전문가(iRISE)는 혁신 포럼 등 미국에서 85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여성 비즈니스 네트워크(WBN)는 참여자에게 임원진의 강연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사 시리즈 등 40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목표

진척 상황

모든 외부 조달 사업에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를 포함시켜 100% 달성을 위해
노력.

계획대로 진행 중. 2015년부터 80%가 개선되었고, 제안 요청의 90%에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 하나 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프로그램 성장 15% 달성을
목표로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 대상
멘토십 프로그램 시행.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에 진행된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 대상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업체 중 40%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매년 다양한 공급업체와 10%
성장 달성.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 MetLife에서 채용한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의 수가 16% 증가했습니다. 회사 전체 지출 중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10.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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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재단 목표
목표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2억 달러
투자(2013년 기준선 기준).

환경 목표
목표

진척 상황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 말 기준으로 2억 달러 목표 중 1억 2,300만 달러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진척 상황

2016년에 탄소 배출 제로화.

달성. 에너지 효율 관련 조치 적용, 직원 출장 횟수를 줄이기 위한 협력 수단 사용 증가, 배출 저감 프로젝트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등을 통해 2016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했습니다. MetLife는 전 세계 영업망이 있는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도하는 탄소 완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0년까지 글로벌 사업 전반에서 에너지
소비 10% 감소(2012년 기준선 기준).

계획대로 진행 중. 자산 개선 프로젝트 및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조명 개조, 냉방기/보일러 교체, 에너지 고효율 HVAC 시스템 채용, 계량 의무화, 사용자 감지 센서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MetLife의
지속가능성 팀은 이러한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부동산 팀과 에너지 절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영업망 각 지역의 장기적 에너지 절감 기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지역 기반 탄소 배출량 10%
감소(2012년 기준선 기준).

계획대로 진행 중. 국내외에서 에너지 효율 자산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의 모범 관행을 새로운 업무공간에 적용하고,
부동산 사무소를 통합하고, 직원 출장을 줄이기 위한 협력 도구 사용 증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소의 경우 에너지 관리 모범 관행을 통해 성과를
최적화하고, 사무소를 단일 현장으로 결합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협동적인 공간이 특징인 세계 최고의 사무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MetLife의 100대
공급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 저감
활동 공개를 요구.

계획대로 진행 중. 2016년에 MetLife는 일부 처음 거래하는 해외 공급업체를 포함한 70개의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CDP 설문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활동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함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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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주요 내용
•

•

•

지역사회 인프라에 총 262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그중 160억 달러는 저가 주택, 교육, 건강 관련 니즈
지원을 위한 지방채, 93억 달러는 공항, 도로, 항구 등 필수 서비스, 9억 달러*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되었습니다.
친환경 투자는 총 97억 달러로, 여기에는 37개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소유 지분, 56개의 LEED 인증
시설,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된 26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18억 달러는 지역사회 니즈와 저소득층 주거 직접 지원에 투자되었습니다.

MetLife의 접근방식

향후 30년 이상 연장 가능한 상품 부채에 자산을 신중하게 일치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MetLife 기업이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0인 이상의 투자 전문가들이 자산 부문과
시장에 대한 깊이와 이해의 폭을 더합니다.
우리는 각 자산의 가치와 자산 부문의 상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어진 리스크와 제약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 부문을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보고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MetLife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에 집중합니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된 26억 달러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된 9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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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본 원칙
•

•

•

MetLife는 자산 및 부채 관리를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자산을 부채에 신중하게 맞춥니다.

MetLife는 각 자산의 가치와 자산 부문의 상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어진 리스크 제약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 부문을 판단합니다.

MetLife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확실한 리스크 관리
규율을 활용하고 리스크 관리를 기업 문화의 기본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이 규율은 전용 시스템, 프로토콜, 모델을 통해
투자 프로세스 전반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MetLife는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요소와 거버넌스 리스크 및 이점 등 각
투자의 리스크와 혜택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MetLife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 자산이 총 4,7651 억 달러에
달하는MetLife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증권 및 사모 자산이
포함됩니다. 자산 배분은 MetLife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부채의 배분을 반영합니다. 자산은 상대적 가치 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환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다각화와 자산 품질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별 요인
•

•

•

•

MetLife는 재무 구조와 자본 상황이 건실하고 의무 이행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MetLife는 특히 어려운 시장을 관리할 때 탄탄한 프랜차이즈,
사업 부문 분산, 건실한 재무 기본 구조의 이점을 활용합니다.
MetLife의 대규모 투자 포트폴리오와 운용을 통해 자산
부문과 시장의 폭과 깊이를 넓힙니다. 우리는 내부 분석 팀과
각 부문 전문가의 직접적, 근본적 분석을 강조합니다.

MetLife는 상업용 및 농업용 담보대출 같은 개인 자산의
원조이며, 이로 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각화된 글로벌 포트폴리오
2.0%

3.6%

3.0%

5.4%
32.9%

12.0%

$1,570억
$757억
$622억
$575억
$571억
$257억

12.1%

$171억

13.1%

15.9%

$143억
$99억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일반 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는 재무정보 정의 및 조정은 46페이지 법적 고지 참조.

투자 등급 기업
주택담보대출

구조금융

미국 정부 및 기관
외국 정부

현금 및 단기 투자

투자부적격등급 기업
부동산 자산
기업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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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임팩트 투자(백만 달러)

임팩트 투자

회계연도

임팩트 투자란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만들어 내며
경제적 수익도 제공하는 투자로 정의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임팩트
투자를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저가 주택 투자
친환경 투자
인프라

지방채
합계

환경, 사회, 거버넌스 위기 및 기회에 대처하는 자세

MetLife는 약 150년 동안 클라이언트 및 고객에게 장기적인
약속을 상징하는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해온,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우여곡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요구를 충족하는 일을
돕습니다.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MetLife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급, 기타 직접적 및 간접적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번영, 성공을 도모합니다.

향후 몇년 간 MetLife의 정책 이행 능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리스크 감안 수익성을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다양한
투자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 부문을 선정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는 실사 과정의 필수 부분입니다.
MetLife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확실한 리스크 관리
규율을 활용하고, 관련 환경 위기와 경제 위기 및 지배구조
위기를 포함한 각 투자로 제기되는 리스크와 혜택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친환경 투자

MetLife는 철저한 환경 관리에 전념하며, 이는 친환경 건물과
재생 에너지에 일관성 있는 투자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MetLife의 친환경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26억 달러 투자

130만 가구에 청정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37개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소유 지분
56개 LEED 인증 부동산 주식 지분

인프라 투자

MetLife의 인프라 부채 포트폴리오에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공항, 항구, 도로, 파이프라인, 전송로, 공익
사업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등에서의 전력 생산 등 93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etLife의 재생 에너지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발전소 건설 및 장기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정부가 수립한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적정 가격

2016년
투자

$9,683

$174

$9,288

$2,354

$15,991

$1,251

$36,766

$4,07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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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저가 주택

MetLife는 지역사회에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저가 주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8억 달러의
지역사회 투자에는 저가 주택, 커뮤니티 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한 예로 2016년에 MetLife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의
미국 자회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FlexCap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 거래를 통해 저소득층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융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니즈를 충족하고, 새로운 주택 구매자가 주택
소유에 대비한 금융 상담을 받습니다.

MetLife는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국 세법
제42조에 따른 연방 저소득층 주택 세금 감면 정책의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투자를 통해 마련된 고품질 임대
주택은 소득이 지역 내 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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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2016년 말 기준으로 MetLife는 인프라, 교육, 지역사회 보건, 저가
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채에 160억 달러의 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지분은 47개 주 지자체 기관과 워싱턴 D.C. 에
투자되며, 지난 10년에 걸쳐 MetLife의 지방채 투자는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MetLife 투자 관리

MetLife는 일반 회계 포트폴리오에 대한 임팩트 투자 외에도 기관
투자 관리 클라이언트를 위한 임팩트 투자를 제공합니다. MetLife
는 2016년 말에 클라이언트에게 친환경 건물과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7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참조
•

MetLife Investments

•

MetLife 4Q 2016 Investments Factsheet

•

MetLife 4Q 2016 Combined Managed Assets

•

MetLife Community and Affordable Housing Investments

•

MetLife Green Investments

MetLife 부동산 투자의 ESG 이니셔티브
MetLife는 부동산 부문 투자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투자 결정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MetLife는 MetLife Real Estate
의 고위급 리더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위원회는 ESG 워킹 그룹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전략적 ESG 이니셔티브 실행을 지휘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향후 더 많은
경영진을 ESG 활동에 참여시켜 조직에 지속가능성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킹(GRESB)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진척 상황을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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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주요 내용
•

•

•
•

사상 최초로 북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등재되었습니다. DJSI는 널리 인정받는 기업 책임 지수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선도적 기업을
조사합니다. MetLife는 DJSI에 등재된 북미 지역 내 보험사 단 8개 중 하나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다양성이 매우 높은 이사회 구성으로, 회계법인 Deloitte와 이사회다양성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31%가 여성이며 23%는 다른 민족 또는 인종입니다.
사상 최초의 블룸버그 성평등지수(BFGEI) 등재는 사업 운영 전반에서의 성평등 달성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고위급 규정 준수 및 비즈니스 리더십 팀에 좀 더 정확한 리스크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리스크 계층 구조를 적용하여, 글로벌 규정 준수 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MetLife의 접근방식

MetLife의 윤리, 청렴성, 리스크 관리 문화는 조직 내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이는 직급이나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최고 수준의 사업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준거법과 규제 및 회사 방침을 전면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MetLife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설계됩니다. 이 관리 체계는 MetLife 사업 라인에 관계없이 CEO
에게 직접 보고하는 최고리스크책임자가 이끄는 독립적인 전용 리스크 관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문제를
포함하는 금융 및 비금융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프로세스 및 도구를 통해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및 관행은 사업과 전략적 의사결정 절차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윤리와 위기 관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MetLife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이사회 및 상급 경영진 수준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건실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업 및 지역 차원에서
개설되었으며, 일부 위원회는 보험 자회사 차원에서 설립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장 리스크와 보험 리스크, 운영 리스크, 초기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리스크
위원회의 구조는 전사적 위기 관리 및 평가를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위원회는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혜택 및
리스크를 보고하여 공유하는 사업 라인과 직능 영역의 상급 리더로 구성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는 이전에 채택된 기업 리스크 선호도 원칙(RAS)을 포함합니다. RAS는 회사가 담당하고자 하는 리스크 종류와 총 수준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RAS는 조직이 전략적 목표와 사업 계획을 진행할 때 경영상 리스크를 감수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RAS를 지원하기 위해서, MetLife는 단계적인 부문
리스크 선호도 원칙을 확보하여 주요 운영 부문 각각에 허가된 전체 리스크 프로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 원칙은 지역 및 국가 위원회가 신중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규정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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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리스크 파악하기

MetLife는 초기 리스크 파악을 위해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상향식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은 각각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 리스크를 파악해야 합니다. 각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 평가를 검토하여 지역별 리스크관리책임자(RRM) 및
기업별 리스크관리책임자(CRM)에게 초기 리스크를 보고합니다.
하향식 접근법에 따라, 초기리스크위원회 위원 및 기타 2차 방어선
파트너가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초기 리스크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업계 백서를 감독하고 세계, 경제, 업계, 내부
이벤트를 평가합니다.

삼중 방어선

MetLife는 "삼중 방어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각 사업부는 리스크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보고하는 1차 방어선입니다. 2차 방어선은 준법감시담당부서(CEC)
와 정보 기술 리스크 및 보안 담당부서를 포함한 글로벌 리스크
관리 직능 및 기타 사업 단위로 구성됩니다. 2차 방어선은 사업부를
감시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종 방어선은 리스크 및 통제 환경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내부 감사 직능입니다. 이 삼중 방어선을 통해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육과 기업 차원의 메시지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리스크 인식을
촉진했습니다. 2016년에 직원들은 MetLife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포함해 삼중 방어선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형 모듈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원의
98%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신입 직원은
필수적으로 삼중 방어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MetLife 윤리규범

적절한 행동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가 MetLife
윤리규범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윤리규범은 모든 MetLife 직원을 위한 지침입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며, 최고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매년 모든
직원들은 윤리규범에 전념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규범
교육은 신입 직원에게 필수이며 정기적으로 글로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재무 관리 직원 및 이사회 임원에게 구체적인 윤리지침을
제공합니다.

MetLife의 삼중 방어선 모델

임원단

MetLife 상급 경영진

거버넌스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사업 관리, 기업 파트너

GRM, 준법, IT 리스크

기업 내부 감사

1차 책임 및 책임 규명
리스크 통제 환경 파악,
측정 및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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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자문

사업 독자 모니터링 자문

독립 보장

건강 관리 확인,

객관적인 의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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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글로벌 윤리 평가

건실한 윤리 문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MetLife는 2015년
글로벌 윤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2016
년 동안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포함한 후속 조치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팀이 근무
중에 윤리적 딜레마를 빠르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극 시나리오인 "윤리 나침반(Ethical Way Compass)"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초에 이러한 실행의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
설문조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진실성 있는 정책 공유

MetLife는 글로벌 및 로컬 규제 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사업을 관리합니다. 정책입안자를 규제 비용 및 이점에 관여하게
하여, 고객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여러
무역 협회, 사업 제휴, 싱크탱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러
단체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역할 참여를 통해
사업 부문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정책입안자와 공유하고 업계
전반의 동등한 입장에서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MetLife는 글로벌 정부 관계 책임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미국
외부로의 정치 자금을 금합니다. 2016년에 미국 외부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정치 자금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MetLife의 정치 활동 보고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준법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MetLife의 준법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및 잠재적 준법
리스크를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는 준법감시담당부서에서 준법
리스크를 약화시키는 통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연간 준법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또한 준법 감시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6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준법 리스크에 더욱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뇌물, 부패, 자금세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 관행과 연관된 리스크에 차별화된 평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의 영업 관행 관련 리스크를 감독하기 위해 글로벌 영업 관행
기구(Global Sales Practices Unit)를 수립하고 새로운 영업 관행
정책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기업 주주들을 위한
효율과 정확성, 간결성 증진을 위해 거버넌스 절차를 재구성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부패 방지 정책

글로벌 금융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MetLife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 뇌물수수법을 포함한 모든 반뇌물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직원이나 MetLife를 대신하는
제삼자에 의한 모든 종류의 부패행위 및 뇌물에 관한 불관용
정책을 준수합니다.

MetLife의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은 부패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전사적인 최소한의 지침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판은
부패 위험을 관리 및 완화하고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모든 직원은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을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가장 깊은 의도와 정신까지 읽고 이해하며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 준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신용과
청렴성에 대한 우리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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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MetLife는 모든 해당법 및 회사의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정책은 MetLife의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제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보장합니다. 2016년에
우리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주요 요건을 명시하고 현재 규정 지침
및 기대치를 반영하여 이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MetLife는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회사에 신뢰를
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문제에 관한 인식이 늘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들이 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직원, 사업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존중합니다. MetLife와 공유되는 개인정보
사용 및 접근을 보호하고 이를 제한합니다.
MetLife는 이 귀중한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고객 개인정보 보호정책
(Global Customer Privacy Policy)을 마련했습니다. 각
사업장은 이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규제 방침을 마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i) 개인정보
고지, 동의, 개인의 권리 (ii) 정보 보안 보호 (iii) 제삼자 리스크
관리 (iv) 국제 데이터 전송 (v) 직원 교육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전사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정책은 위반 가능성을
관리하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를 MetLife 사업 관행 구조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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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영업 관행 정책

금융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역에서 어떻게
영업하는지,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기관은 회사가 정직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MetLife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영업 관행 정책(Global Sales Practices Policy)을 마련했습니다.
MetLife의 모든 영업 활동은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MetLife의 글로벌 영업 관행 정책은
고객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둔다는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모든 고객의 니즈와 적절한 제품을
일치시키는 것은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평생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독점 지침

MetLife의 반독점 지침은 MetLife 및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반독점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MetLife의 정책은
반독점법을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반독점법은
자유롭고 열린 경쟁, 합리적인 가격, 효율적인 서비스,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고 촉진합니다. MetLife의 반독점 지침은 열정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고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윤리규범에 반독점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참조
•
•
•
•
•
•

기업 거버넌스

윤리와 성실성

준법 및 사기행위 핫라인
윤리규범

고객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치 활동 보고서

*유
 의사항: 미국 내 사업체는 해당 규제 요건에 따라 자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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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주요 내용
•
•

•

•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대해 48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해관계자로서의 고객 참여를 늘렸습니다. 전 세계 55,000명 이상의 고객 및 잠재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네 가지 순고객추천지수(NP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상호작용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MetLife 은퇴 및 소득 솔루션 콜센터의 라이프 폰 채널이 J. D. Power 인증 콜센터 프로그램
(Certified Contact Center ProgramSM)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우수상" 을 받았습니다.

MetLife의 접근방식

MetLife는 매년 전 세계 수백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요구를 면밀히 경청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우리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고객들은 삶의 우여곡절을 헤쳐 나갈 때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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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말 경청하기

MetLife는 2016년에 전 세계 55,000명 이상의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심층 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변화의 속도에 압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보편적인
진실 한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MetLife는 고객의
통찰에 귀 기울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etLife는 고객을 모든 일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방식을
공개하면서, 충족하지 못한 니즈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조사를
모든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점을 이용하여
다음을 통해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합니다.
•
•
•

상품 간소화

정직하고 유용한 영업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

MetLife 고객은 경험에 근거한 전문가 지침을 원합니다. 글로벌
직원 복지(GEB) 사업은 이 지침 공유 방식의 예를 제공합니다.
GEB는 시장 주도형 데이터 및 분석, 사고 리더십과 보험금 청구,
의료 네트워크 관리 관행 등의 통찰과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지역과 관련된 해결책, 기업과 직원의 변화하는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막으로, 고객은 그들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는 상품을
마
원합니다. 멕시코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직원을 위한 MET99
보험상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MET99는 고객의 현재 삶의
단계에 따라 고객의 니즈에 맞춰 혜택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
것이 특징입니다. MET99는 MetLife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험상품이 되었습니다.

고객과의 모든 교류에서 고객 경험 개선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사이언스 이용

 객은 단순하고 정직한 경험을 원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고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고객이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MetLife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 그들의 니즈에 맞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MetLife는 사람들이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서류를 선택하는 경우, 전자 형태로 서류를 처리하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고객 분석을 적용하여 그 어디에도 없는 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 시장 작동 방식, 시장의 진화 양상을 분석합니다.
일부 시장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각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반복을 통해 학습하며, 반복을 끝내고 출시를
앞두고서는 "이 상품이 단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다루고
있는가?"를 자문합니다.

MetLife의 참여 절차는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몇 가지 주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

 객은 보험사의 도움을 받고 보험사가 자기 편이라는 느낌을
고
원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삶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한 한 일본 고객이 질병
관련 비용 지불과 함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족 상담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MetLife는 약 150년 동안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동향을
연구하며,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첨단 분석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지식은 보다 간소하고 스마트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다는 이 접근방식은 흥미롭지만, 내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업 문화를 고객의 통찰에 기초한 문화로
바꾸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성공한 회사로 부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료 연구조사 공유
MetLife의 글로벌 의료 팀은 데이터 분석
일선에서 클라이언트의 건강 관련 비용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 대시보드 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지불된 보험금, 발생한 보험금 청구, 국가 지수
등 연간 변화를 비교하는 일련의 분석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데이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직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험금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 팀은 다국적 기업의 웰니스 관련
연구조사 및 기타 정보와 웨비나, 대면 강의,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 투
(how to)" 키트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주제로는
수면의 영향, 건강상의 소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의료 팀은 또한 MetLife 클라이언트의
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관련 주제 자료를
제공하는 건강 및 웰니스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최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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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성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식 구축

글로벌 사업의 지리적, 조직적 장벽을 허무는 일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MetLife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0개
이상의 그룹이 있었고, 각자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절차는 서류 기반이었고,
수동으로 처리했으며,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구축했습니다.

"Model Office" 접근방식은 스마트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 절차, 기술, 문화적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관리 개선을 위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멕시코의 보험금 지급 부서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
청구를 밝혀내기 위한 사기, 낭비, 남용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일본,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지에서 저렴한
비용의 비슷한 모델을 출시하여 한결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구서 발행, 보험 인수 등 핵심 역량에 동일한 Model
Office 시범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의 성공 여부 측정

MetLife의 목표는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순고객추천지수(NPS)를 적용하여 성공 여부를 측정합니다. 2016
년에 MetLife는 NPS 지표를 수집하는 NPS 360이라는 360도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NPS 360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거래 관련 NPS(tNPS)는 거래 단계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접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계 NPS(rNPS)는 고객과의 엔드-투-엔드 관계 강화에
유용합니다.

3. 직원 NPS(eNPS)는 회사에서의 직원 참여를 특정하며, 동급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때 중요합니다.

4. 경쟁 NPS(cNPS)는 지수, 경쟁업체 비교, 전략적 결정 및 목표
설정 역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1차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Satmetrix라는 기업이 미국
생명보험사의 NPS를 측정했습니다. Satmetrix의 측정을 통해,
MetLife는 58,000명의 소비자로부터 관계 및 경쟁 NPS를
획득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MetLife의 성과가 35%
향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치 가속화를 선도하는 시장인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에서 35,000명의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생각한 바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망스러운 점과
애로사항,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할 선호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고객의
니즈와 상품을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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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클라이언트의 직원 지원

MetLife의 글로벌 직원복지 사업단위의 핵심 부문인 해외
거주자 보험 상품 사업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직원에게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MetLife 지역 서비스 센터는
파견 업무 중 회원의 건강 니즈를 현지에서 지원합니다. 해외
거주자 사업은 신규 시장으로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MetLife는 Voyageur Global Benefits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 내 해외 거주자 복지를 관리하기 위해 Empire Life
와 제휴했습니다.
올해 MetLife는 2016년 해외 거주자 관리 및 이동성
어워드에서 "올해의 서비스 제공업체" 상을 받았습니다.
MetLife의 해외 거주자 복지 정책이 회원 경험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는 데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한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고객 경험의 간소화

MetLife는 고객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를 뒤흔들 만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 기술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인 MyDirect는 전례 없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미국의 고객들은 이를 이용해 전보다
쉽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된 반응형 웹사이트 metlife.com을 통해 고객 참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선도적인 판매 솔루션 eMirai를 통해
고객 경험을 변화시키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접근 강화

MetLife는 편리한 채널을 통해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을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로 이용 폭을 넓히고, 신흥
시장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인구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보호
상품을 취득하기 어려운 국가에 진입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250,000 달러 미만 금액의 보험 제공을
시작하여, MetLife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 의료 비용, 신용카드
대금, 장례 비용 충당에 유용할 5,000 달러의 소액 정책을 찾는
노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우리는 진입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 소매업체, 이동통신사 및 동호회 같은
조직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 상품을 유통합니다(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상품 표의 예시 참조). 소액 금융
기관과도 제휴합니다. 소액 금융 기관은 농촌 지역의 빈곤층에
합리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위해 개발한 간소화된 관리, 발급 및 청구 해결 프로세스는 개발
도상 시장에 더 많은 재정적인 포용성을 창출하는 상호 사명을
지원합니다.

MetLife는 2016년에 EMEA
지역 일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정책
현황, 보험금 청구, 기타 정보에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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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상품
상품

장소

문제

해결책

사기행위 상품 및 상품 분실과
도난

아르헨티나와 칠레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뱅킹 사기행위와
ATM 강도 및 폭력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사기행위 상품 및 분실과 도난 상품 확장을 통해 절도 관련 고객 52,000
명, 계좌 및 신용카드 사기행위 관련 고객 30,000명, ATM 강도 및 폭력 행위 관련 고객
193,500명을 도왔습니다.

Work Site Marketing Public

멕시코

멕시코의 민간 부문 직원의 보험 이용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저축 상품 등 자발적인 보험 상품을 통해 Work Site Marketing
Public을 민간 부문 직원에게 확대했습니다.

Credit Life

네팔

경제적 약자인 네팔 고객의 금융 상품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MetLife는 농촌 지역에 상품을 제공합니다. Credit Life 같은 상품은 네팔에서 소액
금융 기관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소액 보험을 제공합니다.

Dollar Smart

일본

일본 고객들은 낮은 엔화 환율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고액 보장 상품을 원합니다.

MetLife는 이자율에 민감한 종신 생명보험을 개선하여 출시했습니다.

정기 생명보험과 상해 및
건강보험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부 고객은 월 상환금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MetLife는 이용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월 지불에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Eve" 여성 의료 건강보험

레바논

질병에 걸리는 여성이 금전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ve"는 암에 걸린 여성이 의료 보험을 충당하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돕는 레바논 유일의 중환자 상품입니다.

MyDirect 자동차보험

미국

미국 고객은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보험
옵션을 원합니다.

이 혁신적인 상품은 디지털 전용입니다. 고객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생명보험과 상해 및 건강보험

콜롬비아

많은 경우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콜롬비아의 고객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현지의 가스 공기업 Empresas Públicas de Medellín에서 공공요금 청구서를 통해
630,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상해 및 건강보험 접근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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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직원: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얻도록 지원
MetLife는 폴란드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험 및 개인 금융
교육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폴란드 최대의 장애인 단체인
Integration Foundation과 협력하여 무료 잡지에 실린 교육
기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MetLife 팀은 체코에서 보육원을 떠날 준비 중인 아동을 위한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자선단체인 Dejme dětem šanci와 함께
준비한 이 워크샵에서는 금융 포용성과 독립적인 성인의 삶을 사는
법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참조
•
•
•
•

상품 혁신

도구 및 교육
기술 투자
접근 강화

고객의 리스크 대처, 복잡성 감소, 미래를 위한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 개선을 지원
일본의 노령화 사회로 인해 정책입안자들은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035년에는 일본인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감안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의료 및 연금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및 은퇴 위험이 서서히 정부에서 개인으로 이행되는 경향은 의료보험, 암보험,
해외통화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개인적인 수요가 비슷하게 증가했던 경우에 대처했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일본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etLife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인 일본은 글로벌 수익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재정 안정성과 보안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고객의 리스크 대처와 복잡성
감소, 미래를 위한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 개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무 개선 강화
PlanSmart는 직원들의 다양한 재정적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MetLife의 재무 교육 플랫폼입니다. 재무 개선을 장려하는 MetLife의 헌신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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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 조성
주요 내용
•

•

•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런닝머신형 작업대, 야외 산책로 등을 갖춘 최첨단 투자 본부 개설을 통해
직원에게 건강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 최초의 광역 지역사회 서비스 주간을 신설했으며, 해당 지역
곳곳에서 75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직속 부하직원이 3명 이상인 MetLife 관리자 모두를 위한 상향 피드백 도구를 채택하여 인재
개발을 강화했습니다.

MetLife의 접근방식

MetLife는 직원이 참여하고 동기 부여를 통해 영감을 얻는 직장 문화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고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직원에게 제공하며, 이는 우리 성공에 불씨가 되는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고유의 장점과 공통의 임무를 연결하여 점차 성공을 거두는 통일된 조직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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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직 건강 측정

MetLife의 조직 건강 설문조사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 가치에
부합하도록 조직의 툴, 프로세스 및 행동을 크게 진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설문조사는 조직 건강과 관련된 9가지 결과 및 그
결과를 초래한 관행에 집중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직원 개발을 위한 중점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012년
11월에 첫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글로벌 인력을 대상으로 2015년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설문조사는 2018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및 지역 활동 팀의 노력 덕분에 MetLife
의 조직 건강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사 상급 리더로 구성된
MetLife의 조직 건강 자문 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략적 방향을 설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50개 이상의
조직 건강 활동 팀 덕분에 지역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 팀은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기회 영역을 다루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사례를 파악합니다.

조직 건강 열망
동기 부여 리더십

정직하고 투명하며 개방된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MetLife가
공유하는 비전을 성취하는 데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팀 환경 구축.

참여적인 인재

분명한 목표에 집중하고, 우수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추진력을
지녔으며, 개인적인 성장 기회를 지닌 재능 있고 동기가 부여된
직원 개발.

고객 지향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관계없이, 고객에게 가장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거래를 이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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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영입 및 발굴, 보유

새로운 인재 영입
MetLife의 Careers 웹사이트가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이트는 현재 직원과 그들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MetLife가 참여하는 작업 공간을 설명하고,
잠재적 인재들에게 MetLife에서 커리어를 쌓는 방법을 제시하고,
MetLife의 글로벌 직원 가치 제안을 설명합니다. 사이트의 핵심
요인도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커리어 사이트에 통합됩니다. MetLife
직원은 새로운 글로벌 사이트에서 경력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Life는 새로운 인재 영입이 회사의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경력, 중기 경력,
경영진 인재를 발견하기 위해 외부 조직, 동료 그룹, 전문가 조직과
관계를 구축합니다. 초기 경력직 인재를 영입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험 통계, 영업, 투자 사업부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턴 학생들은 이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사업을 배우는 직접 경험을
얻습니다. MetLife는 중기 경력직에 속하는 인재 풀을 영입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제너럴 매니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한 Act2
프로그램은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다른 예는 실제 기술 및 사업 전문성을 통해 대학생과 초기
경력직 전문가 개발을 가속화하는 학부생 기술 채용 프로그램인
MetLife Technical University입니다. 2014년에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여름 인턴 및 대학 졸업생 중 34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 지원
MetLife는 매년 전 세계의 신입 직원 수천 명을 맞이합니다.
MetLife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조직과 전략, 주요 역점 사업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양방향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인재 발굴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tLife
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인재 조직과 다양한 역량 및 배경, 관점과
경험을 가진 미래 리더의 충분한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MetLife에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가치와 잠재력 실현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에 집중하고, 우수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추진력이 있고,
개인적인 성장 기회가 있는, 재능 있고 동기가 부여된 직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인재 보유
인재 보유 전략을 통해 특히 불확실하고 변화를 겪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합니다.
우리는 직원 및 매니저의 분기별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명확한
커리어 경로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접근방식은 직원들이
조직에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기여도를 인지하게 하여
직원들의 목적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MetLife는 성과별 지급 철학을 마련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인재를 유치 및 보유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가변적인 보상에 의미 있는 비중을 부여하고
회사 및 개인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별화하여, 성과별 지급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수업료도 지원합니다. 교육 기회가 주제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스킬을 향상시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고 학부생, 졸업자,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및 직무 관련 과정과 비학위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한 전일제 직원은 수업료 관련 비용 보상으로 1년에 최대
5,250달러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규 시간제 직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etLife는 업계 여성 리더가 참여하는 제6회
Annual Women in Sales Summit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참여자들이 전문직 계발
및 경력 신장에 집중하고 경영진, 동료 영업직원,
업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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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Way를 통한 직원 교육

MetLife Way는 린(Lean) 경영 원칙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기 일에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매니저들이 팀 발전에 집중하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환경을 제공합니다. MetLife는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직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 "변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부 전용 웹사이트에서 읽기 목록, 플레이북,
서식, e-러닝 모듈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공합니다. 2017년에
5,000명의 직원이 추가적으로 MetLife Way 교육을 받으면, 총
20,000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건강 및 웰니스 문화

직원의 우선순위와 관심사,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와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유연성, 건강 및
웰니스 자료, 보육 및 노인 의료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MetLife
의 직원 보험 상품은 업계에 속하는 회사에 걸맞게 포괄적이며
합리적입니다.
2015년 삶을 위한 웰니스(Wellness for Life) 프로그램 출시
이후 전 세계 직원들을 위해 통일된 건강 및 웰빙 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삶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은 두 가지 글로벌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Spotlight Initaitve)"를 통해 주요 건강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로 건강한
식단, 신체 활동, 수면 및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직원들은 과일과 야채 먹기,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하기, 휴식
기법 배우기, 예방 접종 및 혈압, 혈당 검사 받기 등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MetLife의 웰니스 프로그램은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행동 실천에 성공하려면 개인의 일상생활에 그
행동이 손쉽게 추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를
채택하여, 직원들이 따로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웰니스
MetLife는 조명, 공간, 건강한 음식, 운동 시설 등이 직장 내 웰니스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사무실과 기존 사무실에 이러한 설계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윕패니에 문을 연 새 투자 본부가 이 접근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건물에는
직원들에게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런닝머신형 작업대, 다양한 설비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명상 및 웰니스
공간, 야외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편의 공간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참여, 건강, 웰니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작업 환경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etLife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 물어보기

MetLife는 고객을 대면하는 회사로서 항상 시장에서 우리의
성과를 이해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며 MetLife가 기업으로서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의 MetLife는 회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목적으로
순고객추천지수(NPS)의 3가지 유형, 즉 경쟁업체 대비 상황을
파악하는 경쟁 관련 NPS, 고객과 MetLife 사이 관계의 질을
이해하는 관계 NPS, 회사와의 특정한 교류에서 고객의 견해를
평가하는 거래 NPS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에는 네 번째 NPS인 직원 순고객추천지수(eNPS)를
추가했습니다. 이 지표는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MetLife
를 추천하고 타인에게 MetLife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etLife의 eNPS 철학은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원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법, 나아가 고객과 MetLife의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eNPS를 측정할 것입니다.

2016년에 40개 이상 국가의 직원들이 삶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전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 활동이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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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및
포용성의 문화 지속
MetLife의 접근방식

MetLife는 모든 직원이 근무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 개인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포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 포용의 가치가 살아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직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여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러한 노력에서 역할을 하지만, 경영진과 글로벌 최고 다양성 및 포용성 책임자가 우리의
성공에 최종적인 책임을 맡습니다.
MetLife는 포용적인 문화를 창출하려면 다음 여섯 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
•

상급 리더의 참여

탄탄한 인프라와 포용적인 정책/관행

포용적인 일터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내부와 외부에 전달
리더십과 직원 교육에 다양성 및 포용성 갖추기
사업 기회에 다양성과 포용성 갖추기
우리의 진척상황 측정

30

MetLife 2016년 기업 책임 보고서 | 다양성 및 포용성의 문화 지속

다양성 및 포용성의 문화 지속

다양성 및 포용성(D&I)은 MetLife의 사업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재능 있는 다양한 직원은 신선한 관점과 전략적 사고, 혁신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과의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MetLife의 다양성과 포용성 정의
다양성

MetLife의 글로벌 D&I 전략은 세 가지 전략적 중점 분야에
집중하며, 지역의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
•
•

개발 및 진급: 다양한 인력과 포용적인 정책과 관행 개발.
 원 유지: 사업 성과와 인력 참여를 보장하는 최고의
직
인재 유지.

•

전 세계의 다양성 및 포용성 지원

MetLife는 D&I 원칙을 리더십의 일상적인 관리 관행에 포함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팀과 네트워크, 태스크 포스가 글로벌
운영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를 뿌리내립니다.
•

글로벌 다양성과 포용성 협의회 의장은 MetLife CEO가
맡습니다. 이 협의회는 전 세계 D&I 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감독하는 일에 주안점을 둡니다.

포용성

직원, 환경,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고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차이와 비슷한 점을 말합니다.

유치: 최고의 다양성 인재 발견.

우리는 기업 문화에서 D&I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5년
MetLife 조직 건강 설문조사에서 얻은 포용성 지수를 지속적으로
활용합니다. 직장에서 나타나는 포용성에 대한 직원의 태도와 행동,
신념을 이해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D&I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비즈니스 리더의 D&I 전략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이벤트 참여를 확인하고, 여성과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직원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검토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석인 상급 리더 지위의
다양한 인재 영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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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지역 D&I 태스크 포스 팀: 아시아,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EMEA), 라틴 아메리카, 미국. 이 팀은 지역 수준에서 D&I
전략을 이행하고 각 지역 내 사업체 및 직능의 상호 섹션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EMEA에서 MetLife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지원할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 포용 실천 팀(LIAT)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포용적인 환경 조성 계획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미국과 인도 MetLife 지점 20개 이상에서 활동
중입니다.

당사의 가치에 부합하는 개인적 성취와
집단적 성취를 장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만드는
다양한 특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

다양성 비즈니스 리소스 네트워크(DBRN)는 MetLife의 주요
인구 집단의 인식, 존중, 포용성을 촉진하는 직원 자원봉사자
그룹입니다. DBRN은 개인적, 전문적 기회를 만들고 주요 사업
계획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BRN은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7개 DBRN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MetLife 가족(FAM)

MetLife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지지자들(GLAM)
세계 다문화 전문가(GMP)

MetLife 다양한 인재(MDA)

MetLife 재향군인 네트워크(MVET)
MetLife 성장 전문가(iRISE)

여성 비즈니스 네트워크(WBN)

2016년에 전 세계의 여성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가 34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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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책 강화

MetLife는 2016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직원과 출산을 앞둔
직원을 둔 매니저를 위한 새 코칭 프로그램 Family Matters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벌 과정은 직원과 매니저들에게 육아휴직과
성공적인 복직을 준비하는 팁을 제공합니다. 그룹 코칭 프로그램은
모든 풀타임 및 파트타임 여성 직원에게 출산 휴가를 26주로
확대한 인도에서도 제공됩니다.

참조
•
•
•
•
•
•
•
•
•

직장으로서의 MetLife
MetLife의 인재

MetLife Careers
자원봉사

다양성과 포용성

MetLife의 재향군인
수상 내역

기업평등지수 만점 기록.

5년 연속 군인 친화적 기업.

MetLife의 사내 리더십 컨퍼런스인
제4차 연례 글로벌 여성 리더십
포럼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커리어에서 여러
난관과 변화를 겪고 성공 솔루션을
찾아낸 사고하는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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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다양성 장려
MetLife의 접근방식

직원 고유의 다양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처럼, MetLife는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혁신과 민첩성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2003년에 제정한 수상 공급업체 대상 다양성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MetLife와 다양한 공급업체와의 관계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줍니다.
MetLife 공급망의 다양한 공급업체 참여는 구매 전략에서 크게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공급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MetLife의 접근방식은 공급망에서 포용성을 주도하고 동료 간
멘토십을 통한 역량 구축 기회를 제공하는 소싱 팀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수 인종, 여성, LGBT, 재향군인이 51% 소유,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공급업체와 연방
정부 인증을 받은 소규모 사업체와 제휴합니다. 2016년에 우리는 700개 이상의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사업을 실시했고, 이는 당사 공급업체 경비의 10.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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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의 공급업체 다양성 인증 파트너

MetLife와 제휴하여 다양한 사업 파트너의 소유, 운영, 관리를
인증하는 주요 제삼자 인증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NMSDC(National Minority Supplier Development
Council)

•

WBENC(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

NGLCC(National Gay & Lesbian Chamber of
Commerce)

•

NVBDC(National Veteran Business Development
Council)

•

USBLN(US Business Leadership Network)

•

MSDUK(Minority Supplier Development UK)

•

WEConnect International

공급업체와 견고한 관계 구축

공급업체와 관계를 구축하고 연계하려면, 공급업체 다양성
컨퍼런스, 제삼자 웹사이트의 기업 회원 연락처나 이메일
MetLifeSupplierDiversity@MetLife.com을 통해 MetLife
다양성 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MetLife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포함하고
인정하기 위해 공급업체 다양성 포럼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행사 중에,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위해 MetLife와
제휴하면서 공급업체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계획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 공급업체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MetLife의 공급업체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지지하여 가치를 창출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MetLife 직원들과 주요 공급업체가 포럼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밀감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1의 규칙
MetLife는 당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제안서 요청에 최소 한 곳의 다양성 공급업체 포함을 규정하는 "1
의 규칙(rule of one)"을 적용하여 다양한 공급업체에 구매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의 규칙" 지표는 최고
구매 담당자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 구매 조직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정책은 소싱 절차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고, 공급 기반을 다양화하며, 회사에 혁신과 비용 절감을 가져옵니다. 2016년
MetLife 제안서 요청 중 90%에 다양성을 갖춘 공급업체 하나 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의
80%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 3월,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제삼자 인증 기관인
WBENC는 MetLife를 미국 최고의 여성비즈니스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여성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며
세계 최고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WBENC가
발표하는 연간 목록에 오르는 영광을 얻습니다. WBENC 최고
기업으로 선정된 MetLife는 국내외 신규 시장에서 여성 기업에
향상된 기회를 제공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MetLife는 지역사회 내에서 혁신과
경제 발전의 동력을 제공한 소수자 사업체의 계약 및
발굴에 대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접근방식을 인정받아
뉴욕뉴저지소수자공급업체개발위원회(New York & New
Jersey Minority Supplier Development Council)로부터
올해의 전국기업상(National Corporation of the Year Award)
을 받기도 했습니다.

책임 보장

MetLife의 공급업체 다양성 성과 목표는 글로벌 구매 담당을
위한 보상에 부합합니다. 공급업체 다양성 목표는 MetLife의
공급업체 다양성 접근방식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성과
분석과 업계 기준을 따릅니다. 공급업체 다양성 성과의 책임은
전체 글로벌 구매 팀에 있습니다.

참조
•
•

공급업체 다양성에 대한 회사의 결의

MetLife의 공급업체 다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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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재단
주요 내용
•

•

MetLife와 MetLife 재단은 4,8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중 3,000만 달러는 저소득층이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MetLife 직원은 전년도보다 25% 이상 증가한 90,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MetLife의 접근방식

MetLife 재단은 1976년부터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7억
4천 4백만 달러의 지원금과 7천만 달러의 프로그램 관련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2013년, MetLife 재단은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정이 공식적 금융 부문의 활용에 동참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일을
지원하고자 5년에 걸쳐 2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은 수혜자들에게 1억 2천 3백만 달러를
금융 포용성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재단이 이 계획을 3년째 시행하면서 파트너들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의미한 규모와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스타트업 기금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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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의 Global Impact

MetLife 재단의 사명은 자문 및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휴하여 전 세계 저소득층의 금융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된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경영
활동을 펼치며, 모든 사람이 금융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이끌면서 삶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etLife 재단은 업계 글로벌 리더와의 폭넓은 상담을 거쳐
금융 포용성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우리의 업무가 이미 갖춰진
활동을 반복하기보다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MetLife가 금융 서비스에서 약 150년 동안
쌓은 경험, 전 세계에서 재단 업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천
명의 MetLife 직원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업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편리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 자금
지원이 2-3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금융 포용
산업에 전달하고 새로운 지원금을 설계하는 방식의 토대가 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정적 역량 쌓기

재정적 역량은 클라이언트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여기에
적절한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맞춰 보험 업계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하지만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etLife 재단 기금 중 일부는 은행 이용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

•

•

금융 포용성이란, 고객을 존중하며 대우하는 신뢰할 만한
업체가 제공하는 수준 높고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가정과 사업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정적 복지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관리하고, 기회를 얻어
꿈꾸는 바를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글로벌: BFA(구 Bankable Frontier Associates). 운영이 잘
되는 금융 기관은 반드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직접 묻습니다. MetLife 재단 수혜자인 BFA(Bankable
Frontier Associates)가 방글라데시,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베트남에서 협력하는 5개 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BFA의
전문가 데이터 분석은 이 기관들이 고객의 재정적 필요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 중심의 통찰을 통해
기관들이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 유통
채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국: 페어 파이낸스(Fair Finance). 크레디트 투데이
영
어워드(Credit Today Award)에서 2014년에 올해의 대안
융자회사(Alternative Lender of the Year) 상을 수상한
페어 파이낸스는 주류 금융회사로부터 배제되고 서브프라임
업계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개인 및 사업 대출을
제공합니다.

미국: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중앙회(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MetLife
재단의 금융 역량 강화로 가는 길(Pathways to Financial
Empowerment) 프로그램은 행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금융 상담인 "교육-실천(edu-action)" 철학의 초석입니다. 이
프로그램 1단계의 성공은 다음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면서
그 철학을 입증했습니다. 5개 시범 신용조합에 속한 1,000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절반 가까운
클라이언트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상품을 이용하고(10% 감소),
61%의 신용 평점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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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기 위한 기술과 혁신의 활용

금융 포용성 커뮤니티가 규모가 있으면서 안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맞는 프리사이즈" 같은 상품
디자인을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글로벌: Verb와 제휴한 Inclusion Plus. MetLife 재단은
사회적 혁신 전문 기업 Verb와 협력하여 4개 지역에서 사업가와
MetLife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중국,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로 경쟁하는 250개
이상의 사회적 벤처 기업과 MetLife 직원 240명이 총 1,000
시간 동안 멘토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Inclusion Plus는
멕시코, 이집트를 거쳐 1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6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방글라데시: Swisscontact. 기성복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성복 산업에 4백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농촌 여성들은
급여의 일부를 집으로 송금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Swisscontact는 방글라데시 중앙 은행(Bangladesh
Central Bank)의 지원을 받아 현재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알맞은 기술, 유통, 금융 상품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합니다.

 글라데시와 베트남: MicroSave.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방
"모두에게 맞는 프리사이즈"를 넘어선 대중 시장 금융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MetLife 재단의 수혜자인 MicroSave
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세계적인 선도업체이자 널리 인정받는
2개 금융기관, IDF(방글라데시)와 Co-Op Bank(베트남)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icroSave는 종합 전략 계획
수립, 신상품 개발, 적절한 디지털 플랫폼 배치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2년 동안 14만 명 이상의 고객이 디지털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이 기관들은 2
백만 명의 고객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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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WSSN(Working Students Success Network)/
Achieving the Dream. MetLife 재단은 커뮤니티 대학에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Achieving the
Dream을 지원합니다. 기술, 서비스와 직무 교육의 통합, 금융
코칭, 맞춤형 금융 상품은 학생들의 재무 건전성과 학업을 마칠
가능성을 높입니다. MetLife 재단은 Achieving the Dream
과 더불어 대형 커뮤니티 대학(예: LaGuardia Community
College in New York), CCSSE(Center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 Engagement) 등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학생의 필요사항에 집중하는 연구자들과 협력합니다.

행동 경제학을 이용한 실천 유도

금융 포용성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보다 건전한 재무 행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선택을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 경제학의 힘을 이용합니다.
•

라틴 아메리카: ideas42. ideas42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예상하지 못하며, 은퇴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매우 드물고,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ideas42는 이를 바탕으로 MetLife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은행계좌 자동이체, 개인별 목표 설정,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

미국: 듀크 대학교의 Common Cents Lab. Common Cents
Lab은 행동 경제학의 통찰력을 이용하여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혁신적 조치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3년 계획을 수행합니다.
미국: Commonwealth (구 D2D Fund). Commonwealth
는 2000년대 중반에 8개 신용조합과 복권 연계형 저축 게임을
실험하는 저축 게임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대부분 저소득층이었던 11,600 명의 사람들이 850만 달러
이상을 절약했고, Commonwealth는 미의회에 복권 연계형
저축의 전국적 시행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배운 점 공유하기

MetLife 재단과 재단 수혜자가 얻은 교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글로벌 금융 포용 산업의 지식 영역을
확장합니다. MetLife는 파트너들과 함께 백서를 준비하고 기사를
내며,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여기에 참여합니다. MetLife 재단은
수혜자들을 위한 학습 워크샵도 운영합니다. 수혜자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기준을 개발하고, 주요 성과 지표를 비교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지원금 일부는 지식 공유를 그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번영의 승수 효과. 번영의 승수 효과는 MetLife 재단
수혜자의 이야기를 이용한 독특한 사고 리더십 플랫폼입니다.
동영상, 인포그래픽, 금융 포용성 관련 기타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Custom Studios와 제휴하여
개발된 이 독특한 리소스는 금융 포용성 관련 문제에 대한 모범
사례, 통찰, 정보를 공유하는 데 유용합니다. 번영의 승수 효과는
재단이 전 세계에 금융 포용성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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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Innovation Circuit. Innovation Circuit은 MetLife
아
재단, LumenLab, 17 Triggers(연구와 디자인 사고, 사회적 영향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혁신 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학습 워크샵 시리즈입니다. 아시아 7개국 17개 금융
포용성 기관(모두 재단 수혜자)을 대표하는 23명의 참여자가
모여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 포용성에서 혁신과 디지털의 미래를 배우고, 의견을 나누며,
영향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EPIC(Expanding Prosperity Impact Collaborative).
MetLife 재단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재정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요인을 조사하는 활동인 EPIC를
통해 Aspen Institute의 재정 안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EPIC는
매년 한 가지 중요 소비자 금융 문제를 대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자, 정책입안자, 실무자를 부문 간 연구, 학습, 지식 공유
과정에 소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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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 기여하는 MetLife 직원

LifeChanger: J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EMEA 지역 MetLife 자원봉사자
862명이 535개 초중고 및 대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28,257
명에게 개인 금융, 취업 준비, 창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MetLife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직원들의 목적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MetLife 직원들은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타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15,000명이 넘는 MetLife 직원들이 MetLife
재단을 통해 1년에 수천 시간을 들여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MetLife 직원들이 집짓기, 아동 멘토링,
경영 컨설팅 전문지식 제공, 여러 방식으로 시간과 재능 기부
등에 힘썼으며, 이러한 직원들이야말로 MetLife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MetLife 직원들은 2016년에 주요 파트너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 탭루트 재단, 미국 JA(Junior Achievement) 등 여러
단체에 9만 시간 이상을 봉사하고 무료 전문 지식 제공 활동을
펼쳤습니다.

MetLife 직원들은 전년도보다 25% 이상
증가한 90,000 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MetLife 재단의 금융
포용성 및 커뮤니티 발전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

•

•

자원봉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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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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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의 직원 1,400명이
국가 차원의 금융 포용성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상급 리더 50명이 금융 전문지식을 13개국
MetLife 재단의 수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MetLife 일본에서는 2016년 10월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달로 선언했습니다. MetLife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4,500명이 공원이나
아동병원, 요양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의 MetLife 팀은 자발적으로 베트남의
NGO 세 곳, CCIHP(Center for Creative
Initiatives in Health and Population),
FPW(Fund for Poor Women), SRD(Center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에 집중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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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지역사회에 헌신: 건강, 교육, 재향군인회, 지역사회
개발, 문화 예술
MetLife 재단은 금융 포용성에 집중하는 지원금 외에도, 전 세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기금 조성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MetLife 재단 기금은 건강과 의료 연구, 문화
예술, 재난 구조,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MetLife와 MetLife 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총 4천 9백만 달러를
금융 포용성, 건강 및 의료 연구, 재난 구조, 문화 예술, 직원 참여
등의 활동을 포함한 기부 활동에 투자했습니다.

암 퇴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MSK) — $325,000
대먼 러년 암연구재단(Damon Runyon Cancer Research
Foundation) — $325,000
암은 전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MetLife 재단은 대먼
러년 암 센터(Damon Runyon Cancer Center) 기금을 통해
전도유망한 젊은 암 연구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기금을 제공하고, 협력을 위해 생명과학 업계 리더들과 관계를
형성해주는 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 MSK에 기금을
전달하여 MSK의 소아과 펠로우십 프로그램(MSK’s Pediatric
Fellowship Program)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차세대 암 전문가
교육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MSK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암환아를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MetLife 기금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한 개벽 유전자 변형을 특정하여 종양 세포를 파괴하려는
접근방식인 MSK의 정밀 의료 업무도 지원할 것입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여성대학교(Asian University for Women,
AUW) — $250,000
2008년 설립된 AUW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아시아 여성을 양성하는 데 전념합니다. AUW는
학생들의 장점에만 근거하여 입학을 허가합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며, 거의 모두가 전액장학금을
받습니다. MetLife는 재단 기금뿐 아니라 일본과 방글라데시
직원의 적극적인 리더십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 및 예술

Asia Society(글로벌) — 다양한 기금으로 $410,000 지원
뉴욕에 랜드마크인 본사 건물을 두고 전 세계에 사무실을 갖춘
Asia Society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시아 최고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etLife
재단은 Asia Society 프로그램과 전시회의 장기 후원자입니다.
2016년 가을에는 MetLife 재단-Asia Society 경제 포용 시리즈
(Economic Inclusion Series)를 열어서, 홍콩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주는 혜택을 빈곤과
싸우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Asia Society 60주년 기념 행사로 호평 받았던
Picturing Asia: Double Take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링컨 센터(뉴욕시, 뉴욕주) — 일반 운영 지원 기금 $250,000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 뉴욕 필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 뉴욕 시립 발레단(New York City Ballet) 등
공연 예술의 본고장인 링컨 센터는 매년 5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곳입니다. 링컨 센터는 MetLife의 본거지 뉴욕시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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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튼 현대미술관(Dayton Art Institute, 데이튼, 오하이오 주) —
일반 운영 지원 기금 $15,000
선구자적인 비행사 라이트 형제(데이튼 출신)가 설립에 참여한
데이튼 현대미술관은 5천년의 역사에 걸친 장식미술 및 순수미술
컬렉션을 전시하는 중서부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콘서트,
가족 행사, 축제, 지역 행사도 열립니다.
뉴욕 히스패닉 발레단(Ballet Hispánico of New York, 뉴욕) —
$125,000 2016/2017년 회사 투어
댄스 스쿨 겸 지역사회 기반 공연 예술단에 뿌리를 두고 시작한
히스패닉 발레단은 미국 최고의 문화적 영예인 국가예술훈장
(National Medal of Arts)을 받은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욕시 본사에 프로그램과 예술 커뮤니티를 위한
최신 댄스 스튜디오와 School of Dance가 있습니다.

참조
•

•

•

•

MetLife 재단의 상세 업무는 2016년 연례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더 안전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MetLife 재단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설명한
MetLife 회장의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MetLife 재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영 활동을 펼치며
직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융 서비스를 확장 및 개선합니다.
MetLife 재단의 금융 포용성과 MetLife의 추가 중점 영역에
관한 상세 정보는 특집 기사, 연구, 보도자료 및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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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주요 내용
•
•
•

•

미국에 기반을 둔 보험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했습니다.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세워 미국 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기후 리더십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기후 관련 현안 보고 및 관리와 관련하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MetLife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중 CDP 평가 최상위권인 "리더십" 카테고리에 포함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MetLife 직원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 임팩트(Our Green Impact)를 통해 8,000명의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MetLife의 접근방식

MetLife는 오늘날 환경 개선에 헌신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약속합니다.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발자국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탄소 저감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사업, 물 및 폐기물 감축 전략, 재활용 및 재사용 활동을 통해 운영이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2016년에 MetLife는 이러한 절감 활동에서 나아가 미국 기반 보험사 중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MetLife는 환경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고객,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기업 관련 조치를 협력하고, 직원들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환경 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의 임팩트
투자를 지원하고, 재단 업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하여 이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MetLife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및 운영 팀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팀은 이 임무를 지원하면서 환경 관리와 성과를 담당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팀은 기업 부동산 탄소 및 에너지 저감 노력을 주도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기록을 관리합니다. 또한 기업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내부 및 외부의 환경 계획과 지속가능성 진척 상황 보고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기업 전반의 환경 계획을 주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 및 운영 책임자는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으로, MetLife의 기후 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성 계획을
감독합니다.

모든 직원은 회사의 환경 집약적 직원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 임팩트를 통해 MetLife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린
임팩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 관심사, 제안을 게시하기를 장려합니다. 고객과 투자자, 이해관계자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팀 gogreen@metlife.com
에 이메일을 보내 MetLife의 환경보호 노력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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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관리

환경 리스크 및 기회는 MetLife의 운영과 사업부 전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초기리스크위원회(EMRIC)와 기타 2차 방어선 파트너는
잠재적인 초기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 경제, 업계, 내부
사건을 평가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현재 평가하고 있는 환경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MetLife는 연 2회의 돌발 리스크 분석
(Event Risk Analysis)을 통해 기업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후 관련
리스크도 평가합니다.
MetLife 손해사업부는 재난 관련 손해 예상 금액의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이에 대비해 월별
리스크 확대 이력을 모니터링했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및 기후 모델링을 실시합니다.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보험 시장과 비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재난 보험을 구매해서 대형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완화합니다. 일관성 있는 연례 절차에 따라 재난
모델, 위험 편중, 최신 기후변화과학, 재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재평가합니다.

탄소중립 달성

MetLife는 2016년 12월에 탄소중립 운동에 동참하여 기후 변화에
즉각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집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MetLife는 자랑스럽게도 미국 기반 보험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했지만, 우리의 노력은 이 업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 변화 완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업인 MetLife의 최우선순위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의 모범 사례를 글로벌 운영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국내
출장을 줄이기 위해, 협력 기술을 장려하는 국내 출장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줄일 수 없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 저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MetLife를 운영하는
국가의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합니다. MetLif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돕고 아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부합하는 여섯 가지 제삼자 인증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1. 미국 미시시피 유역 재조림

2. 중국에서 석탄 난로를 태양열 조리 도구로 대체

3. 인도에서 전통적인 온수 히터를 태양열 히터로 대체
4. 콜롬비아 우림 지대 보존

5. 미국 뉴욕 주 북부에 유해한 매립지 가스를 가둬 청정
에너지로 변환

6. 브라질 공장에서 재생 불능 연료를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연료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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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는 전 세계 1천 4백만 제곱피트의 업무공간을 관리합니다.
미국에서 관리하는 사무실 100%가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았고, 전
세계 면적 중 약 4백만 제곱피트를 차지하는 19개 건물이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프로그램 리더십(LEED) 인증을 받았습니다.

MetLife는 친환경 건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건물
성능을 개선하여 LEED 인증을 유지합니다. 친환경 건물은 환경과
당사 수익에도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건물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건물의 장점을 꾸준히
실현하면서 모든 새 일터를 LEED 상업 인테리어 골드 또는 플래티넘
표준에 맞춰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 설계된 모든 공간에 자연 조명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LED
조명 기술과 사용자 센서, 에너지 스타 인증 정보 기술 장비, 물 소비를
줄이는 고효율 및 저수량 배관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MetLife
의 LEED 인증 공간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편의 시설과 미국 42
개 주요 사업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합니다.
재생 전기원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MetLife의 주요 전략은 시설망에서 공급받는 저탄소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2차적 조치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개발을 지원하는 재생 에너지 인증서도 구매합니다.

Million
sq.인증
ft. of사무소
LEED-certified
office
space
LEED
공간(백만 제곱
피트)

MetLife는 지속가능한 시설에 집중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활용합니다. 자산 개선 프로젝트와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MetLife 건물에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실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물 효율성 개선 및 폐기물 전환에
집중합니다. 조명 개조, 냉방기와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시스템, 계량
의무화, 사용자 감지 센서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MetLife 사무소의 24%인 19개 사무소가 친환경 건물 등급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 노스캐롤라이나 주 캐리에 위치한
글로벌 테크놀로지 캠퍼스, 워싱턴 D.C.에 위치한 정부 관계 본사를
포함한 6개 사무소가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LEED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Greenhouse
gas emissions
(metric
tons CO2e)
온실가스
배출(미터톤
CO2e)

환경 친화적 건물

LEED 인증 사무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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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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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issions
범위
3 배출량(북미
출장)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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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범위 2Scope
배출량 2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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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범위 1Scope
배출량 1 Emissions

2015

American business trave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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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직원: 그린 임팩트 프로그램과 지구의 날 행사

MetLife의 그린 임팩트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MetLife의 환경
보호 노력에 개인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근무 중이나 집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린 임팩트 프로그램은 온라인 토론 포럼, 주간 친환경 팁,
지속가능성 뉴스레터, 자원봉사 기회 등 MetLife 직원들이
지속가능성 계획에 참여할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로부터 중요한 문제, 새로운 트렌드,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는 가상 교육 프로그램인 분기별 강연 시리즈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MetLife의 그린 팀은 그린 임팩트의 또 다른 구성요소입니다. 그린
팀은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업 관행을 장려하는 사무소
기반 직원 그룹입니다. 최근 미국 기반 12개 팀, 인도의 1개 팀,
일본의 1개 팀이 에너지 보호, 폐기물 및 재활용, 대안적 통근 등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2016년 지구의 날을 맞아 8,000명 이상의 MetLife 직원들이 전
세계 25개 사무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은 한해
동안 청소, 그린 팀 사랑의 집짓기 운동, 어류 서식지 구축, 지역사회
환경 운동, 나무 심기 등 1,000시간 이상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MetLife는 2016년에 MetLife 지속가능성 프로그램과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한 그린 팀과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친환경 챌린지인 MetLife EcoChallenge를 통해
인정과 포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전 세계 MetLife의 시설 관리자는 글로벌 에너지 10% 절감
목표에 발맞추어, 30개 이상 국가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효율 관련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MetLife를 운영하는 모든 지역의 장기적
에너지 절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MetLife 부동산 투자의 지속가능성 문제

MetLife의 환경 보호 노력은 친환경 건물과 재생 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MetLife 부동산 투자
팀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인을
고려합니다. 부동산 투자 팀은 ESG 리스크를 추적하고 MetLife
에서 투자하는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기회를
발견하는 ESG 위원회와 워킹 그룹을 발족했습니다.

사업 제안 요청에 답변할 때, 공급업체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는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중요
벤더는 MetLife 벤더 관리 채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기준에서
가중치를 받습니다. MetLife는 중요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들과 협력합니다.

2015년에 MetLife는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챌린지(Energy and Sustainability
Challenge)를 마련했습니다. 이 도전 과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시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특히 에너지 절감, 폐기물 전환,
물 보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장려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5년에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페어몬트 호텔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공공재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며, 호텔
레스토랑과 바에 신선한 꿀을 제공하기 위해 루프탑에 벌통을
설치했습니다.

CDP 공급망 프로그램
MetLife는 2012년부터 CDP 공급망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2016년에 참여한 89개
단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연례 CDP 공급망 설문지를 통해 배출 절감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MetLife
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2020년까지 상위
공급업체 100개를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촉진

MetLife는 보유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etLife는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와 가구, 친환경
청소 용품, 소비 후 재활용 물질을 포함한 종이, 에너지 스타 인증
IT 장비, 에너지 고효율 조명 및 수도 기술을 구매합니다.
MetLife의 탄소 영향의 상당 부분이 공급업체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공급망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단체와 사업을 진행하고 환경 보호 노력을 수용합니다. MetLife
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업체 소싱 및 관리
절차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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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

•

•

MetLife CDP 대응

환경 이야기: 웹사이트에서 MetLife의 환경 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주요 이력: MetLife가 건강한 환경의 이점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18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경 속성: 뉴욕시에 위치한 MetLife 본사는 에너지 보존, 물
효율성, 공기 질, 기타 환경 속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EcoChallenge: 2016년 4월에 2주간 열린 MetLife
EcoChallenge 대회는 직원들의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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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안내
GRI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
www.globalreporting.org

MetLife의 중요 현안
•
•
•
•
•
•

리스크 관리
고객 만족
직원 만족

정부 관계 및 규제 리스크 관리
상품 접근성 및 금융 포용
글로벌 경쟁력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 질문,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globalimpact@metlife.com
MetLife, Inc.
200 Park Avenue
New York, NY 10166
www.metlife.com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모든 정보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16년 공개 데이터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핵심 옵션)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GRI 기준은 기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와 거버넌스 관련 성과 측정 및 보고를 위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본틀입니다. 이
기본틀을 준수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여러 기업 및 조직과 동일한 용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데이터 공개를 준비하면
MetLife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호환성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MetLife는 최근 2016년 6월에 2015년 Global Impact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MetLife 재단 역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MetLife
는 향후에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역년 기준 2016년 관련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MetLife 글로벌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달리 표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정보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전체 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MetLife 전 영역의 온실가스 배출 수치는 데이터 분석 기업 Trucost의 CDP
보고 절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내용 정의 시 GRI 원칙 적용

2014년에 중요성 분석을 실행하여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중요성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은 MetLife 2013
년 Global Impact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각 중요 주제에 대해, GRI 지표의 주제 분류에 따라 해당 중요 주제와 관련해 영향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공개: GRI 지표의 방향 및 방향 분류에서 중요 문제 관련 분류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Global Impact 웹사이트(www.metlifeglobalimpact.com)에서 모든 관련 보고서, 요약본, GRI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보고서와 보충 문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업계 관련자라면 다음을 포함한 주요 시장 데이터 플랫폼에서 ESG 공개 정보 및 등급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loomberg Professional Services

•

MSCI

•

Thomson Reuters Datastream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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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진술 관련 주의사항

이 자료에는 1995년 민사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의 의미상 미래지향적
진술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참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진술은

향후의 기대치나 예상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과거나
현재의 사실과 엄격히 연관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진술은 "예상", "추정", "기대", "

예측", "의도", "계획", "확신" 같은 단어 및 의미가 유사한 기타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거나, 미래의 운영이나 재정적 성과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미래의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래의 행동, 잠재적인 서비스나 상품, 현재 및 예상
서비스나 상품의 미래 실적이나 결과, 판매 노력, 경비, 법정

소송과 같은 만일의 사태의 결과, 운영 및 재무 결과의 경향과
관련된 진술이 포함됩니다.

모든 미래지향적 진술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가정이나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tLife, Inc., 그

자회사 및 계열사의 실제 미래 결과를 결정하는 데는 그러한
요소 다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현재의

기대치와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관련됩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미래지향적

진술에서 표현되거나 암시된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에는 미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한 MetLife,
Inc.의 자료에서 밝혀진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세계

자본 시장에서의 어려운 조건, (2) 자본 시장과 신용 시장의

손실과 디폴트 및 투자 가치 평가, (12) 투자 가치 평가에 관계된

휘발성과 붕괴, 이는 신용 편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충족하고

가정의 변화, 이연신 계약비, 연불 매매 유인, 인수한 사업 또는

법정 준비금 요건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손실 또는 유동성 자산에 끼친 시장 가치 손상, (14) 주택 담보

자본에 접근하며 수수료 수익과 시장 관련 매출을 생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에게 담보 물건을 맡기도록 요청할

수 있거나 일부 종속 재보험사에 양도된 위험을 거드는 자산
또는 그러한 위험에 관계된 위험 회피 방식을 포함해 명시적

자산의 가치 감소에 관계된 지급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3) 예컨대 유럽에서의 붕괴 및 유로존에서 한 개 이상의 나라가
철수할 가능성의 결과로 인한 금융 시장 위험과 자본 시장

위험에의 노출, (4) 비은행권에 속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인 우리에게 미치는 종합적 금융 서비스 규제의 영향,
또는 (5) 도드 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수많은 규칙 제정 계획, 이는 특정한 금융
기관의 그러한 강제적 청산을 포함해 우리의 사업 실시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6) 우리의 보험에 관계된 규제 변화,

입법 변화 또는 세금 변화 혹은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

또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타 작용, (7) 법적

소송, 중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조사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또는
기타 결과, (8) 브라이튼하우스 파이낸셜 분리를 지연시키거나,
막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전개,

(9) 어려움, 예측하지 못한 책임, 자산 손상 또는 (a)사업 인수,

그러한 인수 받은 사업체의 성장 통합 및 관리로 발생하거나 (b)
초기 매각, 공개 모집, 스핀오프를 통한 업체의 양도 또는 (c)
합작 투자 체결, (d)법적 기관 재편으로 발생한 평가 기관의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10) 증권 대출 프로그램과
기타 거래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유동성 및 기타 위험, (11) 투자

영업권의 가치와 관련된 가정의 변화, (13) 신용 손상 및 실현된
대출에 대한 디폴트, (15) 우리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금융 기관의 신용 악화 또는 채무 불이행, (16) 환율

변동에 관계된 것을 포함해 우리의 해외 활동에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법적, 환율상 및 기타 위험, (17) 우리의 보험금 지급

능력, 재정 건전성 또는 신용 등급의 하락, (18)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설정된

“closed block(폐쇄 구역)” 경험의 악화, (19) 재보험 또는 보전
방식의 가용성과 효과성 및 거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수행 실패, (20) 실제의 보험금 경험과 인수 심사 및 보류 가정
사이의 차이, (21)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비효과성, (22)

재난에 의한 손실, (23) 법에 따른 생명 보험 예비 기금을 위한
비용 증가와 제한된 시장 능력, (24) 보험료, 신규 경쟁사의

시장 진입, 공급업체 통합, 신규 및 기존 경쟁사의 신상품 개발,

그리고 인력과 관련된 경쟁 심화, (25) 상당하고 지속적인 침체
또는 자산 시장의 극심한 휘발성, 금리 인하, 예측 불허의 보험
가입자 행동, 사망자수 또는 장수 및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서
비롯된 변액 연금 보장 혜택에 관계된 손실, (26) MetLife,

Inc.의 배당급 지급 및 유상 감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기타 제한 조치, (27) MetLife, Inc.가 지주 회사로서

잉여현금흐름 목표를 달성하고 채무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자회사의 배당금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자회사의
그러한 배당금 지급 능력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제한, (28)

MetLife, Inc. 이사회가 MetLife 보험계약자 위탁 사업체의
표결 조항을 통해 주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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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29) 회계 기준, 관행 및/또는 정책의 변경, (30) 건강

기타 투자 자산, 매각 대기 주택 담보 대출, 통합 증권화 기관

MetLife, Inc.의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된 분기별 재무

관계된 비용의 증가, (31)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회계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와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고

Relations 웹페이지 http://investor.metlife.com을 통해

관리 및 기타 직원 혜택뿐 아니라 연금 및 은퇴 후 혜택 플랜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수호할 수 없는
상태, (32) 우리의 유통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및 상품 유통의

어려움, (33) 법률 및 당사의 기업 문서 제공으로 MetLife와

관계된 인수 및 기업 합병이 지연, 저지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음, (34)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 우리의 재해 복구 시스템,

사이버 또는 기타 정보 보안 시스템과 관리 지속 계획에 미치는
모든 연관된 영향을 포함해 테러 공격, 사이버 공격, 기타 적대
행위 또는 자연 재해 같은 천재 지변으로 인한 사업상 장애나

경기 위축의 영향, (35) 클라이언트 정보 기밀 보호 실패, (36)

보유 상업용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자산을 제외함으로써 일반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은 MetLife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정 가치 옵션 및 단기 매매 증권은 제외되며(이 금액은 주로
계약보유자 지시에 의한 단위 연계형 투자로 구성되기 때문),

이 경우 MetLife가 아닌 계약 보유자가 이러한 펀드의 투자를

지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특정 부동산 투자도 장부 가치에서
추정 적정 가치로 조정되었습니다. 운영 자산 대비 총 자산

조정은 아래에 제시됩니다. MetLife의 투자 관련 추가 정보는

관련 보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자료는 Investor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자산은 비 GAAP 재무 수단으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GAAP 지표인 총 투자의 대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정 보험 및 연금 상품(증권, 변액 및 투자 권고 상품 제외)

만이 보장되며, 이는 상품 조건, 제외사항, 제한 및 보험회사의
클레임 지불 능력과 재정 능력에 따릅니다.

우리의 동료에게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동기 부여책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프로그램과 관행이 갖는 효과성,

(37) MetLife, Inc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수시로 제출하는
서류에 설명된 기타 위험 및 불확실성.

MetLife, Inc.는 나중에 예측성 정보가 성취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 인지되는 경우, 그러한 예측성 정보를 공개적으로
정정하거나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MetLife, Inc.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밝힌 추가 공개조항을 참조하십시오.
비일반 회계 기준 정보에 대한 주석

관리 자산(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하 “GAAP”) 외의 방법론에 기초한 재무적
수단입니다. MetLife는 “운영 자산”을 활용해 추정되는

적정 가치로 적극적으로 운영 및 반영되는 일반 회계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설명합니다. MetLife는 보험 약관 대출,

관리 자산에 대한 총 투자 조정
총 자산(십억 달러)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추가
적정 가치 조정 추가

통합 증권화 기관 보유 상업용 주택 담보 대출 제외
보험 약관 대출 제외
기타 투자 자산 제외

매각 대기 주택 담보 대출 제외

적정 가치 옵션 및 단기 매매 증권 제외
관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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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2016년 성과 데이터
운영 데이터
운영(백만 달러)
총 자산
총 투자
총 부채
자기자본
유보이익

총 매출
보험료
순투자이익
총 비용
보험계약자 급부금 및 청구금
소득세 비용 충당금
순이익
보통주 배당금
주당 순이익(달러)

자기자본 수익률(%)

2016
898,764
500,393
831,284
67,480
34,480

2015
877,933
495,459
809,437
68,419
35,519

2014
902,337
505,995
829,678
72,560
32,020

2013
885,296
488,779
822,313
62,096
27,332

2012
836,781
517,052
771,823
64,837
25,205

63,476
39,153
19,947
63,671
40,804
(999)
804

69,951
38,545
19,281
62,481
38,714
2,148
5,322

73,316
39,067
21,153
64,512
39,102
2,465
6,339

68,199
37,674
22,232
64,174
38,107
661
3,391

68,150
37,975
21,984
66,708
37,987
128
1,362

1,736
0.63

1,653
4.57

1,499
5.42

1,119
2.91

811
1.12

1.0

7.5

9.4

5.4

2.0

2016
32.9%
13.1%
15.9%
12.0%
12.1%
5.4%
3.6%
3.0%
2.0%

2015
33.5%
14.1%
14.8%
10.8%
13.3%
4.8%
3.8%
2.7%
2.2%

2014
34.2%
14.4%
13.3%
11.1%
13.0%
4.1%
4.4%
3.0%
2.5%

2013
36.0%
14.8%
12.8%
12.0%
9.9%
4.8%
4.3%
3.0%
2.4%

100%

100%

100%

100%

투자 데이터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적격등급 기업
구조금융
주택담보대출
외국 정부
미국 정부 및 기관
현금 및 단기 투자
투자부적격등급 기업
부동산 자산
기업 자산
합계

임팩트 투자

MetLife 임팩트 투자(백만 달러)
지역사회 및 저가 주택 투자
친환경 투자
인프라
지방채
합계

연말 2016

연말 2015

연말 2014

연말 2013

연말 2016

연말 2015

연말 2014

연말 2013

$1,804
$9,683
$9,288
$15,991

$1,640
$9,692
$7,780
$15,854

$1,564
$9,105
$15,387

$1,485
$6,761
-

$298
$174
$2,354
$1,251

$446
$969
$1,679
$1,840

$481
$1,121
$586

$334
$508
-

$36,766

$34,966

$26,056

$8,246

$4,077

$4,934

$2,188

$842

공정가치

공정가치

공정가치

공정가치

투자

투자

투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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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데이터
글로벌 인력
고용 범주
정규직
임시직
고용 유형
풀타임
파트타임

인력 분류
직원
에이전트 및 계약자
지역별 인력²
미국/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EMEA

합계¹

여성

남성

57,889
해당 없음

28,391
해당 없음

29,493
해당 없음

53,566
4,333

26,266
2,125

27,295
2,198

57,889
39,079

28,391
7,693

29,493
9,828

19,415
8,245
25,558
4,671

11,265
5,234
9,335
2,557

8,147
3,010
16,222
2,114

1 합계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직원이 포함됩니다. ProVida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 직원만 인력에 포함됩니다.

직원 및 이사회 다양성3
성별4
영업
영업 외
임원진(미국 외 지역 포함)
이사회
연령4
영업
영업 외
임원진
이사회

민족 및 인종
영업
영업 외
임원진
이사회

백인

80%
72%
80%
76%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10%
12%
0%
8%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아시아인

5%
6%
10%
8%

2%
8%
10%
8%

3 미국 한정. 반올림으로 인해 합산 수치가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시스템 내 미확인 직원으로 인해 성별 및 연령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1%
0%
0%
0%

여성 %
40%
55%
20%
31%

남성 %
60%
45%
80%
69%

< 30세

30~50세

> 50세

22%
17%
0%
0%

64%
63%
10%
0%

14%
20%
90%
100%

명시되지
않음

인종
두 가지 이상

1%
0%
0%
0%

2%
2%
0%
0%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주민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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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데이터(계속)
직원 교육 및 성과 검토
연간 평균 교육 시간5
영업 외
영업

성과 검토 대상 직원6
영업 외
영업

여성
4.2
3.2

남성
4.4
2.9

여성
95.2%
28.0%

남성
95.8%
25.4%

5 직원 교육 수치는 기술 기반 교육과 규정 준수 교육을 포함해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된 교육 활동만을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온라인 교육 과정(가상 과정)과 강사 교육 과정이 포함됩니다. 6 성과 검토 수치는 성과 등급을
받고 ePerformance 시스템에 성과 피드백이 입력된 직원만 반영합니다. 성과는 온라인 시스템과 별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일부 직원의 성별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규 채용 및 이직7
채용
여성
남성

계약 종료
여성
남성

7 미국 한정.

합계

< 30세

30~50세

> 50세

299
230

502
407

113
109

합계

< 30세

30~50세

> 50세

342
312

947
854

592
482

비율

< 30세

30~50세

> 50세

1.5%
1.2%

2.6%
2.1%

0.6%
0.6%

비율

< 30세

30~50세

> 50세

1.8%
1.6%

4.9%
4.4%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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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데이터
환경

시설
세계 전역의 부동산(백만 제곱 피트)2
미국 내 시설(백만 제곱피트)2
EPA 에너지 스타(인증 건물 수)3
EPA 에너지 스타(백만 제곱피트)3
LEED(인증 건물 수)
LEED(백만 제곱피트)

온실가스 배출(미터톤 CO2e)
직접배출(Scope 1) 합계(탄소 상쇄 미포함)
위치 기반 간접배출(Scope 2) 합계
시장 기반 간접배출(Scope 2) 합계4
기타 간접배출(Scope 3)(글로벌 출장)5
탄소 상쇄
배출 집약도(미터톤 CO2e/FTE6)
배출 집약도(미터톤 CO2e/제곱피트)
에너지(MWh)
총 전기 소비
재생 에너지 인증
에너지 집약도(MWh/FTE6)
에너지 집약도(MWh/제곱피트)
재생 에너지 자본 투자(백만 달러)
폐기물(파운드)2
총 생성 폐기물
총 매립 폐기물
총 재활용 폐기물
폐기물 전환율(재활용 %)
기업 전체 전자 폐기물7

물(킬로갤런)3
총 물 소비
물 집약도(킬로갤런/FTE6)
물 집약도(킬로갤런/제곱피트)

20161

2015

2014

2013

2012

15.78
7.96
14
4.10
19
3.76

17.16
9.78
13
4.45
17
3.31

16.79
9.61
15
5.02
14
3.11

18.15
10.91
15
5.02
12
2.74

18.05
11.49
15
5.02
10
2.35

17,527
109,224
0
33,559
70,637
1.36
0.01

20,134
109,773
36,031
4,640
1.39
0.01

20,240
113,414
31,671
5,405
1.41
0.01

23,268
119,270
26,665
4,841
1.52
0.01

24,381
124,601
28,346
4,213
1.57
0.01

240,183
204,588
1.31
0.009
-

238,458
101,648
1.34
0.010
628

241,026
116,724
1.36
0.011
146

254,337
84,692
1.47
0.009
225

264,236
72,671
1.51
0.009
899

6,425,042
2,391,720
4,033,322
63%
300,929

6,928,069
2,763,521
4,164,548
60%
286,385

6,315,606
2,490,229
3,825,377
61%
214,663

6,227,180
2,847,340
3,379,840
54%
552,584

6,119,522
2,969,579
3,149,943
51%
604,539

70,022
6.78
0.0164

69,021
6.29
0.0143

75,061
6.3958
0.0155

71,267
5.6195
0.0147

86,834
6.4864
0.0179

1 2016년에는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운영 통제 범위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데이터, 친환경 건물 인증 수치를 재계산했습니다(2012년 기준선 대비 2016년 현재). 참고: 여기에 보고된 데이터는
재무 통제 범위를 반영한 이전 자료에 보고된 데이터와 비교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시설 수치는 해당 연도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평균 면적을 나타냅니다. 3 미국 내 관리 사무실 포트폴리오. 4 재생 에너지 인증(REC) 포함.
5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과거 이력을 추정하여 글로벌 출장으로 환산. 6 풀타임 직원. 7 모든 현장의 재활용, 재사용, 재판매 무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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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데이터(계속)

2016년 직접배출(SCOPE 1)1
온실가스 유형
CO2

CH4

N2O

생물 기원 CO2 배출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연료유

미터톤 CO2e

천연가스

차량
휘발유

122.66
186
308.97

9,860
2,731
12,591

4,613
해당 없음
4,613

0.005
0.007
0.012

0.1858
0.0515
0.2373

0.1858
0.0515
0.237

0.0010
0.0015
0.002

0.0186
0.0051
0.0237

0.0186
0.0051
0.023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1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5,18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226

1 2016년에는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운영 통제 범위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데이터, 친환경 건물 인증 수치를 재계산했습니다(2012년 기준선 대비 2016년 현재). 참고: 여기에 보고된 데이터는
재무 통제 범위를 반영한 이전 자료에 보고된 데이터와 비교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유형별 에너지 소비1
에너지 유형
전기
연료(연료유, 천연가스, 차량 휘발유)
총 에너지 소비

MWh
240,183
87,426
327,609

1 2016년에는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운영 통제 범위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데이터, 친환경 건물 인증 수치를 재계산했습니다(2012년 기준선 대비 2016년 현재). 참고: 여기에 보고된 데이터는
재무 통제 범위를 반영한 이전 자료에 보고된 데이터와 비교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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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활동

MetLife 재단

MetLife 재단 지원금(백만 달러)
금융 포용
건강 및 의학 연구
예술 및 문화
청소년/교육
지역사회 개발
직원 참여
합계

2016
$30.37
$1.48
$2.71
$3.53
$3.41
$1.53

2015
$29.65
$1.72
$2.86
$3.03
$3.22
$2.09

2014
$27.25
$1.86
$3.10
$2.82
$3.37
$2.67

2013
$16.77
$4.73
$5.67
$6.41
$5.51
$3.41

$43.03

$42.57

$41.07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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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2: 2016년 일반 기준 공시
공시

설명

상호 참조 또는 답변

102-1

조직 이름

MetLife, Inc.

본사 위치

200 Park Ave, New York, NY 10166

조직 프로필
102-2
102-3
102-4

102-5
102-6

활동, 브랜드, 상품 및 서비스
사업체 위치
소유권 및 법적 형식

서비스 제공 대상 시장

102-7

조직 규모

102-8

직원 및 기타 근로자 정보

102-9

공급망

102-10

조직과 공급망의 유의미한 변화

102-11
102-12

예방 원칙 또는 접근방식
외부 계획

추가 정보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p. 5-7
2016년 양식 10-K, pp. 5-18, 225-226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 7
2016년 양식 10-K, pp. 6-16
글로벌 지점
C법인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 7
2016년 양식 10-K, pp. 6-20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p. 23-24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 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p. 47-48
2016년 양식 10-K, pp. 5, 39, 200-204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p. 23-24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p. 48-49
Global Impact 보고서: 환경 보호, p. 43
MetLife 글로벌 구매
2016년 양식 10-K, pp. 6, 89, 361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안정성 보장: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p. 7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p. 16-17
없음

MetLife에는 상품 판매를 돕고 필요에 따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
설계사와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MetLife는 고용 인원에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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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2: 2016년 일반 기준 공시(계속)
공시

설명

상호 참조 또는 답변

102-13

협회 가입

우리가 관여하는 정책, 조사 및 무역 협회 몇 군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 아틀랜틱협의회(Atlantic Council)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 국제기업협회(BCIU)
• 서비스산업연합회(CSI)
• 미주 협의회(Council of the Americas)
•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
• 국제 금융 시스템 하버드 로스쿨 프로그램(PIFS)
• 국제금융연합회(IIF)
• 재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
•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 국립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센터(NCAPEC)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초당정책센터(BPC), CATO 협회

조직 프로필(계속)

전략

우리가 관여하는 환경 협회 몇 군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 CoreNet Global
• Sustainability Roundtable, Inc.
• 미국 에너지부
• 미국 환경보호청
• 미국 그린빌딩협의회

102-14

고위직 의결 당사자의 진술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102-16

가치, 원칙, 기준 및 행동 규범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안정성 보장: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p. 7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 6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p. 17-19

윤리와 성실성

추가 정보

MetLife 목적 및 가치
MetLife 금융 관리 전문 행동 규범
MetLife 임원 기업 행동 및 윤리규범
MetLife 기업 행동
MetLife 직원 윤리규범
MetLife 기업 거버넌스
MetLife 윤리와 성실성
MetLife 고객 개인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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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2: 2016년 일반 기준 공시(계속)
공시

설명

상호 참조 또는 답변

추가 정보

102-18

거버넌스 구조

Steven A. Kandarian은 MetLife, Inc.의 이사회 의장, 회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MetLife의 이사회에서 11명은 독립 이사입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2017 대리인, pp. 23-32
MetLife 거버넌스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및 기업 책임 경영 헌장

거버넌스

•
•
•

이해관계자 관여

감사
보상
거버넌스 및 기업 책임 경영

거버넌스 및 기업 책임 경영 위원회는 MetLife의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 다양성
계획 및 지속 가능성과 환경 사안에 관계된 활동을 감독합니다.

102-40

이해관계자 목록

MetLife는 투자자, 주주, 고객, 직원, 정부와 규제 기관 및 우리의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를 고려합니다.

102-41

단체 교섭 협정

설명 참조.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2-43

이해관계자 관여에 대한 접근방식

우리는 주로 사업 운영에 가장 큰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관여시킵니다.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고객 니즈 만족, p. 11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 21

투자자: 연간 및 필수 SEC 제출 서류, 투자자 프리젠테이션, 로드쇼 참석 및
직접적 상호 작용.
고객: 직접적 봉사 및 대화(지속적)를 통한 관여, 고객 만족 설문 조사(순 추천
설문조사 포함), RFP에 대한 답변.
직원: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전 세계 조직 건강 설문 조사 포함),
연간 성과 검토, 상사/관리자와의 직접적 대화.
정부: 국내외, 지역, 현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여, 연간 회원을 기준으로 한
산업 협회에 참여.
지역사회: MetLife 재단 활동 및 직원 자유 지원제를 통한 관여.

각 지점마다 단체 교섭 협정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면밀하게
추적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에이전시 아님) 직원 중 20-25%가
해당된다고 추정됩니다. 미국에서는 단체 교섭 협정에서 직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MetLife는 2016년에 다음 NPS 연구 유형을 포함한 NPS 360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

•
•
•

거래 관련 NPS(tNPS) — 2012년 개시
관계 NPS(rNPS)
경쟁 NPS(cNPS)
직원 NPS(eNPS)

이 연구 실행을 통해 보다 고객 중심적이고 동급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 보고서를 전개하려고 준비할 때 특정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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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2: 2016년 일반 기준 공시(계속)
공시

설명

상호 참조 또는 답변

102-44

제기된 주요 주제와 우려사항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고객 니즈 만족, p. 11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 21

이해관계자 관여(계속)

투자자:투자자의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사업 전략과 결과, 준수
및 유사한 주제에 집중됩니다. 우리는 연 단위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투자자 보고서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고객:고객은 보통 당사의 상품, 서비스, 비용, 품질 및 지원 접근의 용이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및 기타 기업 책임 경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고객 RFP를 받았으며 데이터와 정보가 가용한 대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 18
지역사회: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재단, pp. 35-39
보고 사례
102-45

102-46

102-47

추가 정보
NPS 360 프로그램의 주요 결과:

•

•

•
•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경험, 클레임 경험, 이처럼 세 유형의 tNPS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면 각 시장의 고객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NPS 점수(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를 무시하고 경쟁 순위에
집중한 경우 MetLife의 라틴 아메리카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멕시코:
1위, 칠레: 4위).
시간이 흐르면서, tNPS 수치가 일본에서 가장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NPS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2017년 대리인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
보고서 내용 및 주제 분류 규정

중요 주제 목록

2016년 양식 10-K, Exhibit 21.1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과 연관된 잠재적 영향력은 우리의 물리적 위치를
넘어섭니다. 투자, 상품, 소싱 및 채용을 통해 경제와 지리 전반에 걸쳐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활동 범위에 대한 폭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가치 사슬
다이어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관련된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사슬의 단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가치 사슬
지도를 이용해 이 지표에 기재된 대로 중요 주제와 관련된 주제 분류를
설정했습니다.
적극적 주인의식
반경쟁적 행위
경제 업무 수행
고용
간접적 경제적 영향
시장 입지
마케팅 및 라벨링
현지 지역사회
상품 포트폴리오
공공정책
사회경제적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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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2: 2016년 일반 기준 공시(계속)
공시

설명

상호 참조 또는 답변

102-48

정보 재작성

102-49

보고의 변화

2016년에는 운영 통제 범위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데이터, 친환경
건물 인증 수치를 재계산했습니다(2012년 기준선 대비 2016년 현재).

중요한 변화 없음.

가장 최근 보고서 날짜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보고 사례(계속)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보고 기간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보고 주기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GRI 기준에 따른 보고 클레임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외부 검증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보고서 관련 문의사항에 관한
연락처
GRI 내용 지표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Global Impact 보고서: 보고서 안내, p. 44
GRI 지표, pp. 53-64

추가 정보

2015년 MetLife Global Impact 보고서
2016년 MetLife 재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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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3: 2016년 주제 및 주제 분류
중요 주제

경영 접근방식 상호 참조

관련 외부 기관

GRI 201: 2016년의 경제적 성과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p. 5-7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재단, pp. 35-39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2-15
2016년 양식 10-K, pp. 85-96, 107-132
2016년 MetLife 재단 보고서

GRI 202: 2016년 시장 입지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 함께 찾아가는 인생, pp. 5-7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p. 20-25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2-15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재단, pp. 35-39

지역사회
경쟁업체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재보험사
공급업체
영업 파트너

GRI 203: 2016년 간접적 경제적
영향력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Global Impact 목표, p. 5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Impact 목표, p. 11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2-15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p. 16-19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p. 20-25

경제적 측면

GRI 206: 2016년 반경쟁적 행위

사회적 측면

GRI 401: 2016년 고용

GRI 405: 2016년 다양성 및
동등한 기회
GRI 413: 2016년 현지 지역사회

지역사회
경쟁업체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재보험사
영업 파트너
지역사회
고객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p. 16-19
행동 규범, pp. 29-36

경쟁업체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Global Impact 보고서: 근무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 조성, pp. 26-29
MetLife에서의 경력
MetLife 직원 복지

해당 없음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Global Impact 목표, p. 5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Impact 목표, p. 11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p. 20-25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2-15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재단, pp. 35-39

지역사회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Global Impact 목표, p. 5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Impact 목표, p. 10
Global Impact 보고서: 다양성 및 포용성의 문화 지속, pp. 30-32
글로벌 다양성과 포용성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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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3: 2016년 주제 및 주제 분류(계속)
중요 주제

경영 접근방식 상호 참조

관련 외부 기관

GRI 415: 2016년 공공 정책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p. 16-19

GRI 417: 2016년 마케팅 및 라벨링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이사회 의장, 회장 겸 CEO의 메시지, p. 2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Global Impact 목표, p. 5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Impact 목표, p. 9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p. 20-25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사회적 측면(계속)

GRI 419: 2016년 사회경제적
규정 준수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p. 20-25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 16-19
2016년 양식 10-K, pp. 361-370

GRI G4: 2016년 상품 포트폴리오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2-15
MetLife 투자

GRI G4: 2016년 적극적 주인의식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2-15
MetLife 투자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영업 파트너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영업 파트너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지역사회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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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400: 2016년 주제별 공시
GRI 주제

공시

공시 설명

공시 상호 참조

GRI 201: 2016년의
경제적 성과

201-1

생성 및 분배되는 직접적 경제적 가치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3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 13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47
2016년 양식 10-K, pp. 200-372
2016년 MetLife 재단 보고서

기후 변화의 재정적 의의와 기타 리스크
및 기회

2017년 기후 변화 CDP, 5.1, 6.1

경제적 측면

201-2
GRI 202: 2016년 시장 입지

GRI 203: 2016년 간접적
경제적 영향력

GRI 205: 2016년 부패 방지*

현지 지역사회에서 채용된 상급
경영진의 비율

설명 참조.

203-1

인프라 투자 및 지원되는 서비스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적 영향력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안정성 보장: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p. 9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3-14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p. 23-25

202-2

205-1

205-2

GRI 206: 2016년 반경쟁적
행위

*추가 지표는 중요 GRI 주제와 관련 없음.

206-1

부패 관련 리스크 여부에 대해 평가받은
사업장
부패 방지 정책과 절차 전달 체계 및 연수

반경쟁적 행위, 반독점 및 독점 관행에
대한 법적 조치

Global Impact 보고서: MetLife 재단, pp. 35-39
2016년 MetLife 재단 보고서

MetLife의 모든 사업장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일년에 한
번 부패 방지 리스크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통해 주요한 부패 방지 통제책이
부패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etLife 글로벌 부패 방지 정책은 전 세계에 있는 MetLife
의 전 직원에게 현지 언어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MetLife의 글로벌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소책자를 통해 MetLife의 정책을 교육하며 소책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p. 17-19
기업 차원에서는 해당 없음.

생략 및 설명

중요한 운영지의 상급 경영진 100%가 현지의 지역사회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 “상급 경영진”은 기업의 책임자로 정의되며
“현지”란 직원이 운영 활동이 이뤄지는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서 무기한으로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거나 태어난
것으로 정의하며 "중요한 운영지”는 직원이 최소 750명인
활동지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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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400: 2016년 주제별 공시(계속)
GRI 주제

공시

공시 설명

공시 상호 참조

생략 및 설명

GRI 302: 2016년 에너지*

302-1

조직 내의 에너지 소비

302-3

에너지 집약도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6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50

가열, 냉각 또는 증기로 생성된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소비는
없었습니다. MetLife 는 어떠한 에너지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302-4

에너지 소비 감소

305-1

직접 GHG 배출(Scope 1)

305-2

에너지 간접 GHG 배출(Scope 2)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50

305-3

기타 간접 GHG 배출(Scope 3)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50

305-4

GHG 배출 집약도

305-5

GHG 배출 절감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50

환경적 측면

GRI 305: 2016년 배출량*

*추가 지표는 중요 GRI 주제와 관련 없음.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50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Global Impact 목표, p. 5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Impact 목표, p. 11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50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Global Impact 목표, p. 5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Impact 목표, p. 11

배출량 계산 방법론은 온실 가스 협약에 기초합니다. 계산에
포함된 가스는 CO2, CH4, 및 N2O입니다. 사용된 지구
온난화 지수 비율은 1995년 IPCC 2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출량에 대한 통합 접근법의 토대는 재정
통제입니다.
배출량 계산 방법론은 온실 가스 협약에 기초합니다. 계산에
포함된 가스는 CO2, CH4, 및 N2O입니다. 사용된 지구
온난화 지수 비율은 1995년 IPCC 2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출량에 대한 통합 접근법의 토대는 재정
통제입니다.
배출량 계산 방법론은 온실 가스 협약에 기초합니다. 계산에
포함된 가스는 CO2, CH4, 및 N2O입니다. 사용된 지구
온난화 지수 비율은 1995년 IPCC 2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출량에 대한 통합 접근법의 토대는 재정
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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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400: 2016년 주제별 공시(계속)
GRI 주제

공시

공시 설명

공시 상호 참조

GRI 401: 2016년 고용

401-1

신규 직원 채용 및 직원 이직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5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49

사회적 측면

401-2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 직원에게
제공되지 않고 풀타임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설명 참조.

MetLife 직원 복지

생략 및 설명

MetLife는 미국의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은 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만,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계약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MetLife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GRI 404: 2016년 연수 및
교육*

404-1
404-2

404-3
GRI 405: 2016년 다양성 및
동등한 기회*
*추가 지표는 중요 GRI 주제와 관련 없음.

405-1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연수 시간
직원 능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및 이행
지원 프로그램
정기적인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를 받는
직원 비율
거버넌스 기구 및 직원의 다양성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4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49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직원 역량 강화: 하나의
글로벌 팀, p. 15
Global Impact 보고서: 근무하기 좋은 최적의장소 조성, p. 28
MetLife 인재 발굴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4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49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성과 데이터, p. 24
Global Impact 보고서: 성과 데이터, p. 48

의료보험 보장
치과보험

장단기 장애보험

기업 지급 생명보험

401(k) 저축 및 투자 플랜

MetLife 주식은 401(k) 플랜 내의 자발적 투자 옵션으로써
사용 가능하며, 또한 고위직 및 고임금 직원을 위한 주식
인센티브와 프로그램 일환으로써도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잔고 확정 급여형 퇴직 플랜

건강보험 및 부양가족 보호 유동성 지출 계좌

의료보험 보장의 경우 직원 기여에 대해 Working On
Wellness 배당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선택적 직원 지급 생명 보험
법무 서비스 플랜
중대 질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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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400: 2016년 주제별 공시(계속)

63

GRI 주제

공시

공시 설명

공시 상호 참조

생략 및 설명

GRI 406: 2016년 무차별*

406-1

차별 사건 및 시정 조치 이행 사례

설명 참조.

현지 지역사회에서 관여하며, 영향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사업장

설명 참조.

MetLife는 다양한 포럼과 관할권에서 다양한 EEO 법률 위반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에 의해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MetLife는 그러한 문제에 항의하며 대부분 모든
주장의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MetLife는 소송 비용을 피하고자
책임 인정 없이 특정한 배상 요구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 취약 지역민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이용 개선을 위한 계획

설명 참조.

사회적 측면(계속)

GRI 413: 2016년 현지
지역사회

413-1

G4-FS13

G4-FS14

GRI 415: 2016년 공공 정책
GRI 417: 2016년 마케팅 및
라벨링

*추가 지표는 중요 GRI 주제와 관련 없음.

415-1

417-3

유형별 저인구밀도 지역 또는 경제적
혜택 취약 지역의 연락 사무소

정치자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

본 지표는 MetLife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고객 니즈 만족, p. 11-13
Global Impact 보고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상품
간소화, p. 24
2016년 MetLife 재단 보고서

많은 시장에서 우리는 은행, 소매업체, 이동통신사 및
동호회 같은 조직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 상품을 유통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흥 시장에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Global Impact 보고서: 윤리와 성실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p. 18
2016년 정치 활동 보고서

MetLife는 국제 정부 관계 책임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미국
외부로의 정치 자금을 금합니다. 우리는 2013년 미국 외부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참조.

MetLife는 경제적 혜택 취약 지역민을 위해 우리 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더욱 폭넓은 인구층에 도달하기 위해
타 업종의 제휴업체와 공조합니다. 일례로,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공익기업과 업무 제휴를 통해 가정 방문 및 매달
2.50달러 정도의 보험료로 전화를 통해 개인 상해 보험 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칠레에서는 선도적인 이동
통신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매달 약 5달러로 전화를 통해
해당 고객 기반에 개인 상해 보험과 지원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DFS에 따르면 FMLI 광고자료에서 MetLife, Inc.와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가 FMLI보다 더
눈에 띄게 제시되었기에 부서 규정 34-A Section 219.4(p)
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는 FMLI가 제시한 정책에 따라 다른
회사에 재정적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 DFS의 의견입니다.

MetLife 2016년 기업 책임 보고서 | MetLife 2016 GRI 지표

GRI 200-400: 2016년 주제별 공시(계속)
GRI 주제

사회적 측면(계속)

GRI 418: 2016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

GRI 419: 2016년 사회경제적
규정 준수
GRI G4: 2016년 상품
포트폴리오

공시

418-1

419-1
G4-FS7

G4-FS8

GRI G4: 2016년 적극적
주인의식

G4-FS10

G4-FS11

*추가 지표는 중요 GRI 주제와 관련 없음.

64

공시 설명

공시 상호 참조

생략 및 설명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에 관해 입증된 불만 사항

설명 참조.

사회적, 경제적 분야의 법과 규정 미준수

2016년 양식 10-K, pp. 361-370

접수된 불만 사항 건수는 기밀 정보입니다. MetLife는 개인
정보의 보안,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호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MetLife는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호 및 개인 식별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행정적, 물리적, 기술적 절차의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타
조직처럼, MetLife는 일반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의 무단 접근,
분실, 공개 또는 오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보안 위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MetLife는 사건 대응 팀을
꾸려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을 따라 근본 원인을 조사하며,
혹시라도 향후의 사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본
원인을 시정할 것입니다. 이 팀에는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변호사 및 기업 동료가 포함됩니다.

목적별로 분류된 각 사업 분야에
구체적인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 및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안정성 보장: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p. 9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 14
MetLife 사회 투자 프로그램

목적별로 분류된 각 사업 분야에
구체적인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 및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
보고하는 조직이 환경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관해 교류했던 기관
포트폴리오에 보관된 기업의 비율과 수
긍정적 및 부정적 환경 또는 사회 정밀
조사를 받는 자산의 비율

우리는 10-K에서 기재한 대로 "상당한" 벌금을 고려합니다.

Global Impact 보고서: 개요, 긍정적 영향 제공:
기후 리더십, p. 19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4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4-15
Global Impact 보고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투자, pp. 14-15

MetLife는 관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리스크를 포함한 각 투자로 제기되는 리스크과 혜택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MetLife는 관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리스크를 포함한 각 투자로 제기되는 리스크과 혜택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met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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