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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더 큰 가치를 전달하는 더욱 강한
건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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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를

2015년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Accelerating Value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개의 렌즈, 바로 고객, 경쟁사 및 현금을 통해
비즈니스의 면면을 빠짐 없이 살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차별화되는
고객 가치 제안을 전달할 수 있고 분명한 경쟁적 이점이 있는 사업 부문에 바로

강력한 지역사회의 구축: 우리는

MetLife Foundation이 제공하는 3천만 달러의

금융 포용성 보조금을 추가해 전세계의 취약층이 금융 지식과 서비스와 연결되도록
지원하려는 우리의 집중적 활동을 진척시켰습니다.

MetLife 직원은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72,000시간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는 집을 짓고 KaBOOM!과는
운동장을 지었으며 LifeChanger와 함께 직업 준비와 금융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성인층의 멘토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본을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및 저렴한 주택 사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액은 16억 달러에 달했고 인프라

현금 창출을 증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총

전반적 규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검토와 평가를 토대로 우리는 올해 초 미국

근무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 조성: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우리 문화에 어떻게

MassMutual
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MetLife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통합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포용성 지수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직원이

비즈니스 최적화와 재편성이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선량한 기업

또한 최초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세계를 향한 긍정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리스트”로 선정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순위는 기후 변화, 직원 관계, 환경,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 지배구조, 인권 및 자선활동 및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소매 사업 부문의 상당 부분을 분리하고 미국 소매 상담 인력을

환경 보호: 우리는

2016년 말까지 사업 운영을 통한 탄소 중립이라는 원대한
2020년까지는 여러 건의 다른 신규
환경 목표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환경 보호청은 우리에게 온실
가스 관리-목표 설정 부문에서의 탁월성으로 기후 리더십 어워드를 수여함으로써
우리의 헌신적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7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고 진보를 위한 기회를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장 전반의
일자리를 표준화하는 글로벌 등급 기본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Corporate Responsibility 잡지에 의해 “100대 기업 시민

MetLife는 비단 우리의 금융 성과만을 위해서가 아닌,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성과를 위해서도 더욱 원대한 목표를 계속 수립해 나아감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의 건설 방법입니다.

동시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효율 건물에 새로운 집중적
활동을 이어가면서 총 환경 투자액을

7개 영역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97억 달러를 증가시켰습니다.
Steven A. Kandarian
이사회 의장,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 MetLife, Inc.

MetLife 소개
www.metlifeglobalimpact.com
globalimpact@metlife.com
MetLife, Inc.
200 Park Avenue
New York, NY 10166
모든 정보는 달리 표기되지 않는 한,

Global Impact 목표
1868년에 설립된 MetLife는 생명보험, 연금, 종업원 복지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MetLife는 40여 개국에 영업소를 두고 미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및
중동에서 선도적인 시장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MetLife는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지구적 영향력을 조성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기업 책임 경영에 대한 당사의 노력을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하며 우리의 보고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 주십시오.

2015년 Global Impact 보고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지수 및 기타
Global Impact 웹사이트 www.metlifeglobalimpact.com 을 방문해 보세요.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MetLife Foundation 목표
• 전세계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영위에 필요한 양질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5년에 걸쳐 2억 달러 소요(2013년 기준선 기준).

공급업체 다양성 목표
•

2020년까지 매년 다양한 공급업체와 10퍼센트 성장 달성.

• 다양한 공급업체를 포함시키기 위한 모든 외부 조달 사업
•

수상 및 성과 인정

100달성 노력.

2020년까지 15퍼센트 프로그램 성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공급업체 멘토십 프로그램 시행.

환경 목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Fortune 매거진

여성 경영인이 일하기
좋은 최고의 기업 50

동성애자 평등을 실천하는 최고의
직장-기업 평등 지수

National Association
for Female Executives

Human Rights Campaign

•

2016년에 탄소 배출 제로화.

•

2020년까지 기업의 세계적 영향력 범위 전반에 에너지 소비를 10퍼센트 감소(2012년 기준선 기준).

•

2020년까지 지역 기반 탄소 배출량을 10퍼센트까지 감소(2012년 기준선 기준).

•

2020년까지 MetLife의 100대 우수 공급업체에 GHG 배출량 및 배출 저감 활동 공개토록 요청.

고객 목표
• 순 고객 추천 지수 및 고객 보유에서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객 충성 부문에서의 증가 입증.

직원 목표
• 모든 국가에 건강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전사적으로 건강에 관해 단합된 문화 조성.
•

2016
Excellence in Greenhouse Gas Management
(Goal Setting Certificate) Recipient

미국 및 글로벌 기업
그린 랭킹 최고 20위

New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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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의 모든 직원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각 현지에서 관련성과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 및 계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모든 직원이 다양성 비즈니스 리소스 네트워크(DBRN)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용성의 문화 보장.

군인 고용 우호 기업

2016년 조직 풍토 리더십 어워드

위기 관리 및 윤리 목표

G.I. Jobs Magazine

EPA Center for Corporate
Climate Leadership

• 모든 직원이 중 방어 위기 관리 연수를 마치도록 장려함으로써 강력한 위기 관리 문화 보장.
• 승인 받은 위기 선호도 원칙 내에서 위기를 관리함.

Global Impact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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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기, 사회적 위기 및 지배 구조(ESG)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는 자세
경쟁력 있는 위기 조정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해 금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투자 부문을 선정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기 평가는 우리 실사 과정의 필수 부분입니다.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확실한 위기 관리 규율을 활용하고 관련 환경 위기, 경제 위기 및 지배구조 위기를 포함한 각 투자로 제기되는 위험과 혜택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METLIFE는 추세를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적극 관리하며
지속적인 위기 관리를 통해 확실한 투자
자산 관리를 보장합니다.
향후

30년 이상 연장 가능한 상품 부채에 자산을 신중하게 일치할 수 있다면 전세계의 MetLife 기업이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치 창조, 미래를 위한 투자

4.8% 3.8% 2.7% 2.2%

MetLife의 다각화된 글로벌 포트폴리오
주요 활동:
159억 달러의 지방채 투자 인프라, 교육, 지역사회 보건 및 저렴한 주택 사업 지원.*
97억 달러의 환경 투자 37개의 풍력 태양열 농장 소유지분, 48개의 LEED-인증 부동산 주식
지분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 30억 달러 포함.

4,656억 달러의 관리 자산*
33.5%

10.8%

MetLife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증권과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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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14.1%

78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항공, 도로, 항구, 파이프라인, 전송로 및 전력 같은 필수 서비스 제공.

14.8%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미국의 일반 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는 재무정보 정의 및/또는 조정은
16페이지 법적 고치 참조.

16억 달러의 지역사회 및 저렴한 주택 투자 저렴한 주택, 지역사회 시설 및 저소득층과 지역사회를
충족시키는 기타 거래 활동에 관한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상당한 혜택 제공.
* 2015년 12월 31일 현재, MetLife는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425개의 다양한 비영리 지자체 기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MetLife’의 지방채 투자는 30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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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억 달러

688억 달러

658억 달러

617억 달러

505억 달러

221억 달러

176억 달러

129억 달러

104억 달러

투자 등급 기업

주택 담보 대출

구조 금융

미국 재무부 및 기관

외국 정부

현금 및 단기 투자

투자 등급 아래 기업

부동산 자산

기업 자산

가치 창조, 미래를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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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방어선 모델
2015년 일명 “삼중 방어선”이라는 전 직원 대상용 필수 위기 관리 연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MetLife의 위기 관리 지원에 관한 각자의 구체적 역할을 포함해 다양한
방어선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형 모듈을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의 89퍼센트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윤리와 청렴성에 따른 경영 활동
주요 활동: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비즈니스

MetLife

지배 구조

리더십

상급 경영진

사업부, 기업 직능

위기 관리, 기업 윤리 및 준법,

일차 책임 및 책임 규명; 위기를 규명,

감독 및 자문; 경영 활동에 대해 자문하고 종합적

평가 및 완화한다.

위험을 감독하며

IT 위기 및 보안

1차 선을 통제한다.

기업 내부 감사
독립 보장; 독립적이고 객관적 의견을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사회와 고객을 위해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준수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MetLife의 윤리, 청렴성 및 위기 관리 문화는 조직이라는 직물로 짜여집니다. 즉, 모든 직급과 모든 부서의 직원이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윤리와 위기 관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고객의 믿음을 얻고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의 부담은 없습니다.

위기 위원회 확대, 위기 보고 및 스트레스 시험 과정.
글로벌 윤리 평가 시작, 윤리적 문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기업 위기 관리 툴 개선

2015년 우리는 위기 관리 프레임워크를 연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업 위기 선호도 원칙 외에 MetLife는 각각의 핵심 지역(아메리카,
아시아 및 EMEA)에 맞는 위기 선호도 원칙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우수 사례와 커져가는 규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위기 위원회와 위기 보고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MetLife는 스트레스 시험 과정을 확대해 GAAP,
법정 및 경제 자본을 포함한 수많은 자본 렌즈를 포함시켰습니다.

MetLife Global Impact 2015년 기업 개요

2015년 글로벌
윤리 평가
MetLife는 윤리적 문화의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전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MetLife는 2015년 글로벌 윤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해당 평가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 중입니다. 2016년 글로벌 지사 전역에 이러한
계획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이러한 실행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후속 설문조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윤리와 청렴성에 따른 경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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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강화

rNPS점수:

MetLife는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및 유통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합니다. 전통적으로

2014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Educare: 아시아의 새로운 교육 상품 Educare는 부모가

년부터

2015
년까지

35%상승

출생부터 대학 교육까지 자녀의 매 순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최초의 저축

•
•

플랜입니다.

개인적 상호 작용 시의 NPS 추적 외에, MetLife는 고객과

Met99: 유연성과 저렴성을 갖춘 멕시코 보험 Met99는

맺은 엔드-투-엔드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합니다.

멕시코의 저소득 직원에 대한 금융 포용을 강화하는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미국 생명보험사의 관계 순 고객 추천 지수(rNPS)를 추적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은행 파트너십 MetLife Alico와 ALEXBANK는

Satmetrix의 보고에 따르면 MetLife의 성과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35%* 개선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집트 170개 지점의 은행 네트워크 전역에 160
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보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 출처: Satmetrix 2016 미국 생명보험사 기준

우수한 고객 경험의 개발과 유지는 당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고객 중심

고객 요구를 면밀히 경청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우리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술
투자부터 프로세스의 단순화와 표준화, 나아가 혁신적인 상품 솔루션 설계까지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주요 활동:
최초 통화 시 해결 비율, 고객 만족 및 거래 순 고객 추천 지수의 경우 미국 콜센터 목표 초과로

MetLife

역사상 높은 수치 달성.

3억 달러의 투자로 당사의 토대를 현대화하고 고급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달성하는데 집중.
기술 및 운영에 대한 최대

MyDirect 시작, 최초의 완전 디지털 자동 보험 체험으로 고객이 보다 쉽게 보장범위를 확보하고 보험을 관리.

LumenLab MetLife를 이용하는 혁신의 문화 구축
2015년 출범해 혁신 전문가가 주도하는 LumenLab은 최초의 혁신 센터로서 건강, 부,
노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소비자의 요구를 표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 창설에 관여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2015년 LumenLab은 아시아 전역에서 15차례 이상의 워크샵과 신입사원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팀의 고객 통찰력과 Lumenlab 혁신가의 조직적 아이디어를 조합한

MetLife 혁신 센터

다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현재 “테스트 및 학습” 시범 절차에 따라 탐색이 이루어지고

110여 개국의 고객에게 혜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합작 투자 하에서 AXA 와의 글로벌 복지 네트워크
관계 강화.

MetLife Global Impact 2015년 기업 개요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게임의 구성요소를 적용하는 건강 교육
퀴즈 앱인 BerryQ, 세대 간의 구조화된 안내형 스토리텔링 플랫폼 Rememory 그리고

Misir가 다양한 제공 방식으로 투명성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2016년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및 싱가포르에서 또 한 번의 신입사원
연수회가 개최됩니다.
온라인 보험 툴

고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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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건강 열망
동기 부여 리더십: 직원들이 정직하고 투명하며 개방된 대화를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비전을
성취하는데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팀 환경 구축.
참여적 인재: 분명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고, 우수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추진해 가며,
개인적인 성장 기회가 있는 재능 있고 동기가 부여된 직원 개발.
고객 지향성: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우리 회사의 가장 최고의 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고객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음.

METLIFE는 직원이 참여하고 동기 부여를 통해 영감을 얻는 직장 문화
를 개발하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직원 고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이는 우리의 성공에 불씨가 되는 고객 중심의
상품을 전달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 우리의 업무가 진정한 글로벌

근무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 조성

One MetLife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주요 활동:
글로벌 조직 건강 측정

공급업체 다양성 장려

MetLife의 조직 건강 설문조사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 가치에 부합하도록 조직의 툴,
프로세스 및 행동을 크게 진화시키는데 일조합니다.

MetLife는 우리 직원의 다양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 같은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혁신과 민첩성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2003년 제정된 수상 공급업체
대상 다양성 프로그램은 우리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다양성 및 포용성의 문화 지속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육성하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회사의 문화에 깃든 다양성과 포용성의 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포용성 지수 시행.

MetLife의 다양성 및 포용성(D&I)에 대한 전념은 당사의 사업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재능
있는 다양한 직원은 신선한 관점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혁신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합니다.

실어줍니다.

700여 개의 다양한 사업 파트너로 사업 실시, 당사 공급업체 경비의 10.2% 나타내.

따라서 우리는 세계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과의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글로벌 등급 기본 체계 수립, 직원이 더욱 쉽게 경력 성장의 기회를 추구하고 재능을 관리하도록 지원.

2015년 MetLife는 세계적 기반의 다양성과 포용성 활동의 진전을 이해하기 위해 MetLife

조직 건강 설문 조사에
“Wellness

40,000명의 직원 참여, 우선 영역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있음을 시사.

for Life” 출범, MetLife 최초의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에서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 연례 조직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포용성 지수를 강화했습니다.

MetLife 직원은
또한 2015년 6월 MetLife의 두 번째 연례 포용성 주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올해의
캠페인은 문화적 능통성, 즉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른 문화적 가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MetLife Global Impact 2015년 기업 개요

앞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세계적 기반의 공급업체와의 제휴를
강화하는데 집중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업체와 손 잡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 경영주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제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MetLife는 세계적 입지가 있는 영역에서 여성이 소유하는 사업체와의 공조를

늘릴 방안에 집중합니다.

근무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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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의 뿌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찰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누구나 적절한 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1976년 이후 MetLife Foundation은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들,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고자 7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2013년, Foundation은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정에 공식적 금융 부문의 활용에 동참하고 이를 최대화하도록 지원하고자 5년의 기간에 걸쳐 2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5년 차 전략 계획의 절반쯤 접어든 현재, MetLife Foundation은 그러한 목표 대비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순항 중입니다.
MetLife Foundation은 또한 전세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건강과 의료 연구, 예술과 문화, 재난구조와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하는 기금 조성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 METLIFE FOUNDATION은 7억여 달러의 기금 제공을 통해
세계적으로 긍정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etLife Foundation의 사명은 유용한 정보 제공과 수준 높은 품질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효과적 조직과 협력해 전세계 저소득층의 금융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된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경영 활동을 펼치며 금융 서비스가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삶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etLife Foundation: 차별화
지식
주요 활동:

서비스

이를 통해 고객은

이를 통해 고객은

• 충분한 정보를 받고

• 금융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의사

MetLife 및 MetLife Foundation에서 총 4,900만 달러의 기부. 금융 포용, 건강 및 의료 연구,
재난 구조, 예술과 문화 및 직원 참여 등의 활동 포함.

72,000 시간 이상, 12개국 전역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자원 봉사자 및 멘토링 프로그램 LifeChanger 포함.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총

금융 포용에

미래의 요구 부분을

결정에 관련해

충족하는 강력한

확신합니다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 금융 부문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 그들의 금융 이해력과

위한 준비를

금융 건전성에 발판이

갖춥니다

되어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여 달러의 보조금 ―2017년까지 5년 간의 2억 달러 기여 중 절반 달성.

인사이트
그래서 금융 포용 산업은

• 수준 높은 연구와 사고의 리더십을 통해 서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우선순위를 규명하기 위한
회의와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MetLife Global Impact 2015년 기업 개요

MetLife Foundation: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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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주목할 만한 환경에 대한 헌신과 성과로 MetLife에 있어 중요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현재 다음과 같이 진정 세계적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 최초의 세계적 환경 목표를 수립
• 세계적 기반의 종합적 직원 참여 프로그램인 “Our Green Impact” 출범
• 세계 곳곳의 환경 친화적 건축 증대
• 그 어느 때보다 공급망 지속 가능성에 더 많은 공급업체를 관여시킴.

METLIFE는 오늘날 환경 개선에 헌신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탄소 저감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사업, 폐기물 감축, 재활용과 재사용 활동,
환경 문제와 건강한 생활양식 선택에 관한 직원 참여를 통해 환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세계적 기반의 환경 목표:

주요 활동:

탄소
중립: 0

세계 에너지
소비율: -10%

MetLife는 2016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포트폴리오
출장을 줄이기 위한 협업 기술의 이용을 늘릴 것입니다.

MetLife는 2020년까지 기업의 세계적 영향력
범위 전반에 걸쳐 에너지 소비를 10퍼센트 감소시킬
것입니다(2012년 기준선 기준).

국소적 탄소
배출: -10%

상위 공급업체
공시: 100

MetLife는 2020년까지 지역 기반 탄소 배출량을
10퍼센트까지 감소시킬 것입니다(2012년 기준선 기준).

MetLife는 2020년까지 MetLife의 100대 우수

탄소 중립에 헌신하는 미국 최초의 보험사. 세계적 기반의 환경 목표를 수립.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 및 온실 가스 배출량

10% 절감을 위해 집중적 노력.

EPA의 인정 온실 가스 관리-목표 설정 부문에서의 탁월성으로 기후 리더십 어워드 수상.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직원

공급업체에 온실 가스 배출량 및 배출 저감 활동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MetLife Global Impact 2015년 기업 개요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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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
절차의 비효과성,

미래 지향적 진술에 관한 주의 사항
이 자료에는 1995년 개인 증권 소송 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의 취지 내에서 미래
지향적 진술을 포함하거나 이에 근거하는 참고 정보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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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계획”, “확신” 같은 단어 및 의미가 유사한 기타 단어와 용어 같은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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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지향적 진술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가정이나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tLife, Inc., 그 자회사 및 계열사의 실제적인 미래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러한 많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술은 현재의 기대치와 현재의 경제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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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MetLife, Inc. 의 자료에서 밝혀진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1) 세계 자본 시장에서의 어려운 조건, (2) 자본 시장과 신용

시장의 휘발성과 붕괴, 이는 신용 편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충족하고 자본에 접근하며 수수료 수익과 시장 관련 매출을
생성하고 법정 준비금 요건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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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컨대 유럽에서의 붕괴 및 유로존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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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재난에 의한 손실, (22) 법에 따른 생명 보험 예비 기금을 위한 비용 증가와 제한된 시장 능력,
(23) 보험료, 신규 경쟁사의 시장 진입, 공급업체 통합, 신규 및 기존 경쟁사의 신상품 개발, 그리고 인력과 관련된 경쟁
심화, (24) 상당하고 지속적인 침체 또는 자산 시장의 극심한 휘발성, 금리 인하, 예측 불허의 보험 가입자 행동, 사망자수
또는 장수 등에서 비롯된 변액 연금 보장 혜택에 관계된 손실, (25) MetLife, Inc.의 배당금 지급 및 유상 감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기타 제한 조치, (26) MetLife, Inc.가 지주 회사로서 채무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자회사의
배당금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자회사의 그러한 배당금 지급 능력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제한, (27) MetLife, Inc.
이사회가 MetLife 보험계약자 위탁 사업체의 표결 조항을 통해 주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28) 회계
기준, 관행 및/또는 정책의 변경, (29) 건강 관리 및 기타 직원 혜택뿐 아니라 연금 및 은퇴 후 혜택 플랜에 관계된 비용의
증가, (30)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수호할 수 없는 상태; (31) 호할
수 없는 상태, (31) 영업 담당자를 영입해 보유할 수 없는 상태, (32) 법률 및 당사의 기업 문서 제공으로 MetLife와
관계된 인수 및 기업 합병이 지연, 저지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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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우리의 동료에게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동기 부여책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프로그램과 관행이 갖는 효과성 및 (35) MetLife, In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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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자산의 가치 감소에 관계된 지급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개 이상의 나라가 철수할 가능성의 결과로 인한 금융 시장 위험과 자본 시장 위험에의 노출,

비일반회계기준 정보 주석
관리 자산(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하 “GAAP”) 외의 방법론에 기초한
재무적 수단입니다.

MetLife는 “관리 자산”을 활용해 추정되는 적정 가치로 적극적으로 운영 및 반영되는 일반 회계 투자
MetLife는 보험 약관 대출, 기타 투자 자산, 매각 대기 주택 담보 대출, 통합 증권화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설명합니다.

혹은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 또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을

기관 보유 상업용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자산을 제외함으로써 일반 회계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와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타 작용,

높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은

(7) 법적 소송, 중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조사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결과나 또는 기타 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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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증권 대출 프로그램과 기타 거래에 참여함으로 인한 잠재적 유동성 및 기타 위험,
(10) 투자 손실과 디폴트 및 투자 가치 평가, (11) 투자 가치 평가에 관계된 가정의 변화, 이연신 계약비, 연불 매매 유인,
인수한 사업 또는 영업권의 가치와 관련된 가정의 변화, (12) 신용 손상 및 실현된 손실 또는 유동성 자산에 끼친 시장 가치
손상, (13)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디폴트, (14) 우리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금융 기관의 신용 악화 또는
디폴트, (15) 환율 변동에 관계된 것을 포함해 우리의 해외 활동에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법적, 환율상 및 기타 위험,
(16) 우리의 보험금 지급 능력, 재정 건전성 또는 신용 등급의 하락, (17)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설정된 폐쇄 블록 경험의 악화, (18) 재보험 또는 보전 방식의 가용성과 효과성 및 거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수행 실패; (19) 실제의 보험금 경험과 인수 심사 및 보류 가정 사이의 차이, (20) 위험 관리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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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며 이 경우 MetLife가 아닌 계약 보유자가 이러한 펀드의 투자를 지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특정 부동산
투자도 장부 가치에서 추정 적정 가치로 조정되었습니다. 총 투자에 대한 관리 자산의 조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MetLife의 각 투자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MetLife, Inc.의 당해 분기 재무분기별 재무 보충
자료 및 2015년 12월31일 종료되는 MetLife, Inc.의 당해 연차 보고서 양식 10-K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Investor Relations 웹페이지 http://investor.metlife.com 을 통해 접속해 확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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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 아닌) 만이 보장되며 상품 조건, 제외사항, 제한 및 보험회사의
클레임 지불 능력과 재정 능력에 따릅니다.

관리 자산에 대한 총 투자의 조정
(단위: 십억 달러)

201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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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5
12.8
6.3
0.2
11.3
22.5
—
15.0

관리 자산

$465.6

총 투자

MetLife Global Impact 2015년 기업 개요

법적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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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MPACT
비전

고객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해 온 유구한 역사를 토대로

MetLife는 전세계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가 내일의 가능성을 펼치도록 지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신념을 지키고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etLife, Inc.
200 Park Avenue
New York, NY 10166
www.met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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