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ESG를 주목하라”

ESG TRACKER
-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ESG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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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ESG issue, Tomorrow our risk
기업이 관리 할 핵심 ‘Risk’이자 ‘유동성’ 해결의 열쇠
사건사고가 기업 신용평가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자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기업에 관여(engagement)하라”

커지면서, ESG는 이제 기업이 관리해야 할 핵심 리스크

(2020.3, UN PRI 투자자 행동지침)

최근 갑질, 산재, 노사갈등, 환경오염 등 비재무(ESG)

A사,
경영권 승계 문제로
해외 지수 퇴출
(2018)

B사,
환경오염으로
지역사회 갈등
영업 활동 차질
(2018)

C사,
사내 성폭력 문제로
기업가치 급락
(2017)

“팬데믹은 소셜 및 운용중단
리스크. 기업의 극복과정을
신용평가에 반영할 것” (2020.4)
“ESG 투자는 이제
새로운 표준 (new normal)”
- 2020.5, Mark Tulay, SRA CEO

ESG Tracker 란
더벨과 AI 기반의 ESG 분석기관인 지속가능발전소가 개발한 '기업 ESG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AI 알고리즘이 매일 90여개 언론사, 1만 건 이상의 기업 뉴스를 수집하여 ESG 관련 사건사고를 추출하고
리스크를 분석 / 모니터링한 ESG이슈 정보를 다양한 시각화 툴로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업데이트 되는 2,000여개 全상장사의 ESG 리스크 분석 컨텐츠를 더벨 사이트에서
편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G Tracker 는
기업의 기대효과

투자자의 기대효과

•기업의 공급업체 및 파트너사를 비롯한 비즈니스 운영 전반
에서 ESG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구 제공

•투자 자금의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자산보호과정
에서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에 ESG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 ESG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용등급 및 ESG 등급 개선
•투자 유치 및 IR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툴 및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기업 인권 실사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유엔 글로벌 컴팩트
(UNGC), 유엔 기업인권규범  등 국제기준 준수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툴 제공
•책임투자를 위한 Mandate 대응
•유엔 글로벌 컴팩트(UNGC), SASB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에 따른 규정 준수 심사, 보고 및 비즈니스 수행 평가 지원
•주주관여를 위한 기업 ESG 사건사고의 객관적 분석 및 이해
제공

ESG Tracker 주요 컨텐츠
1. ESG Weekly
1. 한
 주간 발생한 기업/산업 ESG사건 사고 뉴스와 17개 ESG
개별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여 제공
2. Top 5 Sector Risk Spread
     - 한주간 발생한 ESG사건사고 중 리스크 스코어가 가장 높은 5개
섹터를 선정하여 리스크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표시

3. Top 5 Sector Risk Level Distribution
     - 한주간 ESG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섹터와
       리스크 레벨별 분포

4. Top 5 Risky Company
     - 한주간 발생한 기업별 ESG사건사고 중 개별 ESG 이슈 리스크
스코어가 가장 높은 5개 기업

5. Top 5 Company Risk Score change
     - 이전 리스크 스코어 대비 금주 리스크 스코어가 가장 많이 상승한
5개 기업
     - 기업 리스크 레벨은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되고
주간단위로 산출

2. ESG Company
1. 기업 ESG 리스크 스코어 및 개별 E/S/G 리스크 스코어의 최근
1년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
2. 기업 ESG 리스크 스코어는 E/S/G 개별 리스크 스코어로
세분화되며, 총 17개 리스크 이슈로 분류하여 측정
3. E/S/G 개별 이슈 뉴스 원문 및 뉴스별 리스크 스코어 제공
4. 기업 리스크 레벨은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
되고 주간단위로 산출

3. ESG Ranking
1. 시장/섹터/ESG 등의 구분으로 리스크 스코어가 가장 높은
기업별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것을
나타냄
2. 섹터별 ESG 이슈에 따른 리스크 수준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섹터 내 기업별 리스크 위치 측정 및 비교 용이
3. 임팩트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최적화된 컨텐츠 제공
4. 기업 리스크 레벨은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
되고 주간단위로 산출

4. ESG Peer Analysis
1. 관심기업 5개를 설정하여 ESG 리스크 스코어와 17개 개별
E/S/G 이슈 리스크 스코어를 비교/분석 할 수 있음
2. 경
 쟁사 ESG 리스크 분석 및 협력사 ESG 이슈 모니터링 파악
용이
3. 값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것이며, 리스크 레벨은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되고 주간단위로 산출

5. ESG Methodology
Data Collecting

Preprocess

Evaluation

Compare

매일 국내 94개
언론사, 10,000건 이상의
뉴스 기사 중 기업과 관련한
뉴스를 수집

자연어처리(NLP)와
감성분석을 통해 각 기사를
17개 ESG 이슈로 분류하고
리스크를 점수화

ESG 사건사고의
심각성과 빈도를 통해
기업의 ESG 리스크를 평가

기업의 ESG리스크
점수의 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동종산업군 내
기업과 비교

1. ESG Incident Analysis는 4가지 주요 사항을 분석
1) 특정 기업의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사인가? |  기업 ESG 분석에 특화된 지속가능발전소의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뉴스 기사가 특정 기업과 관련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감성분석 등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ESG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사인지 확인.
2) 어떤 ESG 사건사고가 발생했는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26000에 기반하여 분류한 17    
가지의 ESG 이슈로 해당 기업 관련 뉴스기사를 자동으로 분류. 17개 ESG 이슈 중 노출된 ESG 리스크 이슈의 수가
많을 수록 더 리스크가 큰 것으로 간주.
3) 얼
 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발생한 사건 내용에 따라 심각성을 측정. 경영진이 개입되어 있거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나 재무적 손해가 발생하고, 또는 환경이나 사람,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심각성이 높아짐.
4) 얼
 마나 자주, 최근 발생했는가? |  ESG 이슈 내 사건사고의 발생 시기 및 빈도를 확인하여 점수에 반영. 사건사고가
더 자주, 더 최근 발생했을수록 리스크 점수가 높아짐.

2. ESG 주요 이슈
테마

이슈
화학물질 및 오염 사고

E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업의 리스크

자원낭비

에너지 및 전력 등의 비효율 이슈 및 원자재의 낭비와 관련된 이슈

근무환경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불공정 관행
공급망 리스크
인권 침해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문제
도덕성

G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의 화학 사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각종 오염사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침해

S

정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부당한 근무조건 및 노사간의 갈등과 관련한 이슈
산업재해, 안전사고 등 이슈
담합, 독과점 등의 불공정행위 및 하도급,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표절 등 부정경쟁행위 등 공정거래 이슈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ESG 관련 사건사고 이슈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은 없는지, 직장에서의 차별 및 기타 인권 침해관련 이슈
제품 안전성, 리콜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 이슈 및 소비자 정보 보호, 소비자 분쟁 등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슈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 및 문제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이슈

임원의 보상문제

임원 및 경영진의 보상의 적절성과 관련된 이슈

리스크 관리 부실

잘못된 의사결정, 매뉴얼 문제, 미흡한 시스템 등 기업 경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관리 이슈

경영권 분쟁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거래

지분 및 경영권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이슈
이사회의 비독립성, 문제 있는 이사의 선임 및 주주권리의 보호 미실시 등 이사회 구성 및 주주권리 보호에 대한 포괄적 이슈
내부자 거래 및 계열사 간 부당지원,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내부거래 이슈

3. 리스크 점수
       1) ESG Incident Analysis는 ESG 이슈의 심각성과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리스크를 평가
       2) 모든 기사는 각 단계마다, 1점부터 5점 사이의 리스크 점수를 부여
             Low(낮음) 0.0~0.9 / Medium(보통) 1.0~1.9 / High(높음) 2.0~2.9 / Very High(매우 높음) 3.0~3.9 / Extreme(심각)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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