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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가기관 Fitch, ESG Relevance Score(ESG 관련성 점수) 발표
 2019년 1월 7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Fitch는 ESG 요소가 개별 신용 등급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주는 통합 점수 시스템을 발표함58)
○ ESG Relevance Score(ESG 관련성 점수)는 Fitch의 분석 팀(Analytics Team)에서 고안한
것으로, 신용 등급에 미치는 ESG 요소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모두 투명하고 일관되게 표시하며,
부문별/개별 기업별로 0~5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냄
- Fitch는 1500여개의 비금융회사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모든
자산 클래스에 도입함
- 이후 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banks),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보험(insurance), 주권(soverigns), 공공 재정(public finance), 글로벌
인프라(global infrastructure) 및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분야에까지 확대될
예정임
○ Fitch의 ESG 접근법은 ESG 이슈가 회사의 현재 신용등급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함으로써 시장 격차를 해소함
- Fitch는 ESG 이슈가 개별 기관의 신용 등급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최초의 신용 평가 기관임
- Fitch는 ESG Relevance Score의 도입이 투자자들을 위한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며,
ESG 및 신용에 관한 폭 넓은 토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함
○ Fitch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팀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w Steel은 다음과
같이 밝힘
- ESG Relevance Score는 신용 분석의 관점에서 ESG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점수는 기업의 ESG 관행이 좋은지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ESG
위험 요소가 신용 등급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임
- 시장 분류별(선진시장/ 신흥시장), 지역 및 산업별로 상당한 점수 편차가 있으므로 발행사
와 투자자 모두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임

 Fitch를 포함한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는 UN PRI의 ESG in Credit Rating Statement에
서명하여 신용 등급 및 분석에 ESG를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을 약속함59)
○ 이에 서명한 신용평가기관은 1)ESG 요소가 다른 발행자와 관련이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58) Fitch Ratings, 2019.01.07., “Fitch Ratings Launches ESG Relevance Scores to Show Impact of ESG on Credit,
[https://www.fitchratings.com/site/pr/10058528]
59) UNPRI, Statement on ESG in Credit Ratings,
[https://www.unpri.org/credit-ratings/statement-on-esg-in-credit-ratings/77.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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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서 고려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며, 3) ESG 요소가 신용
분석에 통합되는 방식을 검토하며, 4) 조직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질 높은 신용평가를 제공
하기 위해 관련성 높은 ESG 분석을 제공하며, 5) 신용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SG 요인에
대한 발행자의 일관된 공개를 개발하기 위한 업계 전반의 노력에 참여하고, 6)투자자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ESG의 신용 위험을 확인하고 이해할 것을 약속함
- 현재까지 서명한 신용평가기관은 16사로 아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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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ch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와 S&P에서도 신용평가에 ESG 요소를 통
합하는 방안을 고안한 바 있음
○ Moody’s에서는 2018년 10월, 상장된 비금융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요청60)한 바 있으며, 해당 평가체계는 Fitch에서 고안한
ESG Relevance Score와 유사함
- 해당 체계는 기업 채권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지배구조의 객관적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5개의 대분류( ① 소유 구조, ② 경영구조와 보상 체계, ③ 이사회 감독과
효율성, ④ 금융 감독과 자본 배분, ⑤ 규정 준수, 통제 및 보고, 각 대분류별 총점의 20%)로
분류된 151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된 결과에 따라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눠짐
○ S&P에서는 자본구조와 관련된 요소 중 하나인 ESG 요소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함61)
- 신용위험 중 하나로 경영 및 지배구조와 같은 ESG 위험이 고려되나 따로 ESG 점수 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음

60)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은 Moody’s Investors Service,2018.10.8., Proposed Framework for Corporate Governance
Assessments for Publicly Traded Non-Financial Corporates,
[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requests-feedback-on-a-new-corporate-governance-assessmentframework—PR_389893] 참고
61)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은 S&P Global Ratings, 2017.11.21., How Does S&P Global Ratings Incorporat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Into Its Ratings Analysi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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