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책투보 리에리기관에 대대 전상이 범이 확입 기기 ‘ARISTA’ 탄탄>

CSRR-QS®기 알알알알 ‘책
책책투보 리에리기관 품품확입 기기’이
이 더더 폭 폭 목 확 입 범 순 와
정정이추 확입 방방에 기초통여 ARISTA®가정 이이기기 전 상이자기기 런런구추있.
ARISTA®정 책책투보 리에리기관에 대대 품품확입 기기기기에 리에리 기관전조 품품, 추실투,
투투투, 책책투과 같목 핵핵 원원전을 리에리 과정에 통통멕통통 대있정 상이 투보보전과 기기전조
기구기 개자구추있. 이 최규 멤전목 리에리에 대대 확입 범순가 더더 확대구추기관, 있다대 책책투보
리에리 기관전조 에서스와 실품에 대대 확입보 실멕통실 공있. 이 최규 기기목 책책투보 리에리 기관
및 투보보전조 호목을 끌기 순이에 ARISTA®가정 이이기기 전 상이자기기 런런구추있. 특특
ARISTA®정 이 분통에에 잘 있다구책책 않정 품품조 핵핵자 기소, ESG 리에리기관조 책협기공,
ESG 리에리 그그 전공조 투과 등을 있다있. 이 최규 기기목 100% 투투대 평가 방방방, 그리고 정정
및 서정 가가대 평가보구감 실이통정하, 이정 오오오 실공구고 있정 있다대 책책투보 리에리 에서스
및 상품전을 효효자기기 평가통기 순포이있.
실있가 ARISTA® 정 리에리 기관에실 영실기기조 프프책이 기구통정 효효자확 통실 및 감실
멕스시을 실공통정하, 이정 투보보전이 리에리기관을 선정통정하 기기 기건기기 리에리 품품에 대대
독독자 확입에감 기구통정 근근조 추상와보 스통대있.
ARISTA®정 모모 책책투보 리에리 영역을 검입통정하, 여기에정 리에리 기관조 조조 및 관리 측맞,
기기 하이스 분분과정, 리에리 평가방방방 상스실세 등이 포포공있.
ARISTA®조 목자목 있다과 같있.
-

책책투보 리에리 분통조 품품, 추실투, 투투투 장알

-

리에리 기관전에실 독독투, 고관투, 전전투을 담정통정 조조 구조 권소

-

책책투보 리에리기관에 완완대 품품멕스시 보입과 멕스시조 책지자 개선 장알

-

리에리 기관에 대대 실실 감실, 정입, 검입 이메메메을 통통여 이해 기관조 리에리 책책투 수기
실고

책지지책 10 개영 이상에에 15 개조 선보자 책책투보 리에리 기관이 ARISTA® 기기 확입을 획획획있.
여기에정 EIRIS (영영), Vigeo (프프스), EthiFinance (프프스), imug (독이), oekom research
(독이), GES (스스스), Ecodes (스스확), CAER (호호), Greeneye (이스가이), KOCSR (대영)이
포포구관, Ecovalores (멕멕멕) 와 Inrate (스순스)역멕 확입 받을 기서감 통고 있있.
ARISTA®정 공개공 기기기기, 확입 기기을 충충통정 전상이 리에리 기관 모모감 대상기기 대있.
현현 ARISE (the Association for Responsible Investment Services: 책책투보 에서스 책기)가
소소, 관리통정 이 보자자 리에리 품품 확입 기기목 2002 년에 소유순원기 (European
Commission)조 책원을 받받 개자구기 멕시획있. 이 프기프노정 소유 실기투보포사 (SIF)과
책책투보 공공공 및 호기 감실기관전과 같이 리에리기관기기스스 독독자확 이이관이보전에 조이에
추추구추있.
개자 초기 수이에 출멕공 실 1 절 품품 기기 (CSRR-QS® 1.X)목 여여 소유 책책투보관관 리에리
기관에 조이 채채구추있. 실 2 절 품품기기 (CSRR-QS® 2.X series)에에정 리에리 기관에 대대 감실
및 평가 보구가 더더 정정이책고 전상이기 소포구추있. 책책투보 품품 기기조 개자 10 호년을
맞이통맞에 이 기기조 최최 멤전목 ARISTA 3.0® 기 이이을 바바추있. 새기 출멕공 보자자 리에리
품품 기기목 확입 범순감 더더 확대통맞에, 이실정 더 폭폭목 리에리 에서스와 실품전을 메멤통고
있있.
ARISTA®정 투보책책 리에리 기관에 대대 최신보 강전감 목자기기 고고구추있. 리에리 기관에 대대
모모 감실정 외스조 독독자확 감실확에 조이에 실멕구관, 독독자확 확입순원기 (Certification
Council)에 조이에 최최자확 확입여스가 결정공있.
Herwig Peeters, President of ARIS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alibrated templates reflecting the content and value of RI products.
There is a clear demand for efficient check & audit systems by regulatory frameworks on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ARISTA® provides an invaluable comparative instrument for professional
users and guarantees the quality and integrity of RI ratings”
François Passant, Executive Director of Eurosif:
“Responsible Investment research and ESG ratings have become an incontrovertible element of the
responsible investment value chain. The launch of Arista 3.0® is therefore an essential initiative
that will further foster quality and transparency in the sector. Further building on the previous
version, Arista 3.0® enlarges the scope of its certification, which we believ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recognition of the standard and provide an even stronger basis for comparability of
offerings for users.”

ARISTA®에 대대 상상 정정정 www.aristastandard.org 에에 확확확 수 있있.
정보보보 관관 연연연:
Herwig Peeters
전전: +32 (0)2 206 11 14
이이이: herwig.peeters@aristastandard.org

편편보 노노
1. 품품 기기
ARISTA 3.0®정 보자자 리에리 품품 기기기기에 가이가가확, 원원, 책책, 투투투을 입입확
만 대 입증, 품품, 책책투, 검입 가가투 등기기 구투구구 있있.
ARISTA®정 공공전공 리에리 기관 실실 방방방을 이이대 엄엄대 리에리 품품 규엄기기에
리에리 조조조 모모 기가을 포포대있. 여기에정 실실 리에리, 분분, 평가, 기기 등등 및 순순
책정 방방방, 기기조 순기 및 기기기확 등에 대대 스스리스스스 모모 리에리 관관 상품, 과정,
기책 절절, 에서스, 향후 고고과 이이관이보에 대대 정고 등을 총 망가대있.
ARISTA®조 장기자확 목자목 기기 책책투보 방방방, 에서스, 실품 등을 통통통정 것이있.
궁궁자확 목자목 고고과 책책투보 전전가전을 순대 건전대 리에리 품품 정입에 있있.

2. ARISE
ARISE

정

책책투보에서스책기

(the

Association

for

Responsible

Investment

Services)조 약보기, 보자자 품품 기기과 그것과 관관공 수수과 과정을 소소, 관리통관
독독자확 외스 확입 및 감실감 책책책고 있있.
ARISE 조 현현 멤멤전
-

CAER (호호);
Ecodes (스스확);
Ecovalores (멕멕멕)
EIRIS (영영);
EthiFinance (프프스);
Forum ETHIBEL asbl (벨기에);
GES (스스스);
greeneye (이스가이)
imug (독이);
Inrate (스순스);

-

KOCSR (대영)
oekom research (독이)
Vigeo (프랑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