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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P 

배당 중심의 ESG 친화적인 일본 
주식이 2022 년 실적에서 두각 나타내 
 

2022 년 8 월 18 일 

 

인플레이션 상승, 중앙은행 긴축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세

를 보인 지난 1년간 배당 중심의 ESG 친화적인 일본 주식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기준 모닝스타 일본 지속가능성 배당수익률 포커스 지수는 15%(일본 엔화(JPY) 기준 

총수익률)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모지수인 모닝스타 일본 지수의 0.1% 상승을 훨씬 웃도는 수치

이며, 또한 연초이후 수익률면에서 모닝스타 일본 배당수익률 포커스 지수(+6.1%)와 모닝스타 일본 

지속가능성 배당수익률 지수(-2.7%)를 앞섰습니다. 

 

 

  

해당 지수가 뛰어난 성과를 보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모닝스타 일본 지속가능성 배당수익률 포커스 

지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투자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고수익, 적격 배당 지급 일본 기

업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약 25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이 집중 지수는 소비순환재

(USS CO – 8.2% 비중), 헬스케어(Takeda Pharmaceutical – 10.5% 비중), 통신 서비스(Nippon Telegraph & Telephone 

– 8.3% 비중) 섹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업들을 담은 결과 올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https://indexes.morningstar.com/our-indexes/details/morningstar-japan-sustainability-dividend-yield-focus-FS0000DMBP?currency=USD&variant=TR&tab=holdings
https://indexes.morningstar.com/our-indexes/details/morningstar-japan-FS0000AQF6?tab=overview
https://indexes.morningstar.com/our-indexes/details/morningstar-japan-dividend-yield-focus-FS0000DK0P?tab=overview
https://indexes.morningstar.com/our-indexes/details/FS0000CUIC
https://indexes.morningstar.com/our-indexes/details/FS0000CUIC
https://indexes.morningstar.com/our-indexes/details/FS0000CU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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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브라이언(Alex Bryan)  모닝스타 주식 인덱스 책임자 

“모닝스타 일본 지속가능성 배당수익률 포커스 지수는 ESG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고수익, 

적격 배당 지급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규칙에 기반한 자동화된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지수 구성종목은 모닝스타의 경제적 및 정량적 해자 등급으로 나타나는 우수한 품질

과 재무 건전성 및 높은 모닝스타 지속가능성 등급에 기반한 ESG 친화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최요한  Global X Japan 상품 솔루션 책임자 

“모닝스타 일본 지속가능성 배당수익률 포커스 지수는 특히 일본 주식에 대한 기존 투자를 늘리거나 

신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상당히 의미 있고 인상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Global X Japan은 

올해 3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했고, 이내 이 지수가 배당, ESG, 퀄리티와 같은 다양한 시장

의 투자를 아우르며 투자자에게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희는 하나의 지수가 여러 측면을 가지는 것이 전체 시장 대비 안정적이고 뛰어난 성과를 낼 가능성을 

높힌다고 믿습니다.” 

 

Morningstar, Inc.는 Global X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Global X의 상품을 모닝스타가 후원, 보증, 판매 또는 

홍보하지 않으며, 모닝스타는 Global X의 상품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알렉스 브라이언(Alex Bryan)과의 대화를 원하시면 tim.benedict@morningstar.com 또는 (203) 339-1912번

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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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모닝스타는 1933년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라 ‘전문가’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닝스타는 정보, 데이터, 분석, 의견 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된 거래 의사결정,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정 유가증권이나 기타 투자 옵션에 대한 언급은 그 특정 투자 대상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한 제안(증권거래법상 정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재무 상태, 투자 목표, 리스크 프로필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가 본인에

게 적합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에는 항상 자신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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