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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비재무 정보 공시, 대화 가이드에 대한 日 연구회 논의사항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ESG･무형자산투자) 연구회를 통해 “가치
창조를 위한 통합적 공시･대화 지침 –ESG･비재무정보와 무형자산투자- (가치창조가이던스)
(안)(이하 지침)”를 공개하였으며, 연구회를 지속 개최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있음
○ 이 연구회는 2016.8.24. 처음 개최한 후로, 2017.10.13. 10차에 걸쳐 개최됨
○ 2016.5.25. 제9차 연구회에서 동 지침(안)을 공개하였으며, 2017.10.13. 제10차 연구회에서
이 지침 및 지침을 포함한 연구회 보고서(안)에 대해 논의
- 이 지침은 6가지의 프레임(가치관, 비즈니스모델, 지속가능성 및 성장성, 전략, 성과 및
중요 성과지표,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지침은 이러한 프레임에 의해 기업이 어떤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투자자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함16)
○ 이 지침은 ESG･비재무정보에 대한 기업의 공시･대화 가이드로, 지침에 대한 논의는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및 ESG 활성과 더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017.10.13. 제10차 연구회에서 논의된 지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17)
○ 현재까지의 활용에 대한 주요 논의
- 지침에 대한 기업의 관점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장 등 기업의 고위층만 대외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임
- 기업에서 비재무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침을 제시하여 교육이 가능하며,
애널리스트 및 IR강연회 등에서 활용 가능함
- 투자자가 기업에 어떤 정보를 기대하고 있는지 통합보고서 작성 담당자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음
○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의
- 2017년은 일본의 “ESG 원년”으로, 앞으로 점점 활성화될 것이며, 비재무정보의 공시･대화에
대한 이 지침이 기업에는 “ESG 경영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음
- 기업과의 대화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도 중요하며,
이러한 점의 논의가 추가로 필요함
- 기업 성과에 있어서 ESG요소의 중시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기업 고위층의 이해도는
높지만 직원의 이해도는 낮아, 지침을 통해 ESG와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의식을 높여야 함
- 자산 소유자는 ESG에 대한 가치판단이 요구되며, 자산운용사, 정보 중개자(신용평가사 등)
등은 ESG 중심의 운용성과 어필 등 ESG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16) 지침의 주요 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7, “日 경제산업성, “통합적 공개, 대화 지침 -ESG, 비재무정보 공개와 무형자산투자
촉진-” 발표”, 「CGS Report」 7권 8호, 22p 참조
17) 経済産業省, 2017, 「第 10 回 持続的成長に向けた長期投資（ESG･無形資産投資）研究会 議事概要」,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jizokuteki_esg/pdf/010_giji.pdf

CORPORATE GOVERNANCE SERVICE･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