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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주
요 원인 물질로 평가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
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2015년이 환경규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과 경제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도 지금까
지는 가격이나 차별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도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러한 기업들의 환
경경영의 타당성은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을 통해 입증 되어왔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 적
용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
가스 배출량을 환경성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해외 연구
들은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여 왔고,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두 성과 간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도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가 갖
는 학술적 의미는 기업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두 성과 간의 원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이다. Granger 인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의 부호와 크기를 추
정하였다. 패널자료 회귀분석의 장점과 산업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모
형에서 기업 개체별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학술적 의미라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1년의 시간지연을 두고 Granger 관점에서 환경성과가 재무성
과의 원인관계라는 것이 검정되었다. 역방향의 인과관계와 피드백관계(쌍
방향)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에 수
행된 해외 연구사례와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 검정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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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패널자료 회귀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오염집약산업의 환경성과 
변수가 재무성과 변수에 미치는 결정요인이 그 외의 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결정요인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온실가스배출량, Granger 인과관계, 패널자료 회귀분석, 
환경성과, 재무성과
학  번: 2013-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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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주
요 원인 물질로 평가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
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2015년이 환경규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과 경제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주된 근거
는 기업의 시장경쟁력 약화에 있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성과를 높이기 위
한 기업의 노력이 생산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전통적인 사
고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온실
가스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출권거
래제 시행 후 탄소가격이 형성되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결정 요인으
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크게 작용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도 
지금까지는 가격이나 차별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는 온실가
스 감축도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업
들의 환경경영의 타당성은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성과와 재무성
과 간의 관련성을 통해 입증 되어왔다.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 연구는 오래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King et al., 
2005; Horvathova, 2010; Dixon=Fowler et al., 2013). 첫 번째 문제가 
두 성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 전통적인 연구흐름이었다면, 최근 들어 재무성과가 환경성
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역방향성 인과관계와 양자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쌍방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두 성과 간 인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회귀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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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수간의 시차변동(time-lag)에 따라 변화하는 추정계수를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검정하거나, 재무성과가 종속변수인 모형과 환경성과가 종속변
수가 되는 모형 간의 유의성을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사례에서 시도된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두 변수 간 인과성에 대
한 명확한 해답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두 변수 간 피드백
(Feedback) 효과나 상호작용이 있고, 어떤 한 변수가 외생적(exogenous)
변수인지 회귀분석 모형으로는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불일치하였던 주요 원인은 기업의 환경성과를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홍종호 안일환, 
2007). 선행연구에서 환경성과 척도로 환경사고 적발건수나 친환경기업 
인증여부와 같은 단편적인 지표를 사용하거나, 비영리단체(NGO)에서 발표
한 이차 가공된 지표를 주로 사용해 왔다는 점도 실증분석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표의 대부분이 환경성과를 평가하
기 위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다는 차원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성과 대리변수로 사용하
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기업별 환경성
과와 재무성과를 패널자료로 구축한 후 Granger1) 인과관계
(Granger-Causality) 검정을 통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
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를 기초로 설
정한 패널자료 회귀모형을 분석하여 두 성과 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범위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중 상장 기업이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 업체 선정기준이 도입년도인 2007년부터 2014

1) Granger(1963)는 시계열 자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의 개념을 정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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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에 포
함되는 업체들에 변동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총 7년 동안 모두 포함된 기업을 기준
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앞서 밝힌 바대로 목표관리제 도입년도인 2007년
부터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2013년까지이다. 이는 계측과 검증이 체계
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기가 분석대상 기간
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 3 절 연구방법
  
  이 논문은 대표적인 정량자료 유형 중 하나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
리나라 상장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작을 각각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설명 변수를 종합하여 준용한다. 
  논문의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재무성과와 환경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한다. 지금까지 본 주제와 관련한 많은 연
구에서 도출된 서로 다른 결과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요인이 무엇인지 구
분해 본다. 두 번째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 영향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량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
게 두 가지의 계량분석모형이 필요하다. 하나는 Granger 인과검정을 위한 
패널벡터자기회귀모형과 다른 하나는 결정요인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이 때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첫 
번째 단계에서 검토한 이론을 잘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구축한 모형에 포함할 자료를 수집하고 알맞은 형태로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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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에서 도출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추정을 시도한다. 분석모형의 추
정계수를 분석하여 설정한 연구모델이 기업의 두 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미처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패널자료 회귀분석모형의 가설검정을 통해 두 성과 간
의 관련성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
성과와 재무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소개한다. 제 3 장에
서는 수집된 자료와 실증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한다. 제 
4 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관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
과를 제시한다. 제 5 장은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해석을 기술한다. 제 
6 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간의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구분된
다(Endrikat et al., 2014). 첫 번째 주제는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부정
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두 번째 주제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위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기업의 재무와 환경의 관
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제1절) 환
경성과가 재무성과에 음 또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 (제2절) 반대로 재무성
과가 환경성과에 음 또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 (제3절) 양자 사이에는 선
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호혜적 인과관계가 있
다. 제 2 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가설을 기준으로 주
요 이론을 구분하고 환경성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재무성과와의 관계
를 가지는지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본 장의 제 4 절은 국
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데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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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순방향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환경성과 → 재무성과)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Levitt(1958)과  Friedman(1970)을 비롯한 신고전파(Neo-classical) 학자
들은 환경규제에 의한 환경적인 노력이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킨
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양자 사이에 경제적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
하기 때문에 기업이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개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무성과를 초과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기업
의 환경적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한계이익을 감소시켜 이윤극대화
를 어렵게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King and Lenox, 2002).
  그러나 Poter(1991)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쌍방에 이로운 상황(win-win)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신고전주의의 
주장을 반박한다. 또한 Poter and van der Linde(1995)는 적절하게 설
정된 환경규제는 혁신을 유발하며, 이러한 혁신은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상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사회효과가설(social impact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사회효과가설은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에 입각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재
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높아진 환경성과는 생산과정의 개선된 효율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명성지수가 높아지고 이는 판매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역방향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재무성과 → 환경성과)

  여유자원가설(slack resources hypothesis)이 두 성과 간 역방향 인과
관계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Waddock and Graves, 
1997). 기업이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을 다하고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원의 여유가 필요하며 이윤의 크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 6 -

다시 말해, 기업의 여유자본이 충분할 때 쿠션효과로 인해 환경성과를 위
한 투자여력이 커지고, 이는 높은 환경성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Bourgeois, 1981).
  한편, 여유자원가설은 재무성과가 곧 여유자원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가
정을 전제하고 있다(Peterson and O'Bannon, 1997; Schreck, 2011). 
여유자본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여유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것도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
나 기업의 높은 재무성과가 반드시 조직의 높은 여유자원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 3 절 쌍방향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기업의 자원의 여유가 있어 환경문
제에 관한 책임을 다하면 높은 환경성과를 달성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이
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재
무업적을 높인다는 것이다(Makni et al., 2009; Orlitzky, 2008). 또한 양
자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두 가지 성과의 호순환이 생긴다는 설명
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은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이 역 
U자 형태를 취한다는 제3의 접근방식에 도전을 받고 있다(Lankoski, 
2000; Wagner, 2001). 이 새로운 관점은 경제적 이득이 극대화되는 지점
까지는 환경성과의 수준을 높일수록 재무성과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순방
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에 부합된다.

제 4 절 국내연구 검토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노상환(2004)은 친환경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과 기업의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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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경영이 초래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
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통적인 가설이 충족되진 않았다. 
그러나 비친환경기업을 고려하지 않았고 환경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이 취약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박헌준, 이종건(2002)에서는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유의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에 홍종호, 황진수(2005)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수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성과 및 사회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기업의 환경성과
를 평가하는 지표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하여 평가척도의 신뢰성이 부족
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홍종호, 안일환(2007)에서는 기업의 환경성과 지표를 친환경성과와 반환
경성과로 구분하고, 성과지표로 ISO14000 인증여부와 환경법규 위반 기업
별건수(MVR)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 성과가 대체적으로 양(+)
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확보한 자료
가 이전 연구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점이다.
  육근효(2010, 2013)는 개별기업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보정
하여 만든 탄소생산성이라는 변수와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시도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의 시차변동을 통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발
적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부터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업의 성과들을 패널자료로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횡단면자료
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하였음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 기업의 고유한 특성이 횡단면 분석에서는 고려되
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학술적 의미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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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량분석모형

  이번 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한 계량분석모형과 분석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설계한 계량분석모형
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간의 인과성을 검정
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검정되어진 인과관계를 기초로 
양자 간의 영향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인과성 
검정모형에서는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변수만 사용하고, 회귀분석 모형에서
는 설명변수에 기업의 환경성과 변수와 함께 재무성과를 결정하는 다른 
주요 요인들도 포함함으로써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간의 관계의 정도를 추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종합되어 있
는 기업의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 4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연구 자료와 수집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2절) 양자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준용한 Granger 인과분석법에 대
해 기술한 후, (제3절) 양자 간 음 또는 양의 부호와 영향의 크기를 가늠
하기 위해 설정 한 패널자료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
한다.

제 1 절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간의 인과성과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
해서 기업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에 이르는 연 단위 재무성과 및 경제
성과 자료와 환경성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경성과 자료는 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명세서 배출량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7개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업만을 1차 표본 집단으로 정하였다.2) 이렇게 1차 
수집된 444개 업체들 중 사업장 기준으로 포함된 기업은 자료가 내포하는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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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포함개수 업종구분 포함개수

건물 1 식료품제조업 9
교통 2 요업 1
기계 3 음료제조업 2

반도체디스플레이 15 자동차 3
발전에너지 2 정유 1
비철금속 4 제지목재 15
석유화학 22 조선 4

섬유 2 철강 14

시멘트 5 통신 2

표 1 업종별 포함되는 업체 수

대표성이 낮고, 기업들 간에 성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표본 기업 중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할 수 있는 상장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재무성과 및 경제성과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자산회전율과 같은 일부 자료는 민간 
투자분석기관을 통해 입수하였다.3) 앞서 언급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표본은 107개 상장기업의 7개년 자료이다. <표 1>에서는 업종 별
로 포함 되는 분석대상 기업의 수를 제시하였다. 

  1. 재무성과 변수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성과는 기업의 수
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등의 회계지표와 더불어 시

3) 기업의 경제성과와 관련된 일부 자료는 대신증권(주) 이대상 선임연구원을 통해 수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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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가변수로서 토빈-Q에 대한 대리변수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두 지표
가 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OA와 같은 회계지표
는 객관적이나 근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성과지표이다. 토빈-Q는 기업의 무
형자산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출하는 계산과정이 
연구자마다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다(육근효, 2011). 이번 연구에서는 변수
선택에 있어 객관성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대표적인 회계기준지표인 기업
의 ROA(총자산순이익률)를 재무성과로 사용한다. 

  2. 환경성과 변수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결과가 상충적인 것은 환경성과 변수사용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Konar and Cohen, 2001; King and 
Lenox, 2002). 따라서 환경성과 변수선정 근거는 두 성과 간 관련성 분석
에 있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과를 환경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의를 준용하고자 
한다. ISO14001과 ISO14004에 따르면 환경성과는 “기업의 환경경영시스
템에 따른 계측 가능한 결과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환경관리능
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4) 따
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성과를 계측할 수 있는 오염부하물질 중 온실
가스 배출량을 선택하여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 종류의 배출가스를 CO2로 환산하여 표시한 지
표이다.5) 이는 특정산업이나 기업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의 다수의 기업
들의 환경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판단된다. 가령, 대기 오염물
질이나 수질 오염물질의 경우 업종 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의 차이
가 크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보
다 적합한 대리변수로 여겨진다(Wagner,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

4) ISO14001 가이드라인에 기업의 환경성과 오염물질로 CO2, NOx, SOx가 사례로 기재
되어 있다.

5) 온실가스는 교통의정서에 의해 총 6개 종류로 분류된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불화탄소(HFCs), 육불화항(SF6)이 여기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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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을 업종 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성과 변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 산업의 
환경성과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6)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성과 변수로 채택한 선행연구(육근효, 2010)는 
일부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7) 이에 본 연구는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성과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앞선 연구들
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3. 회귀모형에 들어가는 통제변수

  환경성과 이외에 기업의 재무성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회귀모
형의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회귀분석의 특성상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설명
변수를 제외한 다른 통제변수 선정에 따라 연구 모형의 정교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수행된 메타분석의 결과를 기
준으로 주요 선행연구의 통제변수 선정을 따른다(Konar and Cohen, 
2001; Dixon-Fowler et al., 2013; Horvathova, 2010; Wagner, 2005). 
  분석모형에 사용된 경제통제변수는 자산회전률(The asset turnover 
ratio), 부채비율(Leverage), 그리고 매출액증가율(Growth ratio)이다. 자
산회전률은 기업의 자본집약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한다(Hart and Ahuja, 1996; Schaltegger and Figge, 1998). 자산
회전률은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기업마다 차이가 나는 
자본구조를 분석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정된 변수가 부채비율이다. 매

6) 물론 온실가스배출량도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온실가스배출량이 다른 오염물
질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배출량 차이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업종의 환경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분석과정에 업종별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
의는 패널 회귀분석의 특성과 산업더미 변수를 투입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7) 육근효(2010)는 기업들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근거로 탄소생산성를 생성하여 환경성과 
변수로 설정하고, 육근효(2013)는 기업의 환경투자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
산화탄소배출량 감소를 환경성과 변수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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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수 자료설명 자료형태

재무성과 ROA
총자산대비수익률, 
세금부과이전수익/총자산*100

연속(%)

환경성과 lnEmiss
매출액대비온실가스배출, 
log 온실가스 배출량/매출액

연속(ln_ 
tCO2eq/
백만원)

통제변수 Leverage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100 연속(%)

Cap_I
자산회전률, 매출액/총자산*100 
(자본집약도의 역수)

연속(%)

표 2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변수 

출액증가율은 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
라고 판단되어 모형에 투입한다.
  규모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기업 종업원 수의 자연대수
이다. 종업원 수가 선정된 것은 종업원이 많으면 통상 기업규모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환경성과를 위한 투자여력도 많으며 환경부하를 많이 발생
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석모형에서 규모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종업원 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것은 변수의 잠재적 비선형성을 반
영하고, 다른 변수들의 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
을 회귀분석 모형에서 반영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업종별 오염집약도를 구분할 수 있는 산업더미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고자 한다. Mani and Wheeler(1998)는 SIC코드 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한계저감비용을 산정하여 오염집약산
업을 구분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오염집약산업과 그 외의 
산업으로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사용할 
모든 변수들을 <표 2>에 정리하였다.

8) Mani and Wheeler(1998)의 업종 별 한계저감비용 산정 결과는 부록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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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매출액증가율, t기매출액/t-1기매출액
*100

연속(%)

lnSize 종업원수, log 종업원수
연속
(ln_명)

기타 Industry 오염집약산업: 1, 그 외의산업: 0 더미(0,1)

제 2 절 Granger 인과관계 검정 모형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변수 간의 관계가 음인지 양인지에 대한 구분은 
회귀분석을 통해 가능하지만, 두 변수 간 피드백(feedback) 효과나 상호
작용이 있는지, 어떤 한 변수가 외생적(exogenous) 변수인지는 패널 회귀
분석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성과 변수를 대
칭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패널 벡터자기휘귀(Panal Vector Auto 
Regression: PVAR) 모형을 추가로 설정한다. PVAR 모형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선행적으로 각 변수의 단위근(Unit Root) 여부가 판명되어야 한
다.9) 왜냐하면 두 변수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각각의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면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변수를 
차분하여 PVAR 모형을 설계하거나 오차수정항이 포함된 패널벡터오차수
정모형(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PVECM)을 선택하여 분
석한다(Granger, 1988). 
  각 회사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시계열 자료의 관측치가 7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신뢰성과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 이에 회사 간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

9)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Stationary)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다. 안정적이지 못한 시계열 자료가 회귀모형으로 사용될 경우 실제 어떠한 관계가 존
재하지 않더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구적으로 보여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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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귀무가설( ) 대립가설( )  

LLC 공통 단위근 존재 공통 단위근 부재

   < 0.05IPS
단위근 존재

;불안정적 자료
 단위근 부재

; 안정적인 자료
ADF-Ficher

HT

표 3 단위근 검정방법

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패널자료 분석을 할 경우 개별기업들의 이질
성이 고려된다는 장점이 있다(Chamberlain, 1983).10) 분석모형은 단위근
과 공적분 검정결과에 따라 패널 벡터자기회귀(PVAR)와 패널 벡터오차수
정모형(PVECM) 중 하나를 선택 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Panel Unit Root test)은 ADP로 대표되는 개별적 단
위근검정법에서 시계열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Levin et al.(2002, LLC)과 Im et al.(2003, IPS)은 LLC와 
IPS 검정법을 고안하여 패널 단위검정법의 검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
다. 이는 일반적인 개별 ADF 검정(Augmented Dickey-Fulle test)에 비
하여 검정력이 높다. 또한 IPS는 LLC에 비하여 자료에 대한 개별적인 이
질성을 고려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선호된다(Anderson et al., 2006). 분
석에서 사용된 단위근 검정방법은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귀무가
설은 모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패널자료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과하고 변수 간 관계에 대
한 최적시차를 선정(lag-selection)하면, 식 (1)과 같은 이변량 패널 VAR 
모형 구축이 가능해진다.11) 각 패널개체(분석대상 기업) 는 동일한 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10) Chamberlain(1983)에 따르면 VAR 모형에서 그룹 이질성을 포함하면 시계열의 안정
성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11) 최적시차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4 장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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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ϵ 모든 에대해
 ϵ 모든 에대해

    식 (1)

              
  식 (1)에서 는 개체별 이질성(group heterogeneity)을 나타내고 와 
는 시간 이질성(time heterogeneity)을 포함한다. 개체별 이질성을 포함
하면 각 패널개체가 같은 과정을 따른다는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고 볼 수 있다(Arellano and Bover, 1995). 그러나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에서 를 직접 추정해야할 모수로 간주하면 일
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또한 패널자료 고정효과 모형과 유사하게 과거
값의 평균을 차분하는 within 변환을 통해 를 제거하고 모수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내생변수의 과거값을 포함하고 있어 도구변수 추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민인식 최필선, 2014).
  Arellano and Bover(1995)는 일반적인 평균차분(mean-difference) 대
신 전진 평균차분(forward mean-difference)을 적용하여 식 (1)에서 개
체별 이질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은 전진 평균차분을 Helmert 과정이라고
도 부른다. Helmert 과정은 시점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시점 값들의 
평균을 빼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Helmert 변환 변수와 내생변수의 과거값들이 서로 독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도구변수 추정이 가능해 진다.12) 두 변수 간 최적시차를 p로 두고 
식 (1)을 Helmert 변환시킨 패널 VAR 모형은 식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ϵ
 

 




 



ϵ

        식 (2)      

                         
  식 (2)에서  는 인과관계 분석에 사용되는 환경성과 변수와 재무성과 

12) Helmert 변환과정과 도구변수 추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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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만큼의 시차를 가지고 차분된 변수가 내생적으
로 패널 VAR모형에 투입된다. 다시 말해,  ≠ 일 때   가  에 대
한 외생적 변수이며,  ≠ 일 때 반대로  가  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한다. 두 계수 모두 0이 아닐 때는 변수 간의 피드백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Granger, 1969).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위한 가설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원인변수가 아니다” (    또는   )이며, 대립가설은 
“원인변수이다” (   ≠또는  ≠)로 한다. 이때의 가설검정의 여부
를 판명하기 위해서 F 검정을 실시하게 되며,      가 기각될 경우 
는 의 원인관계가 있으며,      가 기각될 경우 는 의 원인관
계가 된다. 만약 모두 기각된다면 서로 쌍방 인과관계(feedback)가 존재
하며, 모두 채택되었다면 상호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인과관
계를 결정짓는 F 검정은 다음 식 (3)과 같다.

   

                        식 (3)       

  : 제약된 모형에서의 잔차항의 제곱항
 : 제약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잔차항의 제곱합

 : 총 관측치 개수,  : 설명변수 개수,  : 제약조건에 부과된 회귀계수의 수

제 3 절 패널자료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의 주요 관찰 변수인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간에 어떤 변수가 원
인관계가 있는지를 Granger 인과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회귀분석
을 통해 인과관계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따라 종
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바뀌거나 모형이 수정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가지는 패널 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한다.
  우선 패널자료 구조를 무시하고 OLS 방법을 통해 통합자료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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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d Data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단, 통합자료 회귀분석
을 위해서는           or 

  라는 가정이 필요하다.13)

                     식 (4)

  식 (4)에서  는 개체, 즉 연구 대상인 개별 회사를 나타내고  는 연구 
자료가 수집된 기간이다. 다시 말해 위 수식에서 종속변수인    는  기
업의  년도 재무성과가 된다.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time-variant) 
설명변수로 작용하고,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변
수를 나타낸다.
  한편, 패널데이터 구조를 무시하고 OLS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추정과정
에서 발생하는 회귀계수추정치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DiNardo, 
1997). 이는 OLS가 비록 효율적인 추정치(efficient estimate)를 도출한다
고 하더라도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편차가 과소평가되어 전체 모형
의 유의수준이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높다(Wagner, 2005). 이러한 OLS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한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ooled model과 함께 고
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활용하여 모수
를 추정한다. 

                           식 (5)

  식 (5)에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별 특성을 나타낸다. 고
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은 잔차항에 남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time-invariant) 특성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일 때 고정효과를 사용하고, 반대의 경우인 
      일 때는 확률효과를 통해 일치추정량을 도출한다. 

13) Pooled model 모형의 잔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이 전제한다. 
즉, 관측치 끼리의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을 가정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OLS 
회귀방법이 효율적인 추정치(efficient estimator)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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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체별 특성을 모
형에서 제외하고 일치추정량을 도출한다. 다시 말해 패널 개체들, 여기서
는 기업별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패널 모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예를 들어,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기업의 종업원 수, 부채비율 등이 모형
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형에서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각 기업의 이질적 특성이 두 성과 간 관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개체의 특성이 회귀모형에서 고려되지 
않는 다면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수 추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별 이질성을 모형에서 반영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확률효과와 
고정효과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모형설정의 오류를 낮추고 효율적
인 추정치를 도출하는데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Hausman 검정을 통
해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한다.
  통합자료 회귀분석(Pooled Data Regression Analysis)에서 기업별 이
질성(group heterogeneity)을 반영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에 대한 문제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 환경성과에 대한 업종 별 특수성은 더미변수를 통
해 통제가 가능하다. 즉, 오염집약산업과 그 외의 산업을 구분하여 업종 
별 특성이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간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회귀분석 모형을 더미변수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회귀분석 모형 (1): 
 ln 

   ln 

  회귀분석 모형 (1)은 오염집약산업에 포함되는 기업과 그 외의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상수(intercept)형태로 설정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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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회귀분석모형이다. 이는 업종 별 특수성을 모형에서 통제하고, 귀무

가설   에 대한 기각여부와 추정계수 의 부호를 통해 오염집약산업 

포함여부에 따른 기업의 두 성과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가
늠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이다.

  ○ 회귀분석 모형 (2):

 ln 

   ln 

  회귀분석 모형 (2)는 추세(trend)형태의 더미변수를 통해 오염집약산업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이다. 

또한 이 모형은 추정계수 가 유의할 경우 오염집약산업에 포함 된 기업

의 두 성과 간 변화율을 도출할 수 있다.14)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인과관계 분석 결과

  1. 패널 단위근 검정

  일반적인 시계열 자료 분석에 있어 자료가 안정적(stationary)이지 않을 
경우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서
로 연관이 없는 자료들로부터 유의한 분석결과를 얻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시계열과 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패널 분석에 있어 우선적
으로 분석 대상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14) D=1 일 때 



 로 계산 가능해지며, D=0 일 때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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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단위근검정은 ADF 검정 방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는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ADF 검정을 포함한 4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종류의 단위근 검정에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각 변수에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공통 단위근 
과정을 가정한 

검정
개별 단위근 과정을 가정한 검정

변수 LLC
 : 단위근 존재

IPS
: 단위근 존재

ADF-Fisher
 : 단위근존재

HT
 : 단위근존재

ROA -28.4165
(0.0000)***

-11.8161
(0.0030)**

942.3471
(0.0009)***

-14.2902
(0.0000)***

lnEmis -10.0052
(0.0000)***

-25.3001
(0.0000)***

581.6122
 (0.0000)***

-5.4102
(0.0000)***

표 4 단위근 검정 결과

 주: 1) ***,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을 나타낸다.
     2) 괄호안의 수치는 한계유의수준(p-values)을 표시한다.
     3) 음영칸은 해당정보 기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패널 단위근 검정 통계량 계산에는 로그 수준(log level)변수에 대한 LLC
        IPS, ADF-Fisher, HT 검정은 개별 절편(individual intercept)을 포함한다.

  2. 최적시차 선정(Lag-selection)

  패널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판정 후 PVAR(p)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수(p)를 결정해야 한다. 선정기준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a), HQIC(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a) 기준 중 SIC를 기준으로 시차를 선정하였다.15) 이
는 SIC가 AIC를 보완한 시차선정 기준이기 때문이다. 세 종류의 선정기준
에 따른 시차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15) 최근 연구에서는 AIC를 보완한 개념인 SIC를 시차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IC를 그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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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AIC SIC HQIC

lag 1 7.37172 7.44222 7.39987

lag 2 7.38123 7.49872 7.42814

lag 3 7.31019 7.47468 7.37587

lag 4 7.31009 7.52158 7.39453

주 1) 음영칸은 해당 정보기준이 최저값을 나타내는 lag임.
   2)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IC: 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표 5 시차분석 결과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 패널 VAR 모형 시차분석 결과, SIC는 
lag 1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그 이후 시차부터 상승추세를 보
였다. AIC 기준에는 lag 4일 때 최소값을 보였으며, HQIC는 lag 3에서 
최적시차를 결정하였다. AIC, SIC, HQIC가 모두 다른 lag를 선택하고 있
지만 SIC 기준에 따라 lag 1을 최적시차로 선정하였다. 

  3.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

  두 변수 모두 단위근 검정을 통과하여 패널 VAR 모형 구축을 통한 인
과성 분석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개체 단위 별 시계
열 자료가 안정적(Stationary)이라는 것은 자귀회귀모형(         )
을 기초로 하는 인과분석 모형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다.16) 
  다음으로 패널 VAR 모형 시차 분석을 통하여, Granger 인과관계의 근
간인 패널 VAR 모형의 차수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설정 된 패널 VAR 모
형을 바탕으로 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는 <표 6>에서 제시하였다. 

16) 단위근을 가진 다는 사실은           에서 β=1 이다. 반대로 특성근이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은 β≠1 라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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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er 관점에서 인과관계 p-value

환경성과 ⇒ 재무성과  0.0216**

재무성과 ⇒ 환경성과 0.1812

표 6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주 1):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임.
   2): 시차(Lag)는 SIC(Schwarz Information Crieterion) 기준으로 1임.

  실시한 인과검정의 귀무가설 (1) 은 “기업의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의 원
인관계가 아니다”이며, 반대로 대립가설은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관
계이다”가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두 성과 간의 역방향의 인과관계를 검정
하기 위한 귀무가설 (2)는 “기업의 재무성과가 환경성과의 원인관계가 아
니다”이며, 마찬가지로 대립가설은 “재무성과가 환경성과의 원인관계이
다.”의 내용이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두 성과 간의 순방향 또는 역방향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또한 두 가설 
모두 기각되거나 기각되지 않는 경우, 두 성과 간 피드백 인과관계이거나 
서로 독립적인 성과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귀무가설 (1):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관계가 아니다
  ○ 귀무가설 (2): 재무성과가 환경성과의 원인관계가 아니다

  전체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를 분석
하였을 때, 귀무가설 (1)이 약 95% 수준에서 기각되어 대립가설이 채택되
었고, 귀무가설 (2)는 기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의 환경성
과가 재무성과의 원인관계라는 순방향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다. 재무성
과가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는 역방향 관계와 양자 간 피드백 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성은 귀무가설 (1)이 기각되어 환경
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관계라는 것이 추정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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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시간차와 무관하게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성과에서 재무성과 쪽으로 Granger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통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 네 가지 종류의 
인과관계 중 유일하게 순방향의 인과관계만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3 장에서 사전적으로 설정하였던 재무성과가 종속변수인 회귀분석 모형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본 절에서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환경성
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추정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변수들의 기초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관측치와 평균값을 차분하여, 
각 변수들의 시간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개별적인 시간에 따른 변동
을 살펴보았다.17) 그 결과 주요 설명변수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모
든 통제변수들에서 개체별 시간변동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
은 결과는 자료의 시계열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와 횡단면적 특성을 함께 
반영하는 패널분석이 두 성과 간 관련성 분석에 있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귀모형을 통해 기업의 두 성과 간 관련성의 부호와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회사 고유의 고정효과가 통제된 모형(고정효과·확률효과)과 그렇지 
않은 모형(Pooled model)을 함께 적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와의 관계는 업종이나 분야와 같은 시간불변요
소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의 통제가 어
려운 통합자료 회귀분석(Pooled Data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편의
를 가질 수 있다. 회사별 고유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Pooled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와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한 결

17)   
      에서, 좌변은 회사별 평균 배출량을 실제 회사별 배출량

에서 뺀 값이다.  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동분산적인 분포를 따른다는 조건하에, 좌변

의 값이 만약 0과 같다면 기업고유의 시간변동효과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으며 패널분석의

의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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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표7>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모형

종속변수(ROA)

Pooled model 확률효과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온실가스배출량 -.5669*** .2197 -.5807** .2823 -1.5923** .6419

부채비율 -.0130*** .0013 -.0111*** .0014 -.0084*** .0015

자산회전률 3.4423*** .6005 4.1097*** .7455 6.5865*** 1.2648

매출액증가율 .0003 .0006 .0007 .0006 .0012* .0006

회사규모 .0207 .1828 -.0727 .2464 -3.7623*** 1.1435

산업더미(상수) -1.3490** .5936 -1.5110* .8062 - -

상수 5.6481** 2.4173 5.5253* 3.1535 33.4659** 10.6793

관측치/업체수 749/107 749/107 749/107

R-squared .1987 .2010 .1253

표 7 회귀분석 모형 (1) 결과

  주 1):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을 나타낸다.
     2): Bald 로 표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세 모형에서 모두 동일한 부호(-)가 도출되었다. 다만, Pooled model의 
유의수준과 패널분석모형의 유의수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모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 기업이 매출액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이 많을수록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
다. 다시 말해,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수록 기업의 재무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Pooled OLS 의 분석결과를 고정효과 모형과 비교해 보면 추정계수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매출액증가율과 회사규모 변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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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패널분석 결과와는 반대의 부호를 나타내
고 있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의 F검정결과,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18) 이러한 분
석결과는 만약 회사별 고유효과가 모형에서 통제되지 않고 환경성과와 재
무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경우 ‘누락변수의 문제(ommitted variable 
problem)'로 인해 신뢰성이 낮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패널분석방법의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 판단할 때 직관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개별회사의 시간불변
(time-invariant)의 고유효과를 의미하는  에 대한 추론이다. 회사 개체
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라면, 잔차에서 분리된 오차항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대상은 모든 
기업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분이 아니라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대상 업체
에서 추출된 표본이기 때문에 오차항  를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모형의 결정계수()의 크기와 하우스만 검
정(Hausman test)을 이용하여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하우스만 검정은 두 모형의 선택을 가설검정 할 수 있다. 하
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고, 이러한 
내용은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에 따른 추정결과 차이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19) 이와 같은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하우스만  검
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P>0.0000)되어 추정결과에 모
형 간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20) 

18) F검정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든 에대해   이다.
19) 추정결과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면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하는 확률효과가 적합하

고, 반대의 경우에는 확률효과는 비연속적인 계수를 추정하고 고정효과는 연속적인 추
정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고정효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20) 패널분석에 있어서 개채별(회사)로 이질성이 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정된다. 이처럼 시간불변 설명변수를 제외하고 일치추정량을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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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설정된 회귀분석 모형 (2)에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더미변수를 Interaction Variable로 변
환시켜 사용하였다. 즉, 회귀모형에서 에너지집약산업의 환경성과 변수와 
그 외의 산업의 환경성과 변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추정계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 변수 x1: 오염집약산업에 포함 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변수 x2: 그 외의 산업에 포함 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

종속변수(ROA)

Pooled model 확률효과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오염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x1)

-.6115*** .2113 -.6629*** .2852 -.8548 1.0952

그 외의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x2)
-.3225 .2601 -.3477 .3513 -3.4235** .0015

부채비율 -0.0129*** .0012 -.0109*** .0013 -.0083***
자산회전률 3.4617*** .5989 4.1057*** .7767 6.2122*** 1.2727
매출액증가율 .0003 .0006 .0004 .0006 .0009 .0006
회사규모 .0638 .1811 -.0043 .2424 -5.1576*** 1.5316
상수 4.2064* 2.4763 3.9073 3.3553 44.5632 10.4848

관측치/업체수 749/107 749/107 749/107
R-squared .2006 .3882 .0022

표 8  회귀분석 모형 (2) 결과

  주 1):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을 나타낸다.
     2): Bald 로 표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패널분석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델은 기존 회귀모형에서 그룹별 평균으로 변환시킨 모형(within)을 차분하여 시간불
변 설명변수 자체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시간불변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이 불가능하다. 
확률효과 모형의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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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ed model과 확률효과에서는 유사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수
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설명변수에 대한 결정요인의 부호와 크기가 유
사하게 추정되었다. 특히, 오염집약산업 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x1)에 
대한 추정계수가  Pooled model과 확률효과에서 모두 동일한 부호(-)와 
유사한 유의수준이 도출되었지만, 그 외의 산업 내 온실가스 배출량(x2)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앞서 두 모형과의 분석결과와는 상
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환경성과 변수
에 대한 추정계수는 Pooled model과 확률효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앞서 두 모형에서는 변수 x1에 대한 추정계수가 유의하였고 변수 x2에 대
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반대로 변수 x2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였지만 변수 x1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추정계수가 도
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대표하는 결정계수()가 
Pooled model과 확률효과 모형의 결정계수 값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종류의 모형 중 Pooled model과 
확률효과 모형을 1차적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Pooled model과 확률효과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Breusch-Pegan 검정을 사용하였다(Breusch and Pagan, 1980).21) 
Breusch-Pagan 검정결과 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Pooled model 보다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9>에
서는 회귀분석 모형 (1)과 (2)에서 모형을 각각 선별하여 이를 종합한 분
석결과이다.

21) 개체별 고유효과  확률효과로 가정한 경우,    
  과 같이 귀무가

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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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모형 (1) 회귀분석 모형 (2)
선별된 모형 고정효과 선별된 모형 확률효과

종속변수(ROA) 회귀계수 표준오차 종속변수(ROA) 회귀계수 표준오차

온실가스 배출량 -1.5923** .6419

오염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x1)
-.6629*** .2852

그 외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x2)
-.3477 .3513

부채비율 -.0084*** .0015 부채비율 -.0109*** .0013
자산회전률 6.5865*** 1.2648 자산회전률 4.1057*** .7767

매출액증가율 .0012* .0006 매출액증가율 .0004 .0006
회사규모 -3.7623*** 1.1435 회사규모 -.0043 .2424

상수 33.4659*** 10.6793 상수 3.9073 3.3553
산업더미(상수) (omitted)

관측치/업체수 749/107 관측치/업체수 749/107

R-squared .1253 R-squared .3882

표 9 회귀분석 결과 종합

주 1):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을 나타낸다.
   2): Bald 로 표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라는 것을 나타낸다.

제 5 장 사후추정(Post-estimation)

  이번 장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 된 선행 이론을 바탕으로 제 4 장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사후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종류
의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인과관계 검정결과이고, 다른 하나
는 검정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본 장에서는 
분석결과의 흐름 및 구분과 동일하게 제 1 절에서 Granger 인과관계 검
정결과에 대해 해석하고, 제 2 절에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사후추정을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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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Granger 관점에서 인과관계 해석

  전체 107 개 상장기업들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 년 동안의 온
실가스 배출량과 ROA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Granger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반면에 기업의 재무성과가 환경성과에 명확한 원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두 성과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이거나 독
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환경규제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와는 반대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일정부분 
설명(대표)할 수 있거나, 상장기업들의 환경정보가 투자자나 소비자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oter 관점에서는 기업이 배출
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규제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추측이 가능하다.22)

  인과관계 검정 모형을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 선정한 두 성과 간 최적시
차는 1년으로 도출되었다.23) 다시 말해,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는 1년의 시차를 두고 가장 밀접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선정된 시차를 인과검정 결과에 적용하면 기업의 t년도 환경성
과의 개선 또는 악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t+1년도에 가장 크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기업의 환경적인 성과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데 필요한 최적의 시간
이 1년이라고 풀이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환경개선이 환경법규준수비용 
저감효과를 유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
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기업의 매출액 향상효과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적의 시간이 1년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Poter(1991)는 적절하게 설정 된 환경규제가 수반되어야 기업의 혁신 유발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 

23) 선정기준 AIC, SIC, HQIC 중 본 연구는 SIC 기준에 따라 최적시차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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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사후추정
 
  Granger 검정을 통해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면,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결정요인의 부호와 크기를 추정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적합도 판정에 따라 선별되어진 회귀분석 모형 (1)의 고정효과 모형과 회
귀분석 모형 (2)의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
다.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주요 설명
변수인 환경성과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의 부호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음(-)으로 도출되었다. 즉,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 모형 (1)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환경성과를 
나타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설명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가 도출되
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환경성과가 개선될
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증가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귀분석 모형 (2)의 추정결과에서는 오염집약산업과 그 외의 산업 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염집약산업에 포함 된 기업들의 환경성과에 대
한 추정계수는 유의하게 도출되었지만, 그 외의 산업 내 기업들의 환경성
과는 재무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염집약산업
이 아닌 경우, 환경개선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개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무성과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환경성과가 생산
과정에 개선된 효율성을 설명하기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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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107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주제에 대한 기
존의 해외 연구들은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여 왔고,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두 성과 간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도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미는 기업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두 성과 
간의 원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이다. Granger 인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의 
부호와 크기를 추정하였다. 패널자료 회귀분석의 장점과 산업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모형에서 기업 개체별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였다는 점
이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학술적 의미라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1년의 시간지연을 두고 Granger 관점에서 환경성과가 재무성
과의 원인관계라는 것이 검정되었다. 역방향의 인과관계와 피드백관계(쌍
방향)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에 수
행된 해외 연구사례와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 검정 후 수
행한 패널자료 회귀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오염집약산업의 환경성과 변
수가 재무성과 변수에 미치는 결정요인이 그 외의 산업의 환경성과 변수와 
재무성과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환경성과를 동일한 지표로 설명했다는 것이 문제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해외 연구와 같이 특정 업종에 부합하는 주요 오염물질
을 선정하고, 기업별 주요 오염배출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미시적이고 
엄밀한 실증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시계열 분석기법을 패널자료로 확장하여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
문에 패널자료가 포함하는 기업 수에 비해 시계열 수가 적다는 것도 본 연
구가 갖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24) 향후 환경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업별 시계열 자료의 확충을 통해 두 성과 간 인과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4) VAR 모형은 2개 이상 내생변수의 동적변화를 내생변수들의 과거값을 이용하여 추정
하는 접근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크기가 클수록 추정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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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발생 CO2

1 철강 철강 비철금속 철강

2 비철금속 비철금속 철강 비철금속

3 비금속광물 제지목재 화학 화학

4 기타석유석탄 기타제조업 피혁제조 석유정제

5 제지목재 화학 도자제조 비금속광물

6 석유정제 기타화학 금속제조 제지목재

7 화학 음료제조 고무제조 기타화학

8 기타화학 식품제조 전자 고무제조

9 목제생산 고무제조 기계 피혁제조

10 요업(유리제조) 석유정제 비금속광물 금속제조

부  록

부록 1: 산업더미 변수 분류기준(Mani and Wheel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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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대우조선해양 세방전지 태웅
KPX화인케미칼 대창 세아베스틸 풍국주정
KT 대한유화 세하 하이트진로
LG디스플레이 대한제강 송원산업 한국가스공사
LG이노텍 대한제당 시그네틱스 한국전력
LG전자 대한항공 신대양제지 한국주철관
LG화학 동국제강 쌍용양회 한국특수형강
OCI 동부제철 아세아제지 한솔아트원제지
POSCO 동부하이텍 아시아나항공 한솔제지
SKC 동양시멘트 엠에스씨 한솔케미칼
SK브로드밴드 동화기업 영풍 한솔홈데코
SK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영풍제지 한일시멘트
SK하이닉스 두산중공업 영화금속 한창제지
S-Oil 롯데쇼핑 오뚜기 한화케미칼
TCC동양 롯데제과 웅진에너지 현대미포조선
고려아연 롯데푸드 유니드 현대시멘트
금호석유 모나리자 유니온스틸 현대제철
금호타이어 무림페이퍼 이수페타시스 현대중공업
기아차 삼성SDI 이수화학 현대차
깨끗한나라 삼성전기 제일모직 현대하이스코
남해화학 삼성전자 조일알미늄 화승인더
넥센타이어 삼성중공업 종근당바이오 휴비스
농심 삼양제넥스 진로발효 휴스틸
대덕GDS 삼영전자 카프로
대림산업 삼영화학 코리아써키트
대림제지 삼원강재 코스모신소재
대상 선창산업 태경산업
대양제지 성신양회 태광산업

부록 2: 분석대상기업 목록(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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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Helmert 변환 과정

Helmert 변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ϵ ϵ  
          

       ϵ ϵ  

여기에서 다음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방정식에서          변수는 오차항과 상관관

계를 가진다. 따라서 도구변수 추정법이 필요하고 도구변수로서  , 즉 

내생변수 과거값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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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s:

Using GHG emissions as the proxy variable

Daesoo Kim
Environmental Management in Departments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under different

industries and with various measurements. However, the result and

causality are still controversial. In addition, several studies that

investigate Korea’s case show limits on measuring the proxy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usality between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s based on

Granger causality test by 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GHG emissions. Based on the result of Granger causality test, a

panel data regression model is built to overcome omitted variable bias

and control un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process of estimation.

The result shows that environmental performance causes financial

performance on Granger's view. However, the reverse case that

financial performance causes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not proved

from this study. Futhermore, the regression result shows GHG

emissions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negatively, indicat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s

is shown in case of Korea.

Keywords: GHG emissions, Granger causality test, Panel data

regression, Environment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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