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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가 중요시되고 있는 흐름

에서 ESG 중 환경적 요인(E)을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환경적 요인(E)이 단

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ESG등급이 공표

된 유가증권 상장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ESG등급 중 환경등급

(E)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간의 영향력 유무를 확인하였다.

기업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단기 성과의 변화는 해당 기업이 속

한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을 통해 확인하고, 중장기 기업

가치의 변화는 ESG등급이 공표(T0년)되기 전년도(T-1년)로부터

3년 후(T+2년) 토빈의 큐 값을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확인함으

로써 기업의 환경적 요인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기업성과에 얼

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ESG 등급 중 환경등급(E)이 높을수록 기업

의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은 낮은 편이고, 3년 후 기업의

토빈의 큐는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업은 단기

적이든 중장기적이든 환경등급(E)이 높다고 하더라도, 업종 평균보

다 주가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기업가치가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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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서비스 및 통신업종, 의약품

및 의료정밀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단기 초과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이 중 서비스 및 통신업종과

의약품 및 의료정밀업종의 경우 중장기 기업가치는 강한 정(+)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등급(E)이 단기/중

장기적으로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

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1)　ESG 종합등급 대신에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E등급을 사용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 2) 기업의 단기 성과와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동

시에 측정하면서, 환경적 요인(E등급)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기

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점, 3) 262개사가 속한 업종을 12개로 구

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ESG 종합등급과 개별 등급들이 종속

변수에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mediation effect) 등을 분석모형에

고려하는 확장연구 등을 향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를 통해 환경적 요인이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

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ESG 경영이나 투자 결정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즉, 기업 입

장에서는 막연히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과 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단기/중장기 경영전략, ESG 개별요인별 전

략 등이 수립·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ESG, 환경적 요인, 환경등급(E), 재무성과, 기업가치

학 번 : 2020-25572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0

제 1 절 환경규제와 포터 가설 ·········································· 10

제 2 절 기업의 가치 및 재무성과 ···································· 1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16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22

제 1 절 연구설계 ································································· 22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26

제 3 절 변수 설정 및 연구모형 ······································ 28

제 4 장 분석결과 ······················································· 44

제 1 절 분석대상 및 기술통계 ········································ 44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및 가설검정 ································ 58

제 5 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 66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 66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 67

제 3 절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 72

참고문헌 ········································································ 74

Abstract ········································································ 76



- iv -

표 목 차

[표 1] 전체 기업 대상 연도별 ESG등급 ································· 23

[표 2] 표본 기업 12개 업종별 분포 ·········································· 24

[표 3] 분석대상기업 중 연도별 환경(E)등급 기업수·················· 29

[표 4] ESG 등급공표일, 주가수익률산정기간, 토빈의큐적용시기·· 34

[표 5]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 39

[표 6] VIF 값을 이용한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 41

[표 7] 고유값과 상태지수를 이용한 다중공선성 진단 ········ 41

[표 8] 변수 총 정리 ······································································· 43

[표 9] 기술통계량(조정 전) ························································· 45

[표 10] 삼성전자 연도별 업종대비 초과수익률 ····················· 47

[표 11] 기술통계량(윈저화 및 로그화후) ································ 48

[표 12] 연도별 업종 평균 대비 초과수익률 ··························· 49

[표 13] 연도별 업종별 3년후 토빈의 큐 ·································· 54

[표 14] 회귀모형1에 대한 분석결과 ·········································· 59

[표 15] 회귀모형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60

[표 16] 회귀모형2에 대한 분석결과 ·········································· 63

[표 17] 회귀모형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64

[표 18] 가설 검증 결론 ································································· 66



- v -

그 림 목 차

[그림 1] 글로벌 리스크 순위 ······················································ 6

[그림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주요 평가항목 ······················· 8

[그림 3] 연구절차도 ······································································· 25

[그림 4] 연구모형 ··········································································· 35

[그림 5] 연도별환경(E)등급에따른업종대비초과수익률(조정前) ····· 46

[그림 6] 연도별환경(E)등급에따른업종대비초과수익률(윈저화後) ··· 53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기업의 가치(value)는 기본적으로 재무적 자산 가치(financial asset

value)와 비재무적 자산 가치(non-financial asset value)로 구분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에서 재무적 자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인데 반해, 비재무적 자산 가치의 비중은 나머지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투자/채권 발행/신용등급 산

정 등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가 필수적인데,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적 자산을 근거로 한 재무적 가치만을 중심으로 두

었다면,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영

활동을 강조하면서 점차적으로 비재무적 자산 부분이 가치평가에 포함되

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여기서 비재무적 자산에는 영업권이나 지식재

산권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은 당연히 포함되며, 그 외에 기

업 지배구조나 사회적 가치, 환경적 영향 요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

도 모두 포함된다.

전통적인 재무분석에서는 공장 설비/장치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상

품 판매,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 주로 유형자산이 중심이 되어 여

기서 창출되는 현금흐름 추정과 회계적 수익/비용 등을 토대로 기업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비상장기업의 경우 유동성 위

험 프리미엄(liquidity risk premium)이라든지, 신용위험 프리미엄(credit

risk premium) 등 회계/재무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

과 추정이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이 가치평가 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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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동종/유사 업종 또는 케이스와 비교

하여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확성이 낮은 편이며, 재무/회계적

추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의 내부적 지배구조나 환경적 개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등과 같은 변수들은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반영되기 힘들다. 이는

이러한 변수들이 전통적인 회계 시스템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정량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이슈

나 환경오염 피해 발생 복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지원 등과

같은 기업활동들이 점차적으로 기업의 브랜드나 평판 이미지에 현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고, 이는 결국 총체적인 기업가치 변화

를 야기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예

를 들어, 대형 유조선 사고 발생이나 비친환경적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

업은 관련 제품 불매운동 등이 발생하여 기업 매출에 직격탄을 날리고

이는 기업가치 손상에 직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들

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조정하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 또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

는 제대로 된 기업가치평가를 위해 비재무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환경으

로 바뀌는 추세이다. 비재무적 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 사회적 책

임, 기업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슈가 있으

며 이러한 ESG 요인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시장에서는 ESG 요인과 기업 성

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1970∼8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 2006년 UN이 주도해 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한 후 BP의 멕시

코만 기름유출 사건, 폭스바겐 배출량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됐다. 더군다나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기후변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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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지속되면서 ESG 요

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계 ESG 투자1) 규모

는 2012년 13조 달러 수준에서, 2018년 30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0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SG가 중장기적으로도 위험조정 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금융투자업계에 확산됨에 따라

재무적인 성과만을 따지던 과거와는 달리 ESG 투자 행태가 업계에 정

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ESG 요인이 기업의 성과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세계적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에서 개발한 ESG 지표(MSCI

ESG Index)가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투자자들은 ESG 투

자를 수행하거나 관련 펀드 운용시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SG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투자환경 조성이 선진국

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편이다. ESG에 대해 투자 관점에서 기초적 접근

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말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IMF 사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더불어 국가간 교역 등에 있어서도 환경규

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민주화 운

동 등을 거치면서 노동, 인권 등과 관련한 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들이 투자결정에 있어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로 발전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ESG 투자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 펀드 투자, 학문

1) ESG 투자란, ESG 요인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책임투자’ 또는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ocial / Sustainable Responsible Investment)로 불리는데, 투자방법

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의 ESG 평가결과 ESG 평가 점수 또는 등급이 낮

으면 이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트폴리오에서 구성 비중을 줄이는 식

(negative screening)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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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증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국민

연금기금(`19년말 기준 736조원)이 2020년초에 이르러서야 자사 기금운

용원칙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운용 방침을 명시함에 따라, 조

금 뒤늦게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불기 시

작했다. 물론, 이미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중 일부는 ESG와 관련된

ETF 상품 등을 출시하였고, 일부 대기업이나 대형 공기업에서 ESG 채

권 발행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으나, 국내 자산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

진 국민연금에서 공식적으로 ESG를 투자운용 원칙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업의 성과나 성공 척도의 하나로 ESG 요인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으며 ESG 요인의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이 증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투자의 주요 요인 또는 개별 요인이 기업의 가

치와 재무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실증적

으로 검토하는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ESG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요인 또는 사

회적 책임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최근 연구자료

는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ESG 요인의 개별 요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시장에서 ESG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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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ESG의 3가지 요인 중 환경적 요인(E)에 초점을 두어, 환경

적 요인이 기업의 재무성과나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SG

평가 중 환경적 요인(E) 등급 정보를 토대로 분석·검증하고자 한다.

환경적 요인(E)에 집중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2000년대부터 글로

벌 온난화나 미세먼지 이슈, 폐플라스틱 문제, 기름 유출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환경문제가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인지도와 환경의식이 높아지며 환경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더구나, 환경적 요

인은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주체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활동의

일종의 부산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인이자 비자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잘 통

제·관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포럼(2019)에 따르면,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주요

리스크는 대부분이 재무적 리스크였으나, 2019년에는 환경·사회 등 비재

무적 리스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재무적 이슈의 중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비재

무적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양한 비재무적

리스크들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의 내/외부 환

경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중요한 비재무적 리스크들을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졌다. 즉, 전사적 리스크의 적절한

배분과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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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리스크 순위

모건스탠리(2019)에 따르면, ESG 관리수준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비체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 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ESG 관리수준이 높은 기업은 위험

조정 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ESG가 잘 관리되는 기업은 리스크 관리 수준과 준법 준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횡령, 부패 등

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덜 높은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요인(G)은 이사회, 주주, 감사기구, 배당성향

등 기업활동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

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많

기 때문에, 지배구조 특성과 재무성과의 관계는 양(+)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및 이론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ESG 평가지표(세부지표 기준 E 12개,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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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G 19개)를 2015년부터 수립·운영하여 매년 2회 800여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6개 등급으로 평가해 왔는데, ESG 평가요인 중 지배구조(G)

지표에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요인(S)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 협력사 지원 등과 같이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부터 비롯되

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활동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

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경영자의 도덕적 의무감이나 이타

주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G)나 사회적 공헌활동(S)는 주로

기업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

업가치나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G나 S요인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 및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양(+)의 관계가

나올 것으로 예측 가능하고, 실제 관련 연구도 상당히 수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이자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적 요인(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환경적 요인(E)은 ESG 평가등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ESG 평

가등급은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측정하고 있다. 한국기업지

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평가를 실시해 왔으

며,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는 상장회사

가 현재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형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ISO 2600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제 및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개발된 것으로 신뢰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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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ESG 평가모형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개 분야 총 72가지

의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로 세부항목들을 평가하여 기

업의 ESG 수준을 7개로 등급화(S, A＋, A, B＋, B, C, D)하여 공표하고

있다. ESG 평가결과는 대분류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별 등급

이 별도로 산정되며 이를 자체 산정방식을 거쳐 종합등급이 매겨진다.

[그림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주요 평가항목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http://www.cgs.kr)

여기서 환경적 요인(E)은 다시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이해관계자 대응

과 관련된 환경전략(Environmental strategy)이라는 3개의 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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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환경경영은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경영 활동을

잘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

고, 환경성과는 이러한 경영시스템 하에서 작동되는 기업활동의 결과물

과 그와 관련한 부산물 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즉 실질적으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다. 이해관계자 대응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기업의 환경경영활동이나 환경성과에 대하여 얼마나 잘

소통하고 환류하는지 등을 포함한 전략적 측면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종합하자면, 환경적 요인(E)에 대한 평가결과는 기업의 포괄적인 친환경

경영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종합 점수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온실가스

나 폐기물 배출과 같이 기업의 환경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

분이 환경성과(Envirionmental Perfomance) 세부항목이다.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mance)는 특히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증감을 통해 간접

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E)이 기업가치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업종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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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환경규제와 포터 가설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환경규제의 강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원가

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주

장을 미국 하버드대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하였다.

포터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도 막대한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 점과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이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나 생산성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

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가설을 세웠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1970년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

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연비 등을 개선하는 데도 성공함으

로써 후일 무역마찰을 일으킬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는 반대로, 마찬가지 규제의 실시를 장기간 연기한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연비 등의 면에서도 크게 뒤져 1980년대에 미국 국내의 자동차시장을 일

본차에게 내놓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규제에 의해서 총수요가 증대하고, 혹은 그것을 계기로 산

업구조의 전환이 진전됨으로써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있지만, 이

것은 기술 수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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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기술수준 자체가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포터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신고전학파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의견이 보다 통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환경규제

와 같은 환경정책으로 생산비용이 상승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 조달을 위해 다른 수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궁극적으

로는 기업의 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정책

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환경정책이 규제비용의 상승을 야기하여 기업

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러한 이유로 생산, 고용 및 사회후생의 감소

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환경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양(+)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포터가설의 입장을 지지하면

서 이에 대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가장 최근의 환경적 요인 자료와 회계·

재무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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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업의 가치 및 재무성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산정하는 방법(valuation)은 다양하다. 크게 기업

의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절대적인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절대가치법과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상대가치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산가치 기반이자 기업의 절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순자산가치법(NAV; Net asset value method)이 있으며,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하면서 상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가순자산

비율(PBR; Price-to-Book value ratio)이 있다. 또한, 수익을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flow method)이 대표적이며, 수익 기반이면서 상대적인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가수익비율(PER; Price-to-Earnings ratio)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나 적정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이 창출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flow method)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계산의 복잡성,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어려움과 할인율 등의 주관성 등으로 인하여 어떠

한 input을 넣느냐에 따라 산정되는 기업가치의 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근 들어 국내외 많은 논문에서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토빈의 큐(Tobin’s Q)를 기업가치 산정에 사용하고자 한다. 토빈의 큐

(Tobin’s Q)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그 추정대체비

용으로 나눈 값으로 토빈의 큐 값이 클수록 투자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가총액에 부채가치를 추가하여 이를

기업의 장부 가치로 나눈 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연도인 t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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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하여 그 다음연도인 t＋1기, 2년 후인 t+2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토빈의 큐(Tobin’s Q)를 산출·분석한다.

기업의 재무성과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지표와 시

장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기업 경영의 핵심지표로서 수익성, 성장

성, 활동성, 안정성, 생산성으로 구분하는데, 수익성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성장성은 회사의 실적 또는 자산 등이 증

가한 정도를, 활동성은 기업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자산을 활용하였는가

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또한 안정성은 기업의 장/단기 지급능력과 재

무구조의 건전성을, 생산성은 기업활동의 효율성 및 생산요소의 기여도

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시장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지표 중 대표적인 것은 주가수익률이

다. 주가수익률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대적 주가수익률과 상대적 주가수익률로 구분된

다. 절대적 주가수익률(absolute expected return)은 단순 주가수익률이라

고도 하며 보통 측정하고자 하는 당기말 가격과 당기초 가격의 차이를

당기초 가격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주가수익률은 비교대상 대

비 주가수익률이 얼마나 초과했는지 미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

로 비교대상을 흔히 벤치마크(BM; Benchmark)라고 하며 BM 대비 초

과한 부분을 초과주가수익률(active return)이라 부른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주가수익률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

인 성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유가증권시장

(KOSPI)에 상장된 음식료 업종에 속한 A라는 기업의 지난 1년간의 주

가수익률(absolute return)이 15%라고 하자. 동 기간 KOSPI 지수는 5%

성장하는데 그쳤다면 A기업은 시장 대비 10%p를 초과하는 우수한 수익

률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OSPI 음식료업종의 동 기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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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25%였다면, A기업의 업종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

는 것이다. 벤치마크를 시장 전체로 보는지 또는 업종에 국한시켜 보는

지에 따라 A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잘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익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험

조정수익률은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수익률과 그 기업이 속한 업종

의 수익률간의 차이인 초과수익률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기업가치는 장기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

고 초과주가수익률은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

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기업은 영업활동의 주된 목적은 장기적인 성

장도 있겠지만, 당장 올해 길어야 내후년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가용현금이나 유보현금이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비 투자나 R&D 투자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만,

대다수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보현금이나 인적 자원 등이 부족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영업성과가 나와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단기

간의 영업성과 및 해당 기업의 단기간 기대감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모든

관련된 정보2)를 신속·정확하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약형 효율적 시장가

설(weak-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특정 이벤트나 정보 공개로 인한 단기간의 기업 성과를

확인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표는 해당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 볼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ESG)와 관련된 활동들은 모두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힘든 특성을 가

2) 여기서의 정보는 과거의 가격, 거래량과 같은 시장 정보(market information)

를 의미하며, 기업공시 등과 같은 공개정보나 뉴스, 내부정보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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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내 지배구조의 흐름과 변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경영활동과 공정 개선을 통해 친환경 기술개발, 친환경

제품 생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이해관계자 등

을 위한 지원, 메세나 활동 등을 통해 점진적인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추구한다. 따라서 기업의 ESG 활동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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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사회책임투자는 중장기적

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만큼 오히려 시장 평

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수익성과 함

께 사회책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 인해 수익 극대화

를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기회 실현이 제약되어 투자성과에 있어서 일반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명순, 김용(2015)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과지표인 ESG 통합

등급과 KEJI 통합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2011년도 상장기업 780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 분석한 결과, 전년도 CSR 활동이 당해연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냄을 밝혔다.

최은수(2014)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실증적으로 유용한 투

자방식으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익성 관점과 내용적 측면에서

확인 분석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의 KRX SRI 지

수와 국내에서 공모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펀드(설정액

300억 이상, 운용기간 1년 이상)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사회책임

투자펀드의 수익률이 KOSPI 시장수익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단기적(1년 이내)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일반 주식형펀드보

다 위험 고려 수익률인 샤프 지수가 더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트레이너

지수는 1년의 기간에서만 사회책임투자펀드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은 ESG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종목구성과 보유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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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군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을 밝

혔다.

장승욱, 김용현(2013)은 기업의 ESG 요소가 장기적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상장된 제조기업

중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등급(2011년 발표)이 높은 AA그룹 25개 기업

과 평가등급이 낮은 E그룹 37개 기업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ESG

등급이 높은 AA 기업군은 등급이 낮은 E 기업군에 비해 주식수익률이

대체로 우수하였고, 기업의 영업성과와 기업가치와 관련된 토빈큐는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좋으면 (나쁘면) 재무성

과가 좋다 (나쁘다)는 것으로, 기업은 ESG 요소를 적극적이고 전략적으

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수(2014)는 패널자료 시계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목표관

리제 대상에 적용되는 기업 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간 상장기

업 107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을 실

증 분석한 결과, 1년의 시간 지연을 두고 Granger 관점에서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의 원인관계라는 것을 검정하면서 모든 모형에서 환경성과가 재

무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헌준, 권인수, 신현한, 정지웅(2004)은 기업의 환경경영의 효과가 단

기보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

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1998년을 제외) 동안 경제정의

연구소(KEJI)에 의해 4년 연속 환경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장기간(4년)에 걸친 환경성과가 더 좋은 기

업들의 차기 재무성과는 더 좋게 나왔으며, 역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들이 차기 환경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업활동에 필요함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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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배성태, 최헌섭(2009)은 환경회계정보, 환경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위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동안, 경제

정의연구소(KEJI)에 의한 환경성과 평가 결과 상위 200대 기업에 5회

이상 속하는 기업 중 자료 누락 기업 등을 제외한 총 120개 기업을 대상

으로 3가지 주요 변수(환경성과, 재무성과, 환경공시수준)의 상호 관련성

에 대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을 적용한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성과와 재무성

과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상관관계는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을 자본시

장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동시에 환경성과가 환경공시

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점은 환경성과가 좋은 기업은

더 예측 가능하고 계량화된 환경오염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시할 것이라

는 자발적 공시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임을 보여주

었다.

김재경(2013)은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institutional commitments)과 환경경영 활동을 통해서 공해를 통제,

예방하여 오염 물질을 감축한 결과를 환경 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로 구분하여, 개념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표본기업들이 규범적인 환경 압력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친

환경 경영활동과 환경성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

규모는 친환경 경영활동과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수현, 김숙연(2018)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된 기업 중 경제

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좋은기업상 선정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하여 기

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

석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사회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는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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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6개의 하위성과로 구분하고 기업

가치와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전성과 사회공헌은 유의

한 양의 관련성,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 환경경영

과 직원만족은 양의 관련성을 보이나 크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을 보여주었다.

전정주(2012)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경제정의연구소

(KEJI)에 의해 환경성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제조업에 속한 기

업 59개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환경성과와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 분

석한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환경성과가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실증 결과가 제시되었다. 전년도의 환경성과와 기업가치는 부(-)

의 회귀계수(t값=-2.38)를 나타내어, 환경성과가 좋은 기업의 기업가치는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성과에 대한 투자비용이

환경성과의 실제적인 효익보다 커서 기업가치가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군 즉 적정 수준 이

상의 환경성과에의 투자를 실시한 기업군에서는 환경성과와 기업가치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임욱빈(201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Proxy)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환경(4가지 지수), 사회(10가지 지수), 지배구조(8가지

지수) 등급의 합산 전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변

수를 세분화하여 총 23개의 관심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세부적인 경영

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

등급(E)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사회등급(S), 지배구조등급(G)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ESG 합산 점수에서도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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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환경등급(E)을 제외하고 기업의 사회

적 활동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

임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과 기업 가치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존재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ESG 평가등급을 활

용하되 ESG 전체 등급과 기업 가치/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대부

분이며, ESG 개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최근 연구는 오상희, 이

승태(2019), 임욱빈(2019)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상희, 이승태

(2019)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어

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기업가치에 더 영향을 주는지 영향력만을 검증한

것이며, 임욱빈(2019)은 ESG 개별요인 각각을 보다 세분화하여 어떠한

세부항목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나 당

기 및 차기, 즉 2개년의 기업가치 변화만을 검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적 요인은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주체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부산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인이자 비자발적

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경이나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경영진의

자발성이 답보되고 기업가치 증대라는 목적성이 확실한 것과 달리, 환경

성 개선효과가 당장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더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포터가설과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환경성을 개선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지속적인 R&D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

에, 환경성 개선 효과는 1, 2년의 단기간이 아닌 3 내지 5년의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

이 기업가치 또는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간(1년 이내)으로 확인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간(3년)까지 확대하여 실증분석을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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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ESG 종합 등급만으로 분석하거

나 각각의 개별요인이더라도 전체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기존 연

구와 달리 환경적 요인만 집중을 하여, 업종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실증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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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인

중 환경적 요인이 기업의 가치 및 재무적 성과에 중장기적(3년 이상)으

로 또는 단기적(1년 이내)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확

인하기 위하여, 기업의 ESG 종합등급의 일부인 환경적 요인(E) 등급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둘 사이

의 관계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과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연구표본을 먼

저 선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로, 해당

연도의 ESG 등급에 포함된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지배구조 요인을

나타내는 개별 등급자료와 이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한 주가 등의 재무성과 자료를 사용한다.

기업의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 자료를 사용하고, 기업의 재무정보와 주가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과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하여

수집한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사용될 대상은 다음의 조

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로 표본을 구성한다.

첫째, 각 연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등급 중 E, S, G 개별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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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기업

둘째, 각 연도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셋째, 전자공시시스템에 연도별 재무자료들이 공시된 기업

2011년부터 2019년까지 ESG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 1,024개 중에서 i)

모든 연도(계속기업 가정)에, ii) ESG 등급과 E등급, S등급, G등급을 보유

(등급확보 가정)하고 있으며, iii)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각종 재무정보를

확인(재무자료 확보 가정)할 수 있는 기업은 262개사가 존재한다. 이 262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들로서 한국거래소 업종 분류

에 따라 12개 세부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 산업 부문 내에 속한 기업의

환경적 요인과 기업의 장/단기 성과와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정

한다.

[표 1] 전체 기업(1,024개사) 대상 연도별 ESG등급

ESG 등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비중(%)

A+ 11 6 6 2 1 8 5 8 7 54 0.8

A 39 37 33 43 27 33 38 41 50 341 5.2

B+ 58 79 90 88 77 106 115 100 140 853 13.0

B이하 419 539 561 559 588 563 574 577 678　 5,058 77.0

비어있음 136 45 31 49 261 4.0

총계 663 706 690 692 693 710 732 757 924 6,567 100

[표 1]의 전체 기업 1,024개사는 계속기업 가정 등을 거치지 않은 모

집단 자료로 전체 기업 중 6% 정도가 ESG등급 A이상을 받고, 13%는

B+ 등급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B+ 이상의 ESG 등급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연도별로 대동소이하

지만 비슷하다. 이 중 계속기업 가정 등을 만족하는 표본 기업은 262개

사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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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개사 표본 선정기업은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차이를 고려하여 ESG등급의 효과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SG 등급이 똑같이 A를 획득하였더라도 제품 공

정 과정에서 수자원을 다량 소모하는 기업은 금융/소매업에 속한 기업과

달리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르며, 이에 대한 평가등급 결과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즉, 타 업종간의 비교가 아닌 업종내 비교를 통해

ESG 등급과 그로 인한 기업성과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 2] 표본 기업(262개사) 12개 업종별 분포

업종 (12개, 가나다 순) 기업수 비중(%)

건설 및 전기가스 19 7.3

금속 및 비금속 21 8.0

금융 29 11.1

기계 15 5.7

서비스 및 통신 13 5.0

운수장비 및 창고 37 14.1

유통 17 6.5

음식료품 9 3.4

의약품 및 의료정밀 13 5.0

전기전자 28 10.7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8 6.9

화학 43 16.4

총계 2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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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구성이 끝났으면, 본 연구 목적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

대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림 3] 연구절차도

 ESG 중 환경적 요인에 따른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 비교 분석

표본 구성

 • 연구집단 : 2011∼2019년까지 ESG 평가대상 기업 중 9개년 환경(E) 등급 

결과 보유 기업이면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262개사

 • 비교집단 : KOSPI 12개 업종

⇩
연구 가설 및 변수 설정

 • 환경적 요인(E)에 따른 업종별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 비교를 위한 가설 설정

 • 기업 재무회계 자료, 일반자료 등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종속변수 설정 및 설명

⇩
분석 모형

 • 기술통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수행

⇩
분석 실시 및 결과 도출

 • SAS 프로그램을 통한 실증 분석 및 가설 검증결과 정리

 •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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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앞장에 언급한대로, 기업의 가치와 성과는 비재무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비재무적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환경적 영향

(Environmental impact), 사회적 책임활동(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

배구조(Governance)인데, 이 3가지 요인(ESG)에 의한 투자 흐름이 글로

벌 시장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성장해 왔으며, 조금 늦었지만 우

리나라도 2020년부터 관련 정책,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ESG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시장·기술·산업을 육성

하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민간시장에서도 대기업 총수들

의 적극적 의지 표명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이 일선 현장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경영이 이제 필수라는 인식에 대해 공감하

고 있으며(매출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 66.3%)3) , 금융·투자업계에서

도 ESG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자체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작업에 착

수하는 등 ‘ESG 운용사’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4).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투자자와 시장의 관

심을 끌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

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이 ESG 종합등급을 대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ESG를 통합적인 관

점에서 접근하여 기업가치나 성과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3) “500대 기업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전경련>, 2021.04.05.
4) “ESG 전략 평가하겠다…기관 엄포에 바빠진 운용사들”, <조선일보>,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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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며, ESG 각각을 분리하여 개별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

고, 특히 환경적 요인(E)만을 별도로 분석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글로벌 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것

이 기업의 ESG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

출 저감이나 대기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친환경경영 활동

등이 실질적으로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업 내재적으로든 외부 영향이든 환경

개선활동과 그 성과가 기업의 성과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시장상황, 그리고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여 나온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평가등급 중 환경적 요인(E)이 좋은 기업은 그 기업이 속

한 업종에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가?

둘째, 그러한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인 ESG 중 환경적 요인(E)에 집중하여, 환경적 요인이 기업의 가치와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특히 업종 평균 수익

률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 현행 ESG 평가 중 환경적 요인(E) 등급과 기업의 장·단기적 성과

와의 관계 및 영향은?

⇒[가설 1] ESG 평가 중 환경(E)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단기적 주가수익률은 해당 업종 평균보다 높다

[가설 2] ESG 평가 중 환경(E)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토빈의 큐(Tobin‘s Q)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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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설정 및 연구모형

가. 변수 설정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 요인이 단기적인 기업 재무성과와 장

기적인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고, 특히 단기 성과의 경우,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 기업 재무성과를

측정·확인하는 지표로 업종 평균 벤치마크(Benchmark; BM) 대비 초과

주가수익률(Active Return; AR)을 설정하고, 장기 기업가치를 측정·확인

하는 지표는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장부가치로 나눈 토빈의 큐

(Tobin’s Q)로 설정한다.

(1) 독립변수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인 환경적 요인(E)은 한

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 E등급을 사용한다. 등급은 S, A+, A, B+, B, C, D 총 7개 등급

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공개된 자료에는 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만 공

시되고 나머지는 B이하로 나와 있다. 참고로 환경(E) 등급의 경우, 전

기간을 통틀어 S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으며, B+ 이상의 등급을 받는 기

업은 연평균 약 23%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래 [표 3]과 같이 분석대상기

업(262개)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B+ 이상 등급의 기업은 매년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모수와 표본과의 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비상장

기업에 속하거나 상장기업이더라도 연도별 ESG 개별등급이 없는 기업

은 표본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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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대상기업(262개사) 중 연도별 환경(E)등급 기업수

환경(E)등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비중(%)

A+ 8 10 6 4 3 2 4 6 4 47 2.0

A 30 20 28 28 32 48 43 39 26 294 12.5

B+ 28 84 71 82 78 68 77 74 53 615 26.1

B이하 196 148 157 148 149 144 138 143 179 1402 59.5

총계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62 2358 100

환경과 관련된 평가는 크게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분

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환경경영시

스템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사전

적 관리가 조직내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환경경

영 부문이 있으며, 다음으로 수질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배

출량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

력과 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와, 기업이 생

산·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환경성과

부문이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경영과 환경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활동이 잘 이루

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환경적 요인(E) 등급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서비스와 관련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힘쓸 수 있으며, 녹색기술인증, 녹색제품인증 등 친환경인

증을 받는 연구개발활동에 전력을 쏟을 수도 있다. 또한, 공정 과정에 신

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청정생산기술을 사용하거나, 각종 오염물질이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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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저감시키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친환경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치명적인 환경오염이나 대규모 환경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낮추는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이 구축·운영

되는 것이다. 즉, 기업이 본래 영업활동을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공정이

나 제품 설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환경

적 요인(E)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독립변수인 환경(E)등급 평가결과는 S, A+, A,

B+, B, C, D 총 7개 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실증분석을 위해 이를 1∼7점

까지 점수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S등급은 7점, A+등급은 6점 등으

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2) 종속변수

다음으로, 본 논문의 [가설 1]과 관련된 단기 재무성과의 대용치로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주가수익률(Active return; AR)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고, [가설 2]와 관련된 장기 기업가치의 대용치로는 토빈의 큐(Tobin’s

Q)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먼저, 초과주가수익률(AR)은, E등급 해당기업을 등급공표일에 매입하

여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매도 시점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

(buy-and-hold strategy)을 사용한 주가수익률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인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산출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장기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활용되는 토빈의 큐

(Tobin’s Q)는 산출 방법이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장가치와

더불어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한 Chung and Pruitt(1994)의 방법을 이

용하여 (보통주 시장가치+우선주 시장가치+부채 장부가치)/(총자산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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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산출한다. 기업의 시장가치를 자산총계로 나눈 것은 규모의 효

과로 인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제하기 위함도 있으며, 주가

연동성이 큰 편인 시장가치, 즉 시가총액의 변동성을 완화시키 위한 이

유도 존재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가치의 연속성과 장기적 영향력

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중장기 시점의 토빈의 큐를 사용하고자 한

다. 즉, 기업가치는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더 높다는 가정 아래, 중장기

기준연도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여 이를 활용한다. 기존의 연구는 ESG

등급 공표연도 및 그 다음해에 해당하는 연도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동 연구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E등급과 기업

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의 주가수익률 변화 경향이 다음연도에도 계속되고 그 다

음연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장가치를 변화시키는 어떠한 요

인이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가치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가로 대별되는 시장가치의 상승

과 기업의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내재가치의 상승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인 국내 S전자

의 경우, 2000년초 25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20년에는 350여조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S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같은 기업성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가치가 상승했음을 주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치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토빈의 큐는 ESG

등급 공표연도의 전년도(ESG 이벤트 발생시점, T0)로부터 3년이 되는

연도(T+2)의 값을 사용한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한 가설 검증을 위해 설정하는 통제변수로는 업

종, 연도 등을 포함시키며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제변수를 달리 설

정하는데 이는 연구모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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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이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종속변수를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가치

로 구분하면서 각 종속변수의 설정기간을 달리한다. 즉, 초과주식수익률

과 토빈의 큐를 구할 때 환경적 요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을 감안하

여 단기적 수익 측정기간과 장기적 효과 검증기간을 달리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가수익률 또는 초과주가수익률을 구할 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가수익률을 계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기 초과주가수익률 산정기간은 ESG 등급이 공표되는 일

자로부터 1년간 또는 다음 ESG 등급이 공표일 전날까지 중 더 짧은 기

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자본시장이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Weak-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EMH는 정보효율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가격이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

한 기업의 중요하면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

(material and nonpublic information)가 시장에 공표되는 순간, 그 즉시

시장의 강한 효율성으로 인해 주가는 그 정보를 반영하게 되고, 결과적

으로 초과수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ESG등급이 공표되는 당일에 해당 기업의 주가는

이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당 정보로 인한 주

가수익률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공표일을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더 적

절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ESG 등급에 대한 정보가 해당 기업의 주가

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ESG 등급이 공표되는 날의 전날까지일 뿐이다.

다음 새로운 ESG 등급이 공표되는 날은 EMH에 따라 그 새로운 등급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인 재무회계에서 유동자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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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1년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도 단기

간을 1년으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ESG 등급 공표는 매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당해연도(T0) ESG 등급은 그 전년도(T-1) 기업의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

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ESG 평가 귀속연도는 ESG 등급 공표

연도보다 한 해 앞선다. 이는 다시 말해, T-1 시점에 발생되거나 변경된

환경적 요인(E)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다음연도에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

에, 기업 자체 공시나 뉴스 등의 보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T-1시점

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E) 변화에 대해서 단기간에 일반 투자자들은 접

근하지 못 하며, 공표일 전까지는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토빈의 큐(Tobin’s Q)를 측정함에 있어서, 산정시기는 환경

적 요인이 발생한 연도(T-1)로부터 3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T-1 시점에

발생한 환경적 요인의 단기적 영향은 공표일로부터 1년의 주가수익률로

측정한다고 설정하였다. 환경적 요인의 중장기적 영향이 발현되는 시기

는 해당 요인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의 크기나 지속성 등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장기적 영향이 환경적 요인이 발생한 연

도로부터 3년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선 배경에서 언급하였듯

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 볼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와 관련된 활동들은 모두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5년이나 10년과 같이 지나치게 긴 시기를 장기

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 기간에 수많은 변수와 사건들이 발생하여 기

업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1 시점에 발생한 환경적

요인의 장기적 영향은 그로부터 3년 후인 T+2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 맞춰, 최근 10년간의 ESG 등급 공표일과 주가수

익률 산정기간, 토빈의 큐 적용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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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SG 등급공표일, 주가수익률 산정기간, 토빈의 큐 적용시기

ESG등급
공표연도(T0)/

공표일

ESG평가
귀속연도

(T-1)

[단기]주가수익률 측정기간 [장기]기업가치
측정기준

(T+2)기산일(=공표일) Min(기산일∼1년, 
차기공표일 前일)

2020년도/
10.14 2019년 2020.10.14 2021.10.13.* 2022년*

2019년도/
10.22 2018년 2019.10.22 2020.10.13 2021년*

2018년도/
11.1 2017년 2018.11.1 2019.10.21 2020년*

2017년도/
8.31 2016년 2017.8.31 2018.8.30 2019년

2016년도/
9.2 2015년 2016.9.2 2017.8.30 2018년

2015년도/
9.7 2014년 2015.9.7 2016.9.1 2017년

2014년도/
8.11 2013년 2014.8.11 2015.8.11 2016년

2013년도/
10.21 2012년 2013.10.21 2014.8.10 2015년

2012년도/
6.19 2011년 2012.6.19 2013.6.18 2014년

2011년도/
6.13 2010년 2011.6.23 2012.6.18 2013년

* 미도래하거나 공시자료 없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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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모형

기업의 비재무적 환경적 요인이 단기적인 기업 재무성과와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그림 4] 연구모형

연 구 모 형

<독립변수>
↗

기업성과 → 벤치마크 대비 초과주식수익률

▽단기 (1년 이내)
환경적 요인

 ↓
ESG 종합등급 中 E 등급

<종속변수> 기업의 장·단기 가치 변화 확인

↘ 중장기 (3년 이상) △

기업가치 → T-1기로부터 3년후 Tobin’s Q

< 통제변수 >
[공통] S등급, G등급, 업종, 연도
[단기] 기업규모(총자산, 매출액), 총자산이익률
[중장기]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가설 1] “ESG 평가 중 환경분야(E)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단

기적 주가수익률은 해당 업종 평균보다 높을 것이다“와 [가설 2] ”ESG

평가 중 환경분야(E)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장기적 토빈의 큐

(Tobin‘s Q)는 높을 것이다“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우선,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 극단값이 있는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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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자료의 특성을

확인한다. 이후, SAS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모형

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추정된 회귀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통계량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설 1]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

다.

            
        

     
   

AR :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active return)

EGrade : 환경(E) 등급 점수화

SGrade : 사회(S) 등급 점수화

GGrade : 지배구조(G) 등급 점수화

PTA : 기업규모 통제변수1(= LN(전기 총자산))

PRev : 기업규모 통제변수2(= LN(전기 매출액))

PDER : 자본조달수준 통제변수(= 전기 부채/전기 자본)

PROA : 기업성과 통제변수1(= 전기 총자산이익률)

PCFOtoPTA : 기업성과 통제변수2(=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전기 총자산)

Sector : 업종 세분화에 따른 12개 업종 더미변수

Year : 연도(2011∼2019)

종속변수인 업종 대비 초과주가수익률(AR)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

수들을 완벽하게 포함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요 변수가 누락되

어 발생하는 문제(omitted variables problems)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변

수 설정을 포함한 모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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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는 환경(E) 등급을 점수화한 것을 사용하고, 통제변수로 E

등급과 마찬가지로 S등급, G등급을 점수화하여 사용한다.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 상관관계의 크기가 제3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제3의 변수를 충분히 통제하지 않고서 단순 상관계수 값만을 가지고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SG 중 E등급 결과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ESG 전체 등급이 기업성과와 유의미한 양의 상

관관계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E등급 자체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ESG 전체 등급은 E등급, S등급, G등급 간의 결합을 통해 나오는 것

이므로 E등급이 높더라도 S등급과 G등급이 현저히 낮을 경우, ESG 전

체 등급은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는 ESG 전체 등급이 기업성과

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서 봤을 때, 기업성과를 낮

게 나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높은 E등급을 받았더라

도 ESG 종합등급이 낮은 경우 기업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E등급 자체만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

의 변수인 S등급과 G등급을 통제하여 관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S등

급과 G 등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E등급과 종속변수인 경영성

과를 판별함으로써, E등급, 즉 환경적 요인만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업종과 연도를 통제변수에 추가하고, 기업규모와 자본조달 수

준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 총자산(PTA), 전기 매출액(PRev), 전기 부채

비율(PDER)을 사용하며, 기업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회계적 이익

과 영업활동 현금흐름 추이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총자산이익률(PROA),

전기 총자산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비율(PCFOtoPTA)을 사용한다.

한편, [가설 2]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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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t+2 : 중장기(이벤트 발생연도로부터 +3년) 토빈의 큐(Tobin’s Q)

EGrade : 환경(E) 등급 점수화

SGrade : 사회(S) 등급 점수화

GGrade : 지배구조(G) 등급 점수화

PTA : 기업규모 통제변수1(= LN(전기 총자산))

PRev : 기업규모 통제변수2(= LN(전기 매출액))

PDER : 자본조달수준 통제변수(= 전기 부채/전기 자본)

PROA : 자산효율성 통제변수1(= 전기 총자산이익률)

PCFOtoPTA : 자산효율성 통제변수2(=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전기 총자산)

Sector : 업종 세분화에 따른 12개 업종 더미변수

Year : 연도(2011∼2019)

여기서는 종속변수인 토빈의 큐와 통제변수가 중첩되지 않게 통제변

수를 조정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통제변수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변수에서 제외하는 등 회귀분석에 앞선 사전 조치를 통해 다중공선성 문

제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5)

3년후 TQ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

여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전선식(2019), “이중차이 분석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분

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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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N=1,567
H0 : ρ=0 가정하에서 Prob > |r|

변수 TQp2 ESG_Egrade ESG_Sgrade ESG_Ggrade lnPTA lnPREV PDER100 PROA PCFOtoPTA

3년후 토빈큐
(TQp2) 1.000

환경점수화
(ESG_Egrade) 0.019 1.000

사회점수화
(ESG_Sgrade) 0.090*** 0.692*** 1.000

지배구조점수화
(ESG_Ggrade) 0.041◎ 0.430*** 0.540*** 1.000

전기 총자산
(lnPTA) -0.087*** 0.637*** 0.661*** 0.574*** 1.000

전기 매출액
(lnPREV) -0.053** 0.654*** 0.641*** 0.481*** 0.924*** 1.000

전기 부채비율
(PDER100) -0.023 0.018 0.073*** 0.068*** 0.165*** 0.099*** 1.000

전기 ROA
(PROA) 0.109*** 0.057** 0.103*** 0.122*** 0.091*** 0.134*** -0.258*** 1.000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전기 총자산
(PCFOtoPTA)

0.144*** 0.129*** 0.134*** 0.059** 0.063** 0.136*** -0.113*** 0.491*** 1.000

  *** p ≤ 0.01; ** p ≤0.05; * p ≤ 0.1; ◎ p ≤ 0.2

피어슨 상관통계량(피셔의 z변환), N=1,567

변수 조합변수 표본 상관계수 피셔의 z 편의조정 상관계수 추정값

3년후 토빈큐
(TQp2)

환경점수화
(ESG_Egrade) 0.019 0.01926 6.147E-6 0.01925

사회점수화
(ESG_Sgrade) 0.091 0.09074 0.0000289 0.09046

지배구조점수화
(ESG_Ggrade) 0.041 0.04119 0.0000131 0.04116

전기 총자산
(lnPTA) -0.087 -0.08742 -0.0000278 -0.08717

전기 매출액
(lnPREV) -0.053 -0.05314 -0.0000170 -0.05308

전기 부채비율
(PDER100) -0.023 -0.02307 -7.3651E-6 -0.02306

전기 ROA
(PROA) 0.109 0.10987 0.0000349 0.10940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전기 총자산
(PCFOtoPTA)

0.144 0.14462 0.0000459 0.14357

여기서 귀무가설은 3년후 TQ와 각 변수간의 모상관계수가 0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5% 하에서 E등급, G등급, 전기 부채비율의 표

본상관계수 값은 표본오차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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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3년후 TQ와 E등급, G등급,

전기 부채비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등급, 총자산, 매출액, ROA,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상관

계수 값은 p-value가 유의수준 5%보다 작기 때문에 모상관계수가 0이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이는 각 변수와 3년후 TQ 값은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셔의 z변환에 따른 상관계수 추정값이 각

각 0.09, -0.08, -0.05, 0.11, 0.14로 상관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와 각 통제변수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중공선성의 일차적 의미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태, 즉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경우,

회귀분석의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즉 다중공선성이 발

생하면 추정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게 되면서 결국 회귀계수의

신뢰성(reliability)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한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독립변수가 모형에 포함되

게 되는데, 이 때 독립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통계량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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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VIF 값을 이용한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변수 모수 추정 표준오차 t-값 VIF

Intercept 1.214 0.093 13.12*** 0

환경점수화
(ESG_Egrade) -0.002 0.032 -0.07 2.283

사회점수화
(ESG_Sgrade) 0.169 0.030 5.68*** 2.436

지배구조점수화
(ESG_Ggrade) 0.057 0.021 2.68*** 1.680

전기 총자산
(lnPTA) -0.147 0.026 -5.57*** 8.713

전기 매출액
(lnPREV) 0.044 0.026 1.69* 7.822

전기 부채비율
(PDER100) 0.006 0.003 2.12** 1.438

전기 ROA
(PROA) 0.501 0.353 1.42◎ 1.142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전기 총자산
(PCFOtoPTA) 0.921 0.283 3.25*** 1.375

   *** p ≤ 0.01; ** p ≤0.05; * p ≤ 0.1; ◎ p ≤ 0.2

일반적으로 VIF 통계량이 10보다 크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전기 총자산과 전기 매출액의 경우 다

른 변수에 비하여 1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2가지 변수들은 통제변

수에서 제외시킨다.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

유값(eigen value)과 분산확대 요인기여도를 살펴본다.

[표 7] 고유값과 상태지수를 이용한 다중공선성 진단

No. 고유값
Eigenvalue

상태지수
Condition 

Index

Proportion of Variation

Intercept ESG_Egrade ESG_Sgrade ESG_Ggrade lnPTA lnPREV PROA PDER100 PCFOtoPTA

1 6.598 1.000 0.0007 0.0004 0.0005 0.0013 0.0001 0.0001 0.0023 0.0031 0.0050

2 1.258 2.290 0.0001 0.0000 0.0001 0.0001 0.0000 0.0000 0.2467 0.1862 0.0632

3 0.655 3.174 0.0009 0.0006 0.0005 0.0013 0.0001 0.0001 0.1332 0.7340 0.0872

4 0.365 4.254 0.0000 0.0000 0.0001 0.0014 0.0000 0.0000 0.5829 0.0280 0.8009

5 0.059 10.609 0.0683 0.0145 0.0002 0.7953 0.0008 0.0031 0.0171 0.0012 0.0130

6 0.029 15.122 0.5586 0.0773 0.2943 0.0748 0.0001 0.0001 0.0000 0.0000 0.0024

7 0.020 18.074 0.3305 0.0458 0.1693 0.0078 0.0641 0.0715 0.0115 0.0167 0.0052

8 0.015 21.274 0.0387 0.8529 0.5329 0.0346 0.0037 0.0018 0.0060 0.0108 0.0009

9 0.002 52.019 0.0021 0.0083 0.0022 0.0834 0.9311 0.9233 0.0003 0.0201 0.0222

일반적으로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3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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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필요가 있다. 표에서는 9번째 변수인 PCFOtoPTA의 상태지수가

52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면 분산분

해비(proportion of variation) 값을 살펴보는데 최소한 2개 이상의 변수

의 분산분해비 값이 0.5 이상이므로 해당 변수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으며 이 변수를 회귀모형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수정된 회귀모형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TQt+2 : 중장기 토빈의 큐(Tobin’s Q)

EGrade : 환경(E) 등급 점수화

SGrade : 사회(S) 등급 점수화

GGrade : 지배구조(G) 등급 점수화

PDER : 자본조달수준 통제변수(= 전기 부채/전기 자본)

PROA : 자산효율성 통제변수(= 전기 총자산이익률)

Sector : 업종 세분화에 따른 12개 업종 더미변수

Year : 연도(2011∼2019)

앞서 장기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활용되는 토빈의 큐(Tobin’s Q)를 산출

하기 위해 기업의 시장가치와 더불어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한 Chung

and Pruitt(1994)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즉, (보통주 시장가치+우

선주 시장가치+부채 장부가치)/(총자산 장부가치)로 산출된 토빈의 큐이

기 때문에 총자산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다중공선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가설 1]의 단

기성과 추정 회귀식과는 달리 통제변수를 조금 간소화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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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수 총 정리

구 분 변 수 명 설 명

독립변수 환경적 요인 EGrade 점수화한 환경(E)등급 

종속변수

단기 기업성과 ActiveRetrun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active return)

중장기 기업가치 TQt+2
귀속연도(t-1시점)로부터 3년후 

토빈의 큐(Tobin’s Q)

통제변수

사회적 요인 SGrade 점수화한 사회(S)등급 

지배구조 요인 GGrade 점수화한 지배구조(G)등급 

기업 규모1 PTA 전기 총자산(Previous Total Asset) 
로그화 (= LN(PTA))

기업 규모2 PRevenue 전기 매출액(Previous Revenue) 
로그화 (= LN(PRev))

자본조달 수준 PDER 전기 부채/전기 자본
(Previous Debt-to-Equity Ratio)

자산 효율성
(회계적 이익 관점) PROA 전기 총자산이익률

(Previous Return on Asset)

자산 효율성
(현금흐름 관점) PCFOtoPTA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전기 
총자산(Previous CashFlow 

Operating to Previous Total Asset)

업종 Dummy Sector 12개 업종

연도 Dummy Year 2011∼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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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 석 결 과

제 1 절 분석대상 및 기술통계

가.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계속기업 262개사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공표하는 ESG 등급 중 환경적 요인(E) 등급이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와

장기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

종속변수로 해당 기업이 속하는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Active

return)을 확인하고,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는 해당 기업의 ESG 평가등

급 공표연도의 전년도(귀속연도, T-1 시점)로부터 3년 후인 T+2년도 토

빈의 큐(Tobin’s Q)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E) 등급 이외의 변수인 사회 요인(S) 등급, 지배구

조 요인(G) 등급, 전기 총자산, 전기 매출액, 전기 부채비율, 전기 ROA,

전기 총자산 대비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율, 업종, 연도는 통제하여

분석한다.

나. 기술통계량 분석 및 단기/중장기 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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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기업성과 :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

다음의 [표 9]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이다.

[표 9] 기술통계량(조정 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환경점수화
(ESG_Egrade) 3.54 0.83 2 3 3 4 6

사회점수화
(ESG_Sgrade) 3.58 0.93 2 3 3 4 6

지배구조점수화
(ESG_Ggrade) 3.13 1.04 1 2 3 4 7

초과수익률
(ActiveReturn) 0.10 0.86 -1.43 -0.19 -0.02 0.22 18.43

3년후 토빈의큐
(TQp2) 1.08 0.69 0.29 0.80 0.93 1.10 9.30

전기 총자산
(PTA, 억원) 105,575 412,653 285 3,197 7,717 39,585 4,795,883

전기 매출액
(PREV, 억원) 51,385 160,999 61 2,419 7,308 31,027 2,437,714

전기 부채비율
(PDER, %) 2.64 20.16 -62.37 0.63 1.16 2.00 849.15

전기 ROA
(PROA, %) 2.42 7.80 -49.53 0.19 2.24 5.38 141.52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전기 총자산
(PCFOtoPTA) 0.05 0.07 -0.24 0.01 0.05 0.08 0.62

독립변수인 점수화한 E등급(ESG_Egrade)의 평균은 3.54, 표준편차는

0.83을 나타내고, 종속변수인 업종 평균 대비 초과수익률(ActiveReturn)

은 0.10, 표준편차는 0.86으로 최소 –1.43에서 최대 18.43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3년후 토빈의 Q(TQp2)는 평균 1.08, 표준편

차 0.69로 최소 0.29에서 최대 9.30의 범위를 가진다.

전기 총자산은 평균 10.56조원으로 적게는 285억원부터 많게는 479조

원까지 큰 폭의 범위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전기 매출액 역시 평균

은 5.1조원이지만 적게는 61억원부터 많게는 244조원까지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 데이터로 인하여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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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데이터의 결과값에 편중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조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조정을 하기 전에, 분석대상 기업의 연도별 환경(E)등급에 따

른 단기 주가수익률과 해당 기업이 속하는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 간의

차이를 초과수익률(Active Retur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연도별 환경(E)등급에 따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조정 前)

환경(E) 등급이 상대적으로 좋은(A+, A, B+ 등급에 해당) 기업의 업

종 평균 대비 초과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초과수익률에 비해 2016

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전에, 특정 종속변수

가 다른 관찰점에 비해 매우 크거나 작은 경우 이를 제거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기업의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 값이 다른

초과수익률 값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이상점(outlier)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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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거한 후 기술통계량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

업이 주식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을 실시하거나 테마주(정치, 바이오

등)에 속해 특정연도에 과도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 기업의 초과수익률은 다른 연도에 비

하여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2011년 대선 테마에 편입된 써니전자의 경우 업종 평균 수익률보다

744%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2019년에는 바이오 테마 열풍으로 신풍

제약(1,843%), 미래산업(1,783%) 등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

의 상승을 보인 바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

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자들의 접근성 향상 등을 이유로 2018년초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1/50을 낮추는 액면분할을 실시하

였고 이로 인해 당해연도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은 –103.2%와 같이 비

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게 된다.

[표 10] 삼성전자 연도별 업종대비 초과수익률

연도 환경(E)등급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

2011 A+ 22.5

2012 A 0.0

2013 A -6.3

2014 A 4.5

2015 A+ 11.4

2016 A -3.3

2017 A -103.2

2018 A 5.0

2019 B+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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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SG 등급과 관련된 변수인 E등급, S등급, G등급을 제

외하고 각 변수의 관찰값들이 가지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윈저화

(winsoriz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상/하위 1%의 극단값을 조정하고 전기

총자산과 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로그화한 값을 사용한다. 아울러, 일부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연도가 있는데 이러한 자본잠식 연도

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다음 [표 11]은 각 변수에 대한 조정 후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이다.

[표 11] 기술통계량(윈저화 및 로그화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환경점수화
(ESG_Egrade) 3.55 0.83 2 3 3 4 6

사회점수화
(ESG_Sgrade) 3.59 0.94 2 3 3 4 6

지배구조점수화
(ESG_Ggrade) 3.11 1.04 1 2 3 4 7

초과수익률_winsor후
(ActiveReturn) 0.06 0.46 -0.81 -0.19 -0.02 0.22 2.07

3년후 토빈의큐_winsor후
(TQp2) 1.06 0.56 0.43 0.79 0.93 1.09 4.24

전기 총자산(lnPTA) 9.44 1.89 5.65 8.08 9.00 10.62 15.38

전기 매출액(lnPREV) 9.20 1.79 4.11 7.81 8.92 10.40 14.71

전기 부채비율_winsor후
(PDER, %) 1.97 2.55 0.13 0.63 1.17 2.03 14.10

전기 ROA_winsor후
(PROA, %) 2.29 6.04 -23.15 0.20 2.17 5.34 19.04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전기 총자산
(PCFOtoPTA) 0.05 0.07 -0.24 0.01 0.05 0.08 0.62

이상치를 조정한 후, E등급, S등급, G등급의 기술통계량은 조정 전과

비슷하지만, 초과수익률과 3년후 토빈의 Q의 평균은 각각 0.06, 1.06으로

조정 전인 0.10, 1.08 대비 소폭 낮아졌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46, 0.56

으로 조정 전인 0.86, 0.69 대비 변동성이 상당히 안정화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전기 총자산과 전기 매출액도 조정 전에는 각각 285억원부

터 479.6조원, 61억원부터 243.8조원의 폭넓은 범위의 값을 가졌으나, 로

그화를 통해 각각 평균 9.44(최소 5.65 ∼ 최대 15.38), 9.20(최소 4.11 ∼

최대 14.71)의 값으로 안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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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연도별 환경(E) 등급에 따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2] 연도별 업종 평균 대비 초과수익률

연도별 업종 구분
환경(E) 등급

평균
A+ A B+ B이하 C이하

2011 -9.0% -2.6% -13.0% 11.6% 　 6.7%

건설 및 전기가스 　 -11.1% 20.8% 12.5% 　 9.2%

금속 및 비금속 4.6% 　 -14.4% -0.1% 　 -2.6%

금융 　 5.1% -13.7% 9.4% 　 3.4%

기계 　 0.9% 　 6.7% 　 5.9%

서비스 및 통신 -9.9% 5.9% -21.5% 39.7% 　 13.9%

운수장비 및 창고 　 -2.1% -14.1% -0.4% 　 -1.8%

유통 　 -25.5% 　 43.3% 　 39.2%

음식료품 　 10.8% 　 2.0% 　 3.0%

의약품 및 의료정밀 　 　 -7.8% 13.0% 　 11.4%

전기전자 -13.8% -39.9% -57.4% -1.4% 　 -11.9%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35.8% -3.0% 9.2% 　 10.0%

화학 -5.7% -0.8% 11.6% 21.3% 　 15.3%

2012 -3.5% -6.8% 7.8% 22.6% 　 14.6%

건설 및 전기가스 　 -70.8% -9.4% 21.3% 　 10.0%

금속 및 비금속 -3.9% -10.1% 15.8% 22.7% 　 16.6%

금융 　 -41.5% 16.6% 12.6% 　 10.5%

기계 -26.8% -12.9% 32.0% 25.6% 　 20.8%

서비스 및 통신 35.5% 30.5% 4.8% -24.8% 　 2.1%

운수장비 및 창고 -14.5% -1.7% 11.1% 32.4% 　 23.2%

유통 　 21.2% 　 5.6% 　 6.5%

음식료품 　 　 -1.7% 56.2% 　 24.0%

의약품 및 의료정밀 　 　 -10.8% 18.0% 　 9.2%

전기전자 -8.2% 0.1% -9.2% 27.6% 　 11.6%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30.1% 4.6% 　 -3.1%

화학 -18.0% -6.1% 16.2% 60.8%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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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8% 0.7% 10.1% 19.2% 　 13.8%

건설 및 전기가스 　 -30.3% -37.2% 25.2% 　 6.2%

금속 및 비금속 　 -7.7% 2.9% 16.8% 　 8.4%

금융 -10.5% -4.6% 0.9% 22.3% 　 14.0%

기계 -21.4% -6.1% 41.5% 24.7% 　 20.7%

서비스 및 통신 -24.6% 14.4% 20.4% 34.9% 　 20.0%

운수장비 및 창고 　 -11.1% 13.7% 29.8% 　 21.3%

유통 　 -26.9% -14.7% 33.4% 　 24.2%

음식료품 　 14.6% 24.9% 56.7% 　 34.3%

의약품 및 의료정밀 　 　 25.3% 0.9% 　 4.7%

전기전자 -19.2% 30.5% 11.6% 4.8% 　 8.0%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6.2% 23.7% -4.2% 　 6.2%

화학 -29.8% -0.8% 14.3% 12.7% 　 10.5%

2014 -7.9% -21.0% 1.4% 34.7% 　 17.7%

건설 및 전기가스 　 -39.1% 26.4% 69.9% 　 27.5%

금속 및 비금속 　 　 28.1% 52.3% 　 38.4%

금융 　 -11.8% -10.6% 55.7% 　 32.7%

기계 　 -21.6% -9.0% 51.5% 　 37.7%

서비스 및 통신 　 -32.9% -42.5% 7.3% 　 -15.8%

운수장비 및 창고 　 -9.8% 10.5% 36.6% 　 23.8%

유통 　 -42.6% -12.7% -1.0% 　 -4.8%

음식료품 　 -12.2% -19.3% 16.3% 　 1.3%

의약품 및 의료정밀 　 　 -41.8% -8.3% 　 -16.0%

전기전자 -13.4% -17.5% 9.5% 45.0% 　 20.5%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3.5% 64.4% 　 38.4%

화학 -2.5% 5.4% -6.2% 13.6% 　 3.0%

2015 0.2% 0.0% 0.2% 2.7% 　 1.6%

건설 및 전기가스 　 6.0% -35.3% -14.7% 　 -13.6%

금속 및 비금속 　 21.3% 19.5% 7.1% 　 15.4%

금융 　 3.4% 8.7% -9.6% 　 -5.6%

기계 　 7.6% -80.9% -42.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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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통신 　 -5.7% 17.1% 26.4% 　 13.3%

운수장비 및 창고 　 29.3% 0.3% 12.0% 　 10.2%

유통 　 -12.0% 8.0% 16.2% 　 13.1%

음식료품 　 7.5% -8.5% -6.8% 　 -4.2%

의약품 및 의료정밀 　 　 -18.9% 4.2% 　 2.4%

전기전자 2.0% -28.8% -31.0% 29.3% 　 -0.3%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3.9% 18.4% 　 16.9%

화학 -3.5% -15.5% 7.3% -1.9% 　 0.6%

2016 26.6% 10.1% -3.3% -16.0% 　 -7.6%

건설 및 전기가스 　 23.3% 6.8% 8.5% 　 11.9%

금속 및 비금속 　 -5.9% -9.9% -30.0% 　 -15.8%

금융 11.4% 5.8% 11.2% -14.6% 　 -8.0%

기계 　 -16.4% 7.5% -11.2% 　 -11.0%

서비스 및 통신 　 6.0% -28.4% -12.3% 　 -7.8%

운수장비 및 창고 　 22.2% -10.7% -14.6% 　 -4.8%

유통 　 29.4% -6.6% -3.8% 　 -2.2%

음식료품 　 -6.3% 4.0% -8.4% 　 -6.1%

의약품 및 의료정밀 　 　 -26.8% -20.4% 　 -21.4%

전기전자 41.7% 20.2% -15.6% -60.2% 　 -27.9%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2.4% -13.9% 　 -13.3%

화학 　 9.5% 13.5% -6.8% 　 4.2%

2017 15.9% 2.2% -3.4% 9.8% 　 4.8%

건설 및 전기가스 　 35.6% 10.5% 22.5% 　 20.8%

금속 및 비금속 　 -21.0% -10.0% 22.4% 　 -0.8%

금융 0.1% 10.4% -12.8% -0.1% 　 -2.0%

기계 17.6% 28.1% 2.7% 26.6% 　 23.0%

서비스 및 통신 -8.9% 10.4% -2.6% -15.1% 　 -3.9%

운수장비 및 창고 　 -3.8% -5.0% -6.7% 　 -5.6%

유통 　 -24.7% 25.1% -4.3% 　 -2.1%

음식료품 　 9.6% 17.2% 1.7% 　 8.6%

의약품 및 의료정밀 　 　 -26.6% -30.1%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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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54.6% -15.6% -12.7% 30.6% 　 7.5%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1.6% 35.6% 　 22.5%

화학 　 3.1% 6.4% 25.2% 　 13.0%

2018 -3.1% -6.3% 8.9% 3.2% 　 3.3%

건설 및 전기가스 　 -0.8% 41.4% 25.7% 　 25.6%

금속 및 비금속 　 11.2% 10.3% 10.0% 　 10.3%

금융 8.4% -3.4% 50.9% 9.9% 　 12.6%

기계 -20.1% -21.2% 12.2% -6.8% 　 -8.4%

서비스 및 통신 -11.8% -13.6% -14.2% -12.1% 　 -12.7%

운수장비 및 창고 　 7.2% -1.5% -1.9% 　 -0.1%

유통 　 -6.8% 12.2% 15.0% 　 11.8%

음식료품 　 -51.9% -29.0% -8.5% 　 -25.0%

의약품 및 의료정밀 　 　 15.2% 9.8% 　 11.1%

전기전자 　 -15.8% 6.7% -12.3% 　 -8.4%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3.7% -10.2% 　 -5.6%

화학 　 2.8% 7.1% 8.3% 　 7.0%

2019 -16.8% -1.8% -7.2% 2.6% 14.8% 3.6%

건설 및 전기가스 　 -13.4% -11.2% 12.2% 57.3% 20.2%

금속 및 비금속 　 　 3.2% 22.1% 37.3% 21.0%

금융 -6.3% -0.7% 36.9% 11.0% 28.0% 18.0%

기계 　 57.9% -33.8% -7.4% -10.3% -4.2%

서비스 및 통신 -48.4% -70.5% -50.0% -20.5% -44.6% -46.1%

운수장비 및 창고 　 -0.1% -11.7% -3.2% -4.9% -5.1%

유통 　 -18.4% -8.9% 71.2% 5.6% 7.4%

음식료품 　 64.9% -29.3% 0.0% -29.6% -5.2%

의약품 및 의료정밀 　 　 -48.5% 20.2% 51.1% 23.9%

전기전자 　 3.7% 10.8% -4.8% -19.2% -3.5%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1.4% 20.5% 10.7% 14.7%

화학 　 -6.7% -9.1% -12.3% 25.7% -2.6%

전체 평균 -4.9% -1.7% 1.5% 10.5% 14.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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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해보면 윈저화(winsorization) 전과 후가 다소 차이를 보이

는데, 환경(E) 등급이 상대적으로 좋은(A+, A, B+ 등급에 해당) 기업의

업종 평균 대비 초과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초과수익률에 비해

2016년부터 2018년을 제외하고 낮게 나오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그림 6] 연도별 환경(E)등급에 따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윈저화 後)

환경(E)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은 연

도는 2016년뿐이며 그해 A+등급의 기업군은 해당 업종 대비 26.6%의

초과수익률, A등급의 기업군은 10.1%의 초과수익률, B+등급의 기업군은

–3.3%의 초과수익률, B이하 등급의 기업군은 업종 대비 –16%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 이외의 연도에서는 환경(E) 등급과 업종 대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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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익률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환경(E) 등급이 낮을수

록(B이하 등급) 오히려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2) 중장기 기업가치 : 3년 후 토빈의 큐

다음의 [표 13]은 연도별 환경(E) 등급에 따른 3년후 토빈의 큐 값의

업종 평균을 나타낸다. 분석연도는 2011년부터 2017년으로 제한되는데,

특정 기업의 2017년 데이터가 뜻하는 것은 ESG 등급 귀속연도인 2016

년으로부터 기산하여 3년 후인 2019년의 해당 기업의 토빈의 큐 값을 나

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2018년 데이터의 경우, 2020년 토빈

의 큐 값이 필요하나 본 연구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까지이므로 2020년

및 2021년의 토빈의 큐값은 수집범위 밖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여

2011년부터 2017년 데이터까지만 분석하였다.

[표 13] 연도별 업종별 3년후 토빈의 큐

연도별 업종 구분
환경(E) 등급

평균
A+ A B+ B이하

2011 1.169 1.280 0.951 1.030 1.054

건설 및 전기가스 　 0.948 0.936 1.062 1.037

금속 및 비금속 0.795 　 0.819 0.851 0.842

금융 　 0.950 0.946 1.065 1.024

기계 　 1.399 　 0.911 0.976

서비스 및 통신 1.166 1.729 0.794 1.906 1.551

운수장비 및 창고 　 1.111 1.141 0.911 0.967

유통 　 0.892 　 1.156 1.140

음식료품 　 0.919 　 1.094 1.075

의약품 및 의료정밀 　 　 0.790 1.27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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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1.289 1.025 1.009 1.143 1.141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687 0.876 0.816 0.868

화학 1.120 1.627 1.059 0.927 1.066

2012 0.999 1.356 1.014 1.062 1.067

건설 및 전기가스 　 0.853 0.851 1.177 1.092

금속 및 비금속 0.750 0.778 0.910 0.963 0.919

금융 　 0.950 0.952 1.050 1.002

기계 0.894 0.812 1.556 0.876 1.009

서비스 및 통신 1.013 2.565 1.689 1.376 1.599

운수장비 및 창고 1.026 0.938 0.944 0.973 0.965

유통 　 0.777 　 1.232 1.206

음식료품 　 　 0.979 1.350 1.144

의약품 및 의료정밀 　 　 1.132 1.221 1.194

전기전자 1.109 1.121 1.017 1.033 1.047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019 0.956 0.970

화학 0.985 1.783 0.943 0.946 1.063

2013 0.964 1.200 1.099 1.171 1.150

건설 및 전기가스 　 0.902 0.994 1.173 1.106

금속 및 비금속 　 0.620 0.915 1.036 0.953

금융 0.951 0.935 0.879 1.083 1.021

기계 0.822 0.813 2.082 1.053 1.090

서비스 및 통신 0.803 1.955 1.148 2.027 1.578

운수장비 및 창고 　 0.912 1.051 1.002 0.999

유통 　 0.760 0.865 1.216 1.148

음식료품 　 0.991 1.279 1.522 1.328

의약품 및 의료정밀 　 　 1.519 1.616 1.601

전기전자 0.932 1.052 0.968 1.276 1.164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931 1.099 1.119 1.158

화학 1.346 1.544 1.232 1.024 1.186

2014 1.067 1.135 1.045 1.131 1.104

건설 및 전기가스 　 0.888 1.379 0.88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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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비금속 　 　 0.891 0.960 0.920

금융 　 0.991 0.858 0.969 0.945

기계 　 0.840 1.936 0.989 1.033

서비스 및 통신 　 1.544 1.034 1.753 1.562

운수장비 및 창고 　 0.908 0.954 0.904 0.919

유통 　 0.755 0.802 1.245 1.164

음식료품 　 0.929 0.982 1.133 1.060

의약품 및 의료정밀 　 　 1.234 1.693 1.587

전기전자 0.911 1.025 0.947 1.528 1.225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027 1.003 1.011

화학 1.223 1.854 1.166 1.062 1.173

2015 1.233 1.160 1.102 1.033 1.071

건설 및 전기가스 　 0.875 1.266 0.892 0.966

금속 및 비금속 　 0.766 0.874 0.884 0.872

금융 　 0.996 0.876 0.916 0.915

기계 　 0.835 2.308 1.056 1.110

서비스 및 통신 　 1.593 1.594 1.181 1.371

운수장비 및 창고 　 0.906 0.887 0.806 0.848

유통 　 0.723 1.306 1.069 1.091

음식료품 　 0.937 1.116 1.122 1.079

의약품 및 의료정밀 　 　 1.474 1.596 1.587

전기전자 1.341 1.152 0.991 1.258 1.163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036 0.937 0.970

화학 1.018 1.726 1.362 0.956 1.227

2016 1.149 1.083 0.953 0.981 0.994

건설 및 전기가스 　 0.915 1.168 0.893 0.986

금속 및 비금속 　 0.964 0.722 1.007 0.863

금융 0.961 0.888 0.699 0.839 0.829

기계 　 1.141 1.678 0.949 1.036

서비스 및 통신 　 1.394 1.935 0.703 1.158

운수장비 및 창고 　 0.872 0.858 0.8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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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 등급이 높은(A+, A) 기업일수록 3년후 토빈의 큐값의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 뚜렷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연도로 보았을 때도 3년후 기업의 토빈의 큐값

이 가장 높은 환경(E) 등급은 A등급이며 그 다음이 A+등급, B이하 등

급, B+등급 순이다. 즉, [가설 2]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업의 환경(E)

등급이 높을수록 중장기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해본다.

유통 　 0.754 0.793 0.940 0.912

음식료품 　 0.963 0.862 1.068 0.998

의약품 및 의료정밀 　 　 1.288 1.512 1.478

전기전자 1.336 1.023 0.777 1.259 1.065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0.965 1.002 0.987

화학 　 1.435 1.038 0.959 1.088

2017 0.979 1.125 0.960 0.970 0.993

건설 및 전기가스 　 0.901 1.100 0.893 0.960

금속 및 비금속 　 0.976 0.737 0.953 0.843

금융 0.961 0.968 0.844 0.764 0.802

기계 0.726 1.077 1.257 0.939 0.986

서비스 및 통신 0.761 1.536 2.970 0.722 1.211

운수장비 및 창고 　 0.907 0.845 0.866 0.863

유통 　 0.766 0.798 0.950 0.921

음식료품 　 0.892 0.971 0.888 0.908

의약품 및 의료정밀 　 　 1.271 1.505 1.451

전기전자 1.467 1.119 0.976 1.198 1.124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1.019 1.058 1.047

화학 　 1.299 0.995 0.954 1.056

전체 평균 1.062 1.172 1.025 1.055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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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및 가설검정

가. 단기 기업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단기 기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도별 환경(E) 등급에 따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 결과를 보다 정확히 분

석하였다. 아래와 같이 제3장의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다중회귀모형1에

대하여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AR :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active return)

EGrade : 환경(E) 등급 점수화

SGrade : 사회(S) 등급 점수화

GGrade : 지배구조(G) 등급 점수화

PTA : 기업규모 통제변수1(= LN(전기 총자산))

PRev : 기업규모 통제변수2(= LN(전기 매출액))

PDER : 자본조달수준 통제변수(= 전기 부채/전기 자본)

PROA : 기업성과 통제변수1(= 전기 총자산이익률)

PCFOtoPTA : 기업성과 통제변수2(=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전기 총자산)

Sector : 업종 세분화에 따른 12개 업종 더미변수

Year : 연도(20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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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회귀모형1에 대한 분석결과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value Pr > F
Model 26 31.3019 1.2039 6.06 <.0001

Error 2,064 409.9151 0.1986

Corrected Total 2,090 441.2171

R-Square Coefficient Variance Root MSE 평균 초과수익률
0.0709 700.963 0.4456 0.06358

먼저, 회귀모형이 초과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F-통계량과 p-value를 사용한다. 이는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F-통계

량은 모든 회귀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분석결과를 보

면 F-통계량은 6.06, p-value가 0.0001보다 작아 5% 유의수준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동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된 업종 대비 초과

수익률의 변동은 무작위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보다 크기 때문에 회

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결정계수(R-square)를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면, 종

속변수 전체의 변동 중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크기는

7.0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의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는 700% 이상으로, 이는 종속변수의 분산이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결정계수의 크기가 큰 편이 아니고 종속

변수의 분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 회귀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적합하지만,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추정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통계량을 이용하여 판단하고자 한

다. t-통계량의 귀무가설은 ‘해당 회귀계수 값이 0이다’이므로, 유의수준

보다 p-value 값이 작으면 회귀계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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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회귀모형1, 즉 기업의 환경(E) 등급

이 단기 기업성과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표 15] 회귀모형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추정값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360758 0.06573577 5.49 <.0001
환경점수화(ESG_Egrade) -0.04195 0.01828778 -2.29 0.0219
사회점수화(ESG_Sgrade) 0.039283 0.01606957 2.44 0.0146

지배구조점수화(ESG_Ggrade) -0.02457 0.01235495 -1.99 0.0468
전기 총자산(lnPTA) -0.04326 0.01697643 -2.55 0.0109
전기 매출액(lnPRev) 0.014935 0.01643096 0.91 0.3635

전기 부채비율(PDER100) 1.485236 0.4887688 3.04 0.0024
전기 ROA(PROA_w) -0.00565 0.00210878 -2.68 0.0075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전기 
총자산(PCFOtoPTA) 0.532791 0.17618042 3.02 0.0025

업

종

건설 및 전기가스 0.030337 0.04511768 0.67 0.5014
금속 및 비금속 0.036582 0.04258747 0.86 0.3904
금융 0.038703 0.04429736 0.87 0.3824
기계 -0.05747 0.04793408 -1.2 0.2307
서비스 및 통신 -0.11829 0.05065834 -2.34 0.0196
운수장비 및 창고 -0.011 0.0360321 -0.31 0.7601
유통 -0.01698 0.04670017 -0.36 0.7162
음식료품 -0.04714 0.05809808 -0.81 0.4172
의약품 및 의료정밀 -0.12324 0.05141496 -2.4 0.0166
전기전자 -0.08996 0.03854079 -2.33 0.0197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0.02747 0.04512332 -0.61 0.5428
화학 0 . . .

연

도

2012년 0.125314 0.04029487 3.11 0.0019
2013년 0.111481 0.04020234 2.77 0.0056
2014년 0.144491 0.04017263 3.6 0.0003
2015년 -0.01257 0.04056587 -0.31 0.7567
2016년 -0.11331 0.04047076 -2.8 0.0052
2017년 0.024404 0.0404555 0.6 0.5464
2018년 0.012994 0.04024795 0.32 0.7469
2019년 0 . . .

먼저 본 연구가설에 대한 독립변수인 환경(E) 등급과 단기 기업성과

인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 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환경(E) 등급은 초



- 61 -

과수익률과 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방향성을 보이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환경등급이 높을수록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다’

는 본 연구가설 1은 기각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S) 등급은

초과수익률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방향성을 보이며 그 영향력

은 크지 않다. 지배구조(G) 등급과 전기 총자산(PTA)은 각각 초과수익

률과 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방향성을 보이나 역시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전기 매출액(PRev)은 초과수익률과 유의하지 않아, 초과수익

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총자산이익률과 전기 총자산 대비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비

율은 각각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데, 특히 전기

총자산 대비 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비율은 회귀계수가 0.53의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및 통신업종, 의

약품 및 의료정밀업종, 전기전자업종과 초과수익률은 5% 수준에서 유의

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나머지 업종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도별

로는 2012년, 2013년, 2014년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2016년은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고, 나머

지 연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현금흐름 관점에서의 자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기의 총자산

대비 전기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비율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가설 1

에서 확인하고자 한 환경(E) 등급이 기업의 단기 성과로 볼 수 있는 업

종 대비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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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기업가치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또 다른 하나인 중장기 기업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 환경(E) 등급에 따른 3년 후 토빈의 큐 결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였다. 아래와 같이 제3장의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다

중회귀모형2에 대하여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TQt+2 : 중장기 토빈의 큐(Tobin’s Q)

EGrade : 환경(E) 등급 점수화

SGrade : 사회(S) 등급 점수화

GGrade : 지배구조(G) 등급 점수화

PDER : 자본조달수준 통제변수(= 전기 부채/전기 자본)

PROA : 자산효율성 통제변수(= 전기 총자산이익률)

Sector : 업종 세분화에 따른 12개 업종 더미변수

Year : 연도(20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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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회귀모형2에 대한 분석결과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value Pr > F
Model 21 57.2923 2.7282 9.53 <.0001

Error 1,546 442.5318 0.2862

Corrected Total 1,567 499.8240

R-Square Coefficient Variance Root MSE 3년후 토빈의큐 평균
0.1146 50.367 0.5350 1.06224

먼저, 회귀모형이 중장기 기업가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한지 여

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F-통계량과 p-value를 사용한다. 이는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F-통계량은 모든 회귀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분석결과

를 보면 F-통계량은 9.53, p-value가 0.0001보다 작아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동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된 3년 후의 토

빈의 큐 값의 변동은 무작위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보다 크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결정계수(R-square)를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면, 종

속변수 전체의 변동 중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크기는

11.46%로, 업종 대비 초과수익률의 결정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

수인 3년 후 토빈의 큐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50% 수준

으로, 이는 종속변수의 분산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결

정계수의 크기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으

며, 종속변수의 분산이 작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회귀모형은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며, 독립

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예측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추정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통계량을 이용하여 판단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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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통계량의 귀무가설은 ‘해당 회귀계수 값이 0이다’이므로, 유의수준

보다 p-value 값이 작으면 회귀계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회귀모형2, 즉 기업의 환경(E) 등급

이 중장기 기업가치인 3년후 토빈의 큐 값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표 17] 회귀모형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추정값 표준오차 t-값 Pr > |t|
Intercept 0.894422 0.08520773 10.5 <.0001

환경점수화(ESG_Egrade) -0.05835 0.02520191 -2.32 0.0207
사회점수화(ESG_Sgrade) 0.110238 0.0234169 4.71 <.0001

지배구조점수화(ESG_Ggrade) -0.02966 0.01678041 -1.77 0.0773
전기 부채비율(PDER100) 1.909958 0.6386861 2.99 0.0028

전기 ROA(PROA_w) 0.011135 0.00251978 4.42 <.0001

업

종

건설 및 전기가스 -0.11892 0.06206868 -1.92 0.0556
금속 및 비금속 -0.1879 0.05875639 -3.2 0.0014
금융 -0.27107 0.05802313 -4.67 <.0001
기계 -0.06454 0.06646337 -0.97 0.3317
서비스 및 통신 0.256516 0.07002578 3.66 0.0003
운수장비 및 창고 -0.23439 0.04961206 -4.72 <.0001
유통 -0.06452 0.06449841 -1 0.3173
음식료품 -0.05828 0.08022858 -0.73 0.4677
의약품 및 의료정밀 0.404322 0.07082263 5.71 <.0001
전기전자 0.008163 0.05323906 0.15 0.8782
종이목재 및 섬유의복 -0.06345 0.06245852 -1.02 0.3099
화학 0 . . .

연

도

2012년 0.080938 0.04690191 1.73 0.0846
2013년 0.1672 0.04688673 3.57 0.0004
2014년 0.133163 0.04694853 2.84 0.0046
2015년 0.101027 0.04702945 2.15 0.0319
2016년 0.003189 0.04690318 0.07 0.9458
2017년 0 . . .

먼저 본 연구가설에 대한 독립변수인 환경(E) 등급과 중장기 기업가

치의 대용치인 3년 후의 토빈의 큐 값 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환경

(E) 등급은 토빈의 큐와 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방향성을 보인다.

앞서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나온 A+ 또는 A 등급의 토빈의 큐값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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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다고 나왔으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수행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는 환경(E) 등급의 회귀계수가 –0.058 수준으로 나왔다. 따라서 ‘환경

등급이 높을수록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높다’는 본 연구가설 2는 기

각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S) 등급은

토빈의 큐 값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방향성을 보이며 그 영향

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값도 0.11로 높은 편이다. 지배구조(G) 등급은

토빈의 큐 값과 10%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방향성을 보이나 그 영향

력은 크지 않다.

한편, 자본조달 수준을 나타내는 전기 부채비율은 1% 수준에서 유의

한 정(+)의 방향성을 보이며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값이

1.9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자본조달 수준이 중장기적으

로 기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기

총자산(PTA)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방향성을 보이나 그 영향

력은 크지 않다. 업종별로는 금속 및 비금속업종, 금융업종, 서비스 및

통신업종, 운수장비 및 창고업종, 의약품 및 의료정밀업종에서 중장기 기

업가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나머지 업종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

도별로는 2013년, 2014년, 2015년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련성

을 보였으며 2016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3년후 기업가치의 대용치인 토빈의 큐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의 자본조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기의

부채비율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가설 2에서 확인하고자 한 환경(E)

등급이 중장기 기업가치로 대용되는 3년 후 토빈의 큐값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앞서 기술통계 분석에서 나온 환경(E) 등

급이 A+ 또는 A 등급일수록 B+ 또는 B이하 등급보다 3년후 토빈의 큐

값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을 기각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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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중 환경적 요인(E)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ESG 등

급 중 환경(E) 등급이 공표된 유가증권상장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기

업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업종 평균 대비 초과주가수익률과 3년후 기

업가치라 할 수 있는 토빈의 큐(Tobin’s Q) 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

여 통제변수로 사회(S) 등급, 지배구조(G) 등급, 총자산, 매출액, 부채비

율, 총자산이익률, 영업활동현금흐름 효율성 등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설의 채택 여부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8] 가설 검증 결론

구 분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1
단기 

기업성과
ESG 평가 중 환경(E)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해당 업종 평균보다 높다
기각

가설 2
중장기 

기업가치
ESG 평가 중 환경(E)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중장기 토빈의 큐(Tobin‘s Q)는 높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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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등급 중 환경(E) 등급이 높을수록 기업의 업종 평균 대

비 초과주가수익률은 낮고, 3년 후 기업의 토빈의 큐는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업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환경(E)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업종 평균보다 주가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

고 중장기적으로도 기업가치가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서비스 및 통신업종, 의약품

및 의료정밀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단기 초과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 중 서비스 및 통신업종과 의약품 및

의료정밀업종의 경우 중장기 기업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

련성을 보였다. 특히 이 2 업종은 상당히 높은 회귀계수 값을 보여 중장

기 기업가치에 강한 정(+)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E) 등급이 단기/중장기적으로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은 업종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본 연구는 ESG와 기업성과를 실증분석하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ESG 종합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더 세부적인 환경(E) 등급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 개선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 같

은 요인이 직접적으로 기업 성과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ESG 중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지

배구조 요인 각각이 얼마나 기업의 성과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하여 분석하는 개별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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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자발적인 기업경영활동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오

염사고와 같은 요인들은 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의적이면서 부

산물로 인식되는 결과물이다. 그동안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부차

적이거나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실

질적으로 기업의 단기 주가수익률 및 중장기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단기

적/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방점을 두며 개선활동과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보완/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2가지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 성과로 기업의 주가수익률만을 분석한게 아니라 벤치마크(본 연

구에서는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 평균) 대비 주가수익률을 고려함으로

써,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이 비슷한 산업군에 속한 동종/유사기업들보다

얼마나 주가수익률이 높거나 낮은지를 통계적 유의미성에 입각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다양한 업종에 속한 더욱 다양한 고유

특성(사업구조, 재무 특성 등)을 가지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업종)과 같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는

반면, 바이오/의료/의약 업종과 같이 경기에 덜 반응하고 사회적 이슈나

기술 트렌드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기순환

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닌 5 내지 10년 정도의 중장기 사이클을 가지

고 업종별 등락이 이루어지는데,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연도에

자동차 업종에 속한 기업은 당연히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질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보여주는 수익률을

해당 업종에 속하는 전체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이 더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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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수익률 지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중장기 기업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빈의 큐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대용치로 여러 논문들에서 토빈의 큐를 사용한다. 다만, 토빈의 큐를 사

용하더라도 해당 연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토빈의 큐를 측정·분석하는 연

구가 대부분인데, 본 연구는 보다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측정하고자 환경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연도(ESG 등급 귀속연도)로부

터 3년 후의 토빈의 큐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과 친환경 경영활동이 중장

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포터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기업에 미

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단기적으로 기업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

경 제조 및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영업활

동 이외의 비용적 측면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며, 단순히 이러한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기업의 계속사업이익이 증대되길 기대하는 기존

또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

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에,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의 설비/장치 개선이나 핵심기술개발

등과 같은 대내외적 혁신활동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과다 소요될 수 있지

만,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유망기술의 고도화 및 첨단기

술 확보를 통해 기업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

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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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책임투자나 ESG 투자가 미국의 CALPERS 등 연기금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바뀌고 있는 추

세이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환경개선활동과 그로 인한 실질적 환경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투자의 촉진과 이를 통한 자본 조달 등으로 기업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적 요인의 중요성과 기업의 친환경경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SG는 더 이상 비용적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향상과 무형자산의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책임투자의 하나로 인식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비재무적 요인인 ESG를 개선하

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같은 외

부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러한 ESG 개선 노력 등이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매년 일반 대중에게 공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횡

령·배임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된 기업이거나 친환경과 거리가

먼 기업 등에 대해서 배척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

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ESG 요인들을 개선하는 활동과 결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기업가

치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ESG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이러

한 우수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 과정을 확대하며 책임투

자·ESG경영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막연히 유행하는 추세인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과 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며, 단

기/중장기 시기에 적합한 경영전략, 요인별 전략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최근 급성장한 ESG 트렌드는 단순히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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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기업의 비재무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

업의 재무적 요인과 더불어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것이다. ESG 경영은 기업 성장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경영체제 변환의

혁신 트렌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ESG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그 지속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중 환경적 요인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증진 효과를 실증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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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업의 ESG 중 환경(E) 등급에 따라 단기적 성과와 중장

기적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수행하면서 확인되

는 한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ESG 등급, 각 개별 등급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매개효과

(mediation effect)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개효과는 관심 있는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mediator)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 크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 모형(mediation effect model)은 원인이

되는 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원

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와 원인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준 후 이 매개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분해할 수

있다. 즉, 환경(E) 등급이 기업의 단기성과와 중장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ESG 등급

을 구성하는 개별 E요인, S요인, G요인은 ESG 종합등급(매개변수)이라

는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ESG

종합등급에 대한 결과가 매년 공표되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기업의 단기성과 및 중장기 기업가치가 달라질 것이라

는 추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E) 등급이 ESG 종합등급에 영향을

주고, ESG 종합등급이 기업 성과 및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을

수 있으며, 환경(E) 등급 자체만으로 기업 성과 및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이 2가지 경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매개효과모

형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을 확장·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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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인 ESG에 대한 평가의 공신력과 전문성,

적합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ESG 평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과 같은 민간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ESG 평가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외부평가기관의 공신력, 전문성과

평가모형의 적합성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부적합한 모형을 통한 평

가결과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SG 평가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결과가 나

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등급을 A를 부여했지만,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네셔널(MSCI)는 B를 부

여하고, 레피니티브는 74점을 부여하는 등 각 평가기관별로 ESG 등급이

차이가 난다. 이는 ESG라는 최신 경영 트렌드를 타고 평가지표가 우후

죽순 늘어났다는 이유 외에도 권위 있는 평가기관조차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제로 국내

외 기업들이 ESG 경영 평가 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

터내셔널(MSCI)은 물론 다우존스(DJSI)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컨설

팅회사인 레피니티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론이나 경제 단체 등 외부에 대외비라는 이유로 평가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ESG 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가등급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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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among ESG on Short-termPerformance

and Mid- to Long-term Enterprise Value

NAMKYOON KI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emise that

systematic response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E)

among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may help improve

corporate value in the mid to long term in a trend where

non-financial elements of the enterprise.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is to look at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E) on an entity's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short term and on corporate value in the

mid to long term.

To confirm this, the 262 listed companies with ESG classification

issued from 2011 to 2019 were identified for their influence among

dependent variables by using environmental class (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ong ESG classifications. The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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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performance due to an entity's environmental factors is

determined by the average return on share price of its sector, and the

change in mid- to long-term corporate value is deter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obin's Q values in three years after

ESG rating is published (T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environmental rating (E) of

an entity's ESG class, the lower the active return to the benchmark

of the industry, and the lower the corporate Tobin’s Q after three

years. In other words, the entity was able to confirm that even if the

environmental rating (E) is higher, whether short- or mid- to

long-term, the return of the entity may not be higher than that of

the industry and that the corporate value may not be improved in the

mid to long term.

When it comes to the results by industry, the service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cision

industr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k to negative returns,

but in the case of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mid-

to long-term enterprise values are strongly related.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lassification (E)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in the short or mid- to

long- term period varies from industries to industries.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 extended study that considers

the mediation effect that ESG's comprehensive grades and individual

grades can have on dependent variables can be pursued in the future.

In addition,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extent to which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the actual enterprise, this study

paradoxically derives from the importance of strategic manag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in ESG management or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need for enhanced management. That is, for an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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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and mid-term management strategies for non-financial

factors and ESG individual factor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increase corporate value rather than vaguely introduce

ESG management.

keywords : ESG, Environmental Factor, Rating, Financial

Performance, Enterpris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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