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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issuance premia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bonds, using the data from the South Korean bond market 
from May 2018 to December 2020. We classify SRI bonds into three types: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We divide the sample period into pre-COVID-19 and post-COVID-19 to 
understand how the pandemic has impacted the pricing of SRI bonds. We employ two empirical 
approaches: a matching sample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hat controls various bond 
and market characteristics. We find the following. First, significant issuance premia of at 
least 8bp existed for our sample of social bonds. However, we do not find any evidence of 
an issuance premium from the other two types of bonds. The premia on social bond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s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green bonds, 
the literature on SRI bonds has largely been silent about social bonds and sustainability 
bonds. By focusing on these two less researched SRI bond types in addition to green bonds, 
we help expand our knowledge on SRI bond markets. Moreo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SRI bond marke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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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채권에 발행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COVID-19를 전후한 분석*

2)

 

김 학 겸 (한국거래소차장)

안 희 (성균 학교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2018년 5월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국내 채권발행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책임

투자(SRI)채권의 발행 리미엄이 존재하는가를 실증 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SRI채권을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특히 체 분석기간을 COVID-19 

이 기간과 COVID-19 지속기간으로 분리하여 살펴 으로써 SRI채권이 가지는 본연 인 시장효과뿐만 

아니라 코로나사태가 SRI채권시장에 미치는 향까지 살펴본다. 매칭표본과 회귀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  세 종류의 SRI채권 

 사회 채권에서 8bp 이상의 유의한 발행 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나머지 두 

종류의 채권에서는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 채권의 발행 리미엄은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해외문헌상의 SRI채권에 한 연구는 주로 

녹색채권에 을 맞추고 있어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시장 반응이 어떠한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녹색채권 뿐만 아니라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 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SRI채권시장에 한 추가 인 이해를 돕는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SRI채권 자체에 한 연구가 

지 까지 없었기에 본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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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은 심을 받으면서 속한 성장을 보인 분야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들 수 있다. 

UN의 책임투자원칙(PRI)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미화 6.5조 달러 던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는 

2019년 86.3조 달러로 열두 배 이상 성장하 다(Liang et al., 2020). 사회책임투자의 가 른 

성장세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러한 시장의 심을 반 하듯 재무· 융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사회책임투자를 다루고 있다(Benson and Humphrey, 2008; Dimson et al., 

2015; Riedl and Smeets, 2017; Hartzmark and Sussman, 2019; Barber et al., 2021 등). 

그런데 이들 연구의 부분은 주식시장 는 펀드시장에 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상당히 제한 으로, 앞으로 많은 학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국내 채권시장을 심으로 사회책임

투자를 본격 으로 다룬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투자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다. 좀 더 

구체 으로,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을 사회책임투자채권 는 SRI채권으로 통칭하고, 이들 채권이 발행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일반채권에 비해 가격 리미엄을 지니는가를 실증 으로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코로나 

염병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이들 채권의 가격 리미엄에 미친 향 역시 분석한다. COVID-19 

사태는  세계 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책임투자채권의 발행이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구조  변화가 이들 채권시장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는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SRI채권이 녹색채권 주로 발행되면서1) 이에 한 연구도 녹색채권 주로 

이루어져 왔다. 녹색채권과 련된 선행연구는 녹색채권과 기업가치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

(Tang and Zhang, 2020), 녹색채권과 융시장 간의 가격 연 성을 분석한 연구(Reboredo 

and Ugolini, 2020), 녹색채권의 투자성과에 한 연구(Kanamura, 2020),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에 한 연구(Tolliver et al., 2020)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가장 많은 연구가 

1) 국제 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Social 

bonds can help mitigate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the COVID-19 crisis)에 따르면 

2019년 기 으로  세계 사회 채권 발행량은 녹색채권 발행량의 1/16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녹색

채권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 등으로 조달자  사용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사회 채권의 경우 조달자  사용의 결과가 무형 이고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국제자본시장 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이하 ‘ICMA’)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재(2021년 3월 말)까지 국제기 에 따라 외부검토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한  

세계 녹색채권 발행자는 590개, 사회 채권 발행자는 83개, 지속가능채권 발행자는 142개, 지속가능

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자는 17개로 발행자 수 측면에서도 녹색채권 발행자가 

훨씬 많다. 자들이 블룸버그 터미 을 통해  세계 SRI채권을 검색한 결과에서도 2021년 3월 

말 재 녹색채권은 19,902종목, 사회 채권은 434종목, 지속가능채권은 399종목, 지속가능연계채권은 

108종목으로 녹색채권이 약 95%를 차지하여 발행종목수 측면에서도 녹색채권이 압도 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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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분야는 녹색채권의 리미엄(Greenium) 련 연구이다. 즉, 녹색채권이 발행될 때 

일반채권보다 낮은 수익률(높은 가격)에 발행되고, 유통시장에서도 낮은 수익률에 거래되는가에 

한 연구들이다. 통 인 재무이론에서 채권수익률은 시장 험과 신용 험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SRI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한다면 시장 험  신용 험 외에 환경, 사회

문제와 같은 비재무 인 요소가 채권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SRI채권의 리미엄 존재 여부에 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인데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ESG투자가 기업의 험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Hong and Kacperczyk, 

2009; Ghoul et al., 2011; Chava, 2014; Albuquerque et al., 2019; Ilhan et al., 2021 등). 

컨 , Albuquerque et al.(2019)은 기업이 사회 책임에 충실한 경우, 체계  험이 감소함을 

이론 으로 보 다. Ilhan et al.(2021)은 사회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하방꼬리 험(downside tail risk)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 Hong 

and Kacperczyk(2009)은 오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더 높은 소송 험에 직면하고 이는 

자본비용 증가로 이어짐을 보 다. 환경오염이나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경우 소송에 

휘말릴 험이 상 으로 높은데, 소송 험은 기업의 미래 흐름  이자상환능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송 험이 상 으로 낮고, 사회 책임에 충실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그 지 않은 채권에 비해 가격 리미엄이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책임은 

기업의 평 도 험(reputation risk)과도 긴 한 연 성을 가진다. 평 도의 개선은 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인해 매출이 증 됨에 따라 흐름이 개선되고 인지도가 상승함으로써 자본비용의 

감소(Merton, 1987)와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Oikonomou et al.(2014), Ge and Liu(2015) 

등은 미국채권시장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사회 책임을 열심히 이행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에 발행 리미엄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SRI채권은 발행의 목  자체가 사회책임투자에 

있기에 발행 시 앞서 설명한 험감소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발행 리미엄의 존재는 SRI채권 발행시장의 구조  특징과 련하여도 설명 가능하다. 

기 투자자들 에는 일정 수 의 SRI투자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SRI채권에는 기 투자자들로

부터의 추가 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2) 한, SRI채권은 환경 는 사회문제 련 로젝트에 

투자되는 특성으로 인해 통 인 융상품과의 상 성이 낮아 안투자에 의한 험의 헤지수단이 

될 수 있기에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로 인해 리미엄이 나타날 수 있다. 

반 로 SRI채권이 디스카운트될 것이라는 측 역시 가능하다. SRI채권은 환경 는 사회

문제와 련된 제한된 로젝트에만 조달자 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로젝트로부터의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므로 SRI채권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SRI채권과 여타 일반채권의 

2) 국내에서 정부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녹색채권의 장 으로 ‘사회책임

투자에 심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낮은 리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자 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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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측이다. SRI채권은 이자지 , 원 상환 등 기본 인 메커니즘은 

일반채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발행수익률이 일반채권과 동일할 것이라는 

립 인 설명도 가능하다.

앞서 언 하 듯이 해외의 SRI채권에 한 연구는 주로 녹색채권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녹색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연구로는 Ehlers and Packer(2017), Baker 

et al.(2018), Nanayakkara and Colombage(2019), Wang et al.(2020) 등을 들 수 있다. Ehlers 

and Packer(2017)는 녹색채권이 일반채권보다 평균 18bp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다고 보고한다. 

Bak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녹색채권이 일반채권보다 5～7bp 낮은 세후 수익률로 발행되고, 

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이하 ‘CBI’)3)의 인증을 받은 녹색채권은 더 높은 리

미엄(15～26bp)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 다. Nanayakkara and Colombage(2019)의 연구는 

녹색채권이 이와 유사한 일반채권 발행시와 비교하여 약 63bp의 리미엄을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보여 다. Wang et al.(2020)은 국의 녹색채권에 한 리미엄이 약 33bp로 국제 녹색채권의 

리미엄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하 다.

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로는 CBI(2017a, 2017b, 2017c, 2017d, 2018b, 2018c, 

2019a, 2019b, 2020a), Larcker and Watts(2020) 등의 연구가 있다. CBI는 주기 으로 녹색

채권에 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녹색채권에 한 리미엄이 존재하는지에 해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녹색채권 수익률이 발행자의 수익률곡선 안쪽, 바깥쪽 는 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 리미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4) Larcker and Watts(2020)는 

녹색채권과 거의 동일한 일반채권을 비교한 결과 경제 으로 동일한 가격이 확인되어 녹색채권의 

리미엄은 본질 으로 ‘0’이라고 주장하 다.

발행주체, 발행 시기 등에 따라 리미엄의 존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Fatica 

et al.(2021)은 발행주체에 따라 리미엄이 선별 으로 나타남을 보이는데, 국가기 (su-

pranational)이나 비 융기 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는 리미엄이 나타나지만, 융기 이 

발행하는 경우는 그 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 다. Partridge and Medda(2018)에 따르면, 

미국 지방채 시장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녹색채권 리미엄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3) CBI는 2009년에 설립된 탄소 경제 련 활동을 수행하는 세계 인 비 리 단체로서 녹색채권 

련 국제지침인 ‘Climate Bonds Standard(CBS)’를 발표하여 운 하고 있고,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독립된 제 3자에게 CBS에 따라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CBI는 2017년부터 분기 는 반기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보고서에서 녹색채권 발행시의 리미엄에 해 분석한 결과 체로 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발행된 녹색채권을 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21개의 

표본  10개는 통상 인 신규채권 리미엄으로 발행되었고, 6개는 리미엄이 찰되지 않았으며, 

5개는 리미엄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2021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발행된 33개의 녹색채권 표본 에서 19개는 리미엄이 나타났고, 7개는 리미엄이 

찰되지 않았으며, 5개는 통상 인 신규채권 리미엄으로 발행되었고, 2개는 단이 애매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녹색라벨에 한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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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일반채권이 녹색채권보다 낮은 수익률에 발행되었으나, 2017년에는 

녹색채권이 1bp 낮은 수익률에 발행되어 리미엄에 증가추세가 있음을 보고한다.

이처럼 녹색채권에 한 리미엄이 발행시 존재하는지에 한 분석결과는 재까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 기존에는 사회 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에 한 직 인 연구보다는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한 연구가 많았으며, CSR이 채권

가격과 신용 험 등에 미치는 향도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채권뿐만 아니라 연구의 상을 국내시장에서 발행된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으로 확장하여 리미엄의 존재 여부에 해 검증한다. 한, COVID-19 사태 

과 후의 채권 리미엄의 변화에 해서도 살펴본다. 특히, 해외의 경우, 그간 녹색채권의 

발행은 활발한 편이었으나,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발행이 상 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었던 계로 SRI채권에 한 해외의 연구는 주로 녹색채권을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녹색채권에 비해 상 으로 

활발하여 련 연구를 진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 채권은 COVID-19 

유행 이후 세계 으로 발행이 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감염병의 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해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련된 연구는 시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6) 해외에서는 녹색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하는지에 한 견해가 엇갈리고 

5) Menz(2010)는 CSR이 회사채 가격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CSR은 회사채 가격에 반 되지 

않는다고 하 다. 반면, Huang et al.(2018)은 국 기업의 CSR과 채권비용 간의 계에 해 분석한 

결과 CSR이 높은 기업이 이자비용을 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립 인 연구결과로 Stellner 

et al.(2015)은 CSR과 신용 험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CSR이 신용 험을 체계 으로 감소시킨다는 

약한 증거만을 발견했다. 

6) IFC(2020)에 따르면 사회 채권 시장은 녹색채권 시장에 비해 아직 기 단계에 있으나, 2020년 

 COVID-19 발생 이후 사회 채권 발행이 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행증가의 원인은 

코로나 본드(Corona Bond) 는 유행 염병채권(Pandemic Bond)이라고 하는 COVID-19 채권 

발행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 발행규모가 

녹색채권 발행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ADB(2021)에 따르면 로벌 사회 채권 

발행은 년 비 2018년 28%, 2019년 44%의 성장을 보 으며, 2020년에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해 년에 비해 8배 증가하여 발행액이 1,49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 인 

발행사례를 살펴보면 COVID-19가 최 로 발생한 국에서는 2020년 2월에 China Great Wall 

Securities가 증권회사  최 로 염병 방과 통제를 한 채권을 발행하 고, 우한 쓰수이 은 

후베이성 소기업 지원을 해 채권을 발행하 으며, 쓰촨 상업투자그룹은 염병 방물질의 

조달‧생산‧ 장‧ 매‧분배 목 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아 리카개발은행(AfDB)은 2020년 3월에 

30억 달러의 ‘Fight COVID-19 Social Bond’를 발행하 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COVID-19의 

향을 받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해 2020년 4월에 8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 다. 

한,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SURE(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로그램에 따라 2020년 10월에 170억 유로의 사회 채권을 발행하 다. 국내에서도 

산업은행이 COVID-19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해 융지원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신용등

(BBB- 미만)의 기업들을 상으로 ‘힘내라 한민국 특별운 자 ’을 통해 자 을 지원하고자 2020년 

5월에 1조 원 규모의 사회 채권을 발행하 다. KB국민카드도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

가맹 에 한 융지원을 해 2020년 6월에 1,000억 원, 10월에 1,500억 원, 2021년 2월에 1,500억 원 

규모의 사회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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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한,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서도 녹색채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도 실증분석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7)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본 연구가 국내 SRI채권시장을 상으로 분석한 최 의 

연구라는 이다.8) 특히,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을 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악된다. 본 연구를 통해 녹색채권에 해서는 추가 인 실증증거를 제공하고,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 해서는 최 의 실증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SRI채권 시장에 해 개 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데이터  표본 구성방법에 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해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에 

해 언 하면서 마무리한다.

2. 사회책임투자채권

SRI채권은 발행자가 친환경 는 사회가치창출 사업에 소요되는 자 을 조달하기 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포함된다.9) 녹색채권은 주로 환경 련 

7) MacAskill et al.(2021)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녹색 리미엄이 회사채보다 국채에서 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SRI채권 에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없으므로 

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Kapraun et al.(2021), Hyun et al.(2020) 

등은 외부검토(external review) 는 CBI인증을 받은 채권은 리미엄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SRI채권은 외부검토를 받은 채권이므로 리미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Cheong et al.(2020)은  세계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을 상으로 리미엄 존재 여부를 검증하면서 

국내 기 이 해외에서 외화로 발행한 한국물(Korean Paper) 녹색채권을 분석 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국내 기 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한 녹색채권과는 분석 상이 다르다. 한 CBI(2021a)는 

국가가 발행한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에 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 으나, 이는 

발행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을 둔 연구로서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실증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9) 이외에도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지속가능 성과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채권으로 

지속가능 사업과 연계된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선정하고, KPI별로 하나 이상의 지속가능 

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 SPTs)를 결정하여 KPI 수행과 SPTs 측정결과에 

한 외부검증을 통해 채권의 만기구조와 이자율 등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는다. ICMA에서는 2020년 

6월에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을 제정한 바 있다. 환채권

(Transition Bond)은 조달자 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사용되는 은 녹색채권과 유사하지만, 

발행자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 환 략과 이를 실 하기 한 거버 스, 투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차이 이 있다. ICMA에서는 2020년 12월에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여 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한, Blue Bond는 기후 련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한 

발 목표(SDG) 련 문제를 다루기 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환경‧사회‧경제 인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련 다양한 요소를 반 한다는 에서 녹색채권과 차이가 있다. UN에서는 

참고자료로 ‘Blue Bonds-Reference Paper for Investment Accelerating Sustainable Ocean 

Business’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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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회 채권은 주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한 사업, 지속가능채권은 환경과 사회  문제 

모두에 용되는 사업을 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들의 차이는 결국 조달자 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과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녹색채권 조달자 의 용도로 ① 신재생에 지, ② 에 지 

효율성, ③ 오염방지  감, ④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원  토지이용 리, ⑤ 토양 

 해양생물 다양성 보 , ⑥ 청정운송, ⑦ 지속가능한 수자원  하폐수 리, ⑧ 기후변화 

응, ⑨ 환경 효율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기술  공정, ⑩ 친환경 건물 등 10개의 

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한, ICMA의 사회 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 SBP)에서는 

사회 채권의 조달자  사용처로 ① 근 가능한 기본 인 라(깨끗한 식수, 생 등), ② 필수 

서비스에 한 근(건강, 교육, 직업훈련, 의료, 융 등) ③ 주택 공 , ④ 실업 방 는 

완화를 해 설계된 고용창출 로그램, ⑤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⑥ 사회‧경제  

발   권한 부여(소득불평등 감소를 포함하여 시장과 사회에 한 공정한 참여  통합 등)를 

시 로젝트로 열거하고 있다. ICMA의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 SBG)에서는 지속가능채권의 조달자  사용처를 녹색 로젝트와 사회 로젝트에 

공통으로 용되는 로젝트로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로젝트를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조달자 이 확실하게 추   리되며, 자  사용처와 

개선효과에 해 사후보고를 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모두에 공통 으로 용된다.10) 

SRI채권 발행자는 친환경 는 사회가치창출 로젝트를 시행하는 사업자나 이러한 로젝트에 

한 투자 는 융자 재원을 조달하는 융기  등이 해당될 수 있어 국가, 지자체, 공사, 융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발행할 수 있다.

SRI채권은 이자지 과 원 상환 등 기본 인 채권의 메커니즘에 있어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다만, SRI채권으로 인정받기 해 ICMA, CBI 등의 국제기  는 자국의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는 리체계를 수립한 후, 외부검토기 으로부터 외부검토를 받고, 조달자  사용처  

개선효과 등에 한 사후보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RI채권을 

발행하기 해서는 외부검토비용이 소요되고,11) 리체계를 유지하기 한 리비용, 사후보고 

10) ICMA의 GBP, SBP, SBG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GBP  SBP: Green(Social) bonds are any type of bond instrument where the proceeds will 

be exclusively applied to finance or re-finance, in part or in full, new and/or existing eligible 

Green(Social) Projects and which are aligned with the four core components of the GBP(SBP).

․SBG: Sustainability Bonds are bonds where the proceeds will be exclusively applied to finance 

or re-finance a combination of both Green and Social Projects.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채권이란 발행자 이 환경개선 목 을 한 ‘녹색 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한 네 가지 핵심요소(① 조달자 의 사용, ② 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③ 조달자  리, ④ 사후보고)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1) CBI에서 2018년 3월에 발간한 ‘Korea Climate Bond Market: Overview and Opportunities’에 

따르면 국내 외부검토비용은 1～4만 달러 사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5～2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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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충족하기 한 공시비용도 소요될 수 있다. GBP, SBP, SBG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부검토의 유형으로는 검토의견(Second Party Opinion), 검증(Verific-

ation), 인증(Certification), 평가등 (Scoring/Rating)이 있으며, 이 에서 발행자가 자율 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SRI채권이 최 로 발행된 것은 2018년 5월 29일에 산업은행이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녹색채권이 시 으며12), 이후 녹색채권뿐만 아니라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의 

발행이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1>은 국내에서 발행된 SRI채권의 신규발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는 SRI채권 신규 발행 액이 1.3조 원으로 체 채권발행액 비 비 이 0.2%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63.7조 원으로 증하 으며, 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 도 

8.6%로 크게 증가하 다. 발행종목 수도 2018년에는 5종목, 2019년에는 243종목, 2020년에는 

438종목으로 비약 으로 증가하고 있다. SRI채권 에서는 사회 채권의 비 이 약 90%를 

차지하여 압도 으로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사회 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에 

비해 녹색채권이 높은 비 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조 으로 국내에서 사회 채권의 비 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SRI채권시장의 특징 인 상이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종목수 액 종목수 액 종목수 액 종목수 액

녹색채권 3 0.6 18 1.5 10 1.0 31 3.0

사회 채권 1 0.3 216 26.9 389 58.1 606 85.2

지속가능채권 1 0.4 9 2.2 39 4.6 49 7.1

SRI 합계(A) 5 1.3 243 30.5 438 63.7 686 95.4

체 채권(B) 8,982 631.8 9,759 693.9 10,114 739.2 28,855 2,064.9

A/B(%) 0.1 0.2 2.5 4.4 4.3 8.6 . 2.4 4.6

<표 1> 국내 SRI채권 신규발행 추이

본 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SRI채권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 채권에는 사모발행도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 액은 조원 단 로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 행은 

SRI채권 비 체 발행채권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국내에서 사회 채권 발행 비 이 높은 것은 SRI채권 발행기   공공 인 성격이 있는 

일부 기 들이 2019년 에 해당 기 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을 사회 채권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SRI채권 발행 기에는 주로 국책은행, 정부기 , 공공기  등이 발행을 주도

하 으나, 최근에는 민간 융회사, 민간 기업 등으로 발행주체가 확 되고 있다.13)

GBP 등 국제기 에서는 SRI채권 발행자들이 외부검토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12) 국내 기 이 최 로 SRI채권을 발행한 것은 2013년 2월 27일에 수출입은행이 친환경 사업을 해 

해외에서 Aa3/A+/AA- 등 으로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1.819%의 수익률로 발행하여 싱가폴

거래소(SGX)에 상장한 사례를 들 수 있다.

13) 국내 SRI채권 발행기 별 발행 황은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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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서 해외에서는 외부검토가 SRI채권을 발행하기 한 필수조건은 아니다.14) 하지만 

국내에서는 모든 SRI채권이 발행 에 외부검토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SRI채권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5) 국내에서 외부검토기 은 주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SRI채권시장 규모가 확 됨에 따라 신규 외부검토기 의 참여도 늘고 있다.

3. 데이터 및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채권 발행시장 데이터이다. 해당 자료는 발행된 채권별로 표 코드,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이자율, 발행 액 등의 기본 인 정보뿐만 아니라 매출형태, 신종자본

증권 여부, 조건부자본증권유형, 이자계산기  등 발행조건에 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SRI채권은 국문  문 종목명을 통해 구분한다. 녹색채권의 국문명에는 ‘(녹)’, 문명에는 

‘(G)’, 사회 채권의 국문명에는 ‘(사)’, 문명에는 ‘(S)’, 지속가능채권의 국문명에는 ‘(지)’, 

문명에는 ‘(T)’를 붙이고 있어 일반채권과 구분할 수 있다.16) 채권 발행시장 데이터는 한국

거래소의 표 코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로 사용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 자료는 융투자 회의 채권정보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분석기간은 국내에서 SRI채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18년 5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7개월의 기간이다. 다만 SRI채권과 응되는 표본을 선정하기 해 체 채권발행정보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RI채권의 발행수익률에 리미엄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한 하나의 방법

으로 SRI채권과 발행조건이 거의 동일한 일반채권을 SRI채권과 매칭시켜 이들의 발행수익률을 

14) ICMA의 ‘Guidelines for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External Reviews’를 보면 GBP, 

SBP, SBG에서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는 발행 로그램과 련하여 해당 채권이 

원칙의 4가지 핵심요소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해 외부검토기 을 통해 평가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일본 환경성의 ‘グリーンボンド ガイドライン’에서도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 리체계와 

련하여 객 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단할 경우에는 외부기 의 검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SRI채권 용 세그먼트(dedicated segment)를 운 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은 해당 세그먼트에 SRI채권으로 등록하기 해서는 발행  외부검토를 의무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Nasdaq, Euronext, 런던증권거래소,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홍콩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15)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  녹색채권원칙(GBP)의 4가지 

핵심요소에 발행자의 녹색채권 리체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해 외부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SRI채권 용 세그먼트에 등록하기 해서는 외부검토

기 의 발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6) SRI채권이 국내에서 발행된 기에는 녹색채권에 GREEN, 지속가능채권에 SDG 등을 붙이기도 

했으나, 2019년 이후에 발행되는 SRI채권의 국문 종목명에는 ‘(녹)’, ‘(사)’, ‘(지)’가 체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주택 융공사가 발행한 사회 채권  1개를 로 들면 ‘MBS2020-39(1-9)(사)’로 ‘(사)’가 

종목명에 끝에 포함되지만, 일반채권의 종목명은 ‘MBS2019-5(1-8)’로 표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기 해 지정된 라벨을 할당하기도 하는데 국 선 거래소의 경우 채권코드에 

녹색채권은 ‘G’가 지정되고, 페루 리마거래소의 경우 Ticker 시작 부분에 녹색채권은 ‘V’, 사회 채권은 

‘S’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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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채권 발행시장 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는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정확한 매칭을 

가능하게 한다.

SRI채권에 응되는 일반채권은 SRI채권과 발행자, 만기, 신용등 , 이자지 방법  주기, 

이자 선/후 , 고정/변동 리, 이표채/할인채/복리채/단리채, 선/후/ 순 , 콜/풋/콜&풋, 유동화

(ABS 는 MBS), 보증  담보여부, 신용보강 등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상으로 한다. 

다만, 사모로 발행된 SRI채권이나 일반채권의 경우 발행 액, 만기  이자율 등이 공모채권과는 

이질 이어서 사모발행 채권은 분석 상에서 제외한다.17)

SRI채권에 일반채권을 응시켜 최종 인 매칭표본을 산출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의 방법론 

등을 따라 다음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Ehlers and Packer(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 1개를 SRI채권에 매칭시키는 

방법이다(이하, 방법①). 하지만. SRI채권에 일반채권을 1개만 매칭시킬 경우 표본이 작아지는 

단 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Kapraun et al.(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SRI채권과 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일반채권을 최  10개까지 매칭시키는 방법이다(이하, 

방법②). 그런데 방법①과 ②는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 리 

변동으로 인해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해 Zerbib(2019),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와 같이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 두 개를 선정한 후 선형보간  외삽법을 사용하여 

일반채권 두 개의 발행수익률을 SRI채권이 발행된 날짜의 수익률로 합성하는 방법이다(이하, 

방법③). 그런데 외삽법을 사용하여 수익률을 합성하는 경우 합성수익률이 시장수익률과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은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기 해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SRI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이들의 수익률을 선형보간법을 통해 합성하는 방법이다(이하, 방법④). 이처럼 SRI채권 발행 

이 과 이후에 발행된 일반채권을 통해 수익률을 합성할 경우 수익률이 보다 안정 인 장 이 

있으나, 만일 SRI채권 발행일 이  는 이후에만 발행된 일반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SRI채권은 분석 상에서 제외되어 표본이 감소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표본 

수익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SRI채권 수익률과 매칭표본 수익률의 차이가 100bp를 과

하는 경우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고 표본에서 제외한다.18)

17) 본 연구의 분석 상 기간  사모로 발행된 SRI채권은 주택 융공사가 발행한 사회 채권 61종목으로 

평균 발행규모는 15.5억원, 평균 발행수익률은 13.2%의 21년 만기 고정 리 단리채로 발행되었으며, 

부분이 후순 채권이다.

18) 본 연구에서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일 차이를 최  2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분석 상 기간 에 

국내 채권시장의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AA-) 등의 추이를 보면 2년 동안 1% 이상의 리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희소하기 때문에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차이가 1%를 과하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 다. 제외된 표본은 주로 사회 채권에서 외삽법을 통해 합성수익률을 산출하는 경우에 

나타났으며, 발행일 차이가 6개월, 1년, 2년일 때 각각 7개, 47개, 161개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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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네 가지 방법을 용할 때 일반채권이 SRI채권과 다른 은 발행 액과 발행일뿐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채권의 발행 액은 Bachelet et al.(2019), Zerbib(2019)의 연구와 같이 SRI채권 

발행 액의 25～400%로 제한한다. Bachelet et al.(2019), Zerbib(2019), Wang et al.(2020)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채권의 발행일을 녹색채권 발행 후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Larcker and Watts(2020)의 연구에서는 녹색채권과 일반채권의 만기 차이를 1년 이내로 

설정하기도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를 2년, 1년뿐만 

아니라 6개월 등 더욱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설정한다.

<표 2>는 SRI채권 응방법에 따른 발행일 차이와 표본 수를 보고한다. 패  A에서는 SRI채권 

발행일과 일반채권 발행일의 평균 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패  B에서는 매칭방식에 따라 

SRI채권에 응되는 표본 수를 나타내고 있다. SRI채권과 일반채권 발행일 차이를 작게 

제한할수록 표본 수가 감소하고, 발행일 차이를 크게 허용할수록 표본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채권은 발행일 차이를 엄격하게 설정할수록 표본 수가 격하게 

감소하여, 사회 채권 발행일과 발행일이 가장 가까운 1개의 일반채권을 매칭(방법①)시킬 

경우, 발행일 차이를 2년으로 설정하면 518개의 일반채권을 응시킬 수 있으나, 발행일 차이를 

6개월로 설정하면 119개의 일반채권만을 사회 채권에 매칭시킬 수 있다. 한, SRI채권의 

발행일과 일반채권의 발행일이 가까운 순으로 최  10개의 일반채권을 매칭(방법②)시킬 경우 

가장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고, SRI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에 발행된 일반채권 2개를 

합성(방법④)하는 경우 가장 은 표본이 포함된다.

매칭방법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패  A: 발행일 차이

6개월 31  56 31 36  76  99  74 26 28  70 43 45

1년 67  99 65 90 201 218 186 50 60 113 54 58

2년 67 141 65 90 329 402 308 61 89 170 60 58

패  B: 표본 수

6개월 24 157 20 16 119 639  94 17 35 220 33 29

1년 29 196 26 24 296 1,773 212 20 41 284 35 32

2년 29 220 26 24 518 4,504 369 21 44 337 36 32

<표 2> SRI채권 매칭방법 및 발행일 차이에 따른 표본 수

본 표는 매칭방법별로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와 그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표본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①은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 1개를 SRI채권에 매칭시키는 

방법이고, ②는 SRI채권과 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일반채권을 최  10개까지 응시키는 방법이다. 

③은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 2개를 선정한 후 선형보간  외삽법을 

통해 SRI채권이 발행된 날짜의 수익률로 합성하는 방법이고, ④는 SRI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이들의 수익률을 선형보간법을 통해 SRI채권이 

발행된 날짜의 수익률로 합성하는 방법이다. 맨 왼쪽 칼럼은 SRI채권과 이에 응되는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를 허용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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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SRI채권과 이에 응되는 일반채권의 발행 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체 48개의 매칭  한 경우만을 제외한 모두에서 발행액 차이가 (+)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동일한 기 이 발행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매칭채권보다 SRI채권이 큰 규모로 

발행됨을 보여 다. 일반 으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을 감안할 때, <표 3>의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SRI채권의 발행 리가 

일반채권의 발행 리보다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매칭방법에 따른 발행 액 비교결과를 보면,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반 으로 

우수한 매칭결과를 보여 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녹색채권의 경우, 방법③과 방법④가 다른 

방법보다 비교우 를 가진다. 사회 채권의 경우에는 방법③이 다른 방법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여 다. 한편,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방법①이 가장 우수한 매칭결과를 산출한다. 방법②는 

다른 방법에 비해 압도 으로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는 장 이 있기는 하나 매칭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단 을 지닌다. 이상을 고려하여, 향후 매칭표본을 통한 분석에서는 특정 

매칭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네 방법 모두를 사용하기로 한다.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GB

(a)

CB

(b)

차이

(a-b)

SB

(c)

CB

(d)

차이

(c-d)

TB

(e)

CB

(f)

차이

(e-f)

패  A: ①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 CB의 발행 액

6개월 942 738 204
**

1,318 1,103 214
**

1,397 1,397 0

1년 986 845 141** 1,634 1,056 578** 1,337 1,327 10

2년 986 845 141** 1,580 1,073 507** 1,275 1,284 -9

패  B: ② SRI채권 발행일과 가까운 순서로 발행된 최  10개 CB의 발행 액 평균

6개월 992 795 197** 1,311 1,214 96** 1,226 1,104 122**

1년 987 795 192
**

1,506 1,199 307
**

1,295 1,193 102
**

2년 960 756 204** 1,601 1,206 395** 1,312 1,203 109**

패  C: ③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CB의 발행 액 평균

6개월 915 720 195** 1,255 1,152 103 1,452 1,309 142

1년 1,012 865 146 ** 1,295 1,030 266** 1,446 1,314 131

2년 1,012 865 146 
**

1,303 1,017 286
**

1,433 1,306 128

패  D: ④ SRI채권 발행일 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CB의 발행 액 평균

6개월 906 713 194
**

1,535 1,212 324
*

1,376 1,359 17

1년 1,046 906 140** 1,455 1,170 285* 1,434 1,347 88

2년 1,046 906 140** 1,405 1,133 271* 1,434 1,347 88

<표 3> 매칭방법에 따른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금액 비교

본 표는 매칭방법별로 SRI채권과 이에 응되는 일반채권(Conventional Bond)의 발행 액 차이를 

보여 다. GB는 녹색채권, SB는 사회 채권, TB는 지속가능채권을 나타내며, CB는 이에 응되는 

일반채권을 의미한다. 맨 왼쪽 칼럼은 SRI채권과 이에 응되는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를 허용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 액은 억원 단 이며, 발행 액 차이에 한 t-test 결과 

99%,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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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채권

(a)

매칭표본

(b)

체 채권

(c)

차이(t-test)

(a-b) (a-c)

패  A: 녹색채권

만기 5.686 4.705 3.472 0.981 2.214*

신용등 2.677 2.740 2.604 -0.062 0.074 

상장채권 0.968 0.968 0.927 0.000 0.040

고정 리 1.000 1.000 0.794 0.000 0.206**

이자주기 3.000 3.000 8.376 0.000 -5.376**

N 31 219 17,743

패  B: 사회 채권

만기 7.712 7.825 3.472 -0.112 4.240**

신용등 1.048 1.052 2.604 -0.004 -1.556**

보증 0.083 0.050 0.004 0.032** 0.079**

콜옵션 0.534 0.581 0.067 -0.047* 0.467**

MBS 0.763 0.792 0.013 -0.029 0.750**

상장채권 0.899 0.893 0.927 0.006 -0.028*

고정 리 0.996 0.997 0.794 -0.001 0.202**

변동 리 0.002 0.001 0.056 0.001 -0.054**

이자주기 3.283 3.173 8.376 0.109** -5.093**

N 545 4,504 17,743

패  C: 지속가능채권

만기 4.439 3.350 3.472 1.088 0.966 

신용등 2.489 2.551 2.604 -0.062 -0.115 

후순 채권 0.067 0.018 0.012 0.049 0.054

상장채권 0.911 0.922 0.927 -0.011 -0.016

고정 리 1.000 1.000 0.794 0.000 0.206**

이자주기 3.400 3.314 8.376 0.086 -4.976**

N 45 334 17,743

<표 4> SRI채권, 매칭표본, 전체 채권의 특성 비교

본 표는 SRI채권, 매칭표본, 체 발행채권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만기의 경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20등 (AAA 

= 1, AA+ = 2, … C = 20)으로 나 고, 무등  특수채의 경우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보증, 콜옵션, MBS, 후순 채권, 상장채권, 고정 리, 

변동 리는 각각 이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을 부여한다. 이자주기는 3, 6, 12 등 이자 지 간격의 

개월 수를 나타낸다. t-test 결과 99%,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각각 
**, *로 표시한다.

<표 4>는 SRI채권, 매칭표본  체 채권에 한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이  매칭표본은 

앞서 설명한 매칭방법 에서 SRI채권에 가장 많은 일반채권이 응되는 방법(방법②)으로 

구성한다.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 신용등  등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며, 

방법①로 매칭표본을 구성하여 SRI채권과 비교하면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만기, 신용등  

등의 모든 값이 동일하게 산출된다. <표 4>는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채권 특성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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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의 특성이 매칭표본과 통계 으로 차이가 없다. 사회 채권은 보증, 콜옵션, 이자주기

에서 매칭표본과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이나 그 외 만기, 신용등 , 리 등 나머지 여섯 개의 

변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조 으로 SRI채권과 체 

채권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거의 부분의 특성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SRI채권이 체 채권의 특성과는 상이하나, 매칭표본과는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SRI채권 리미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첫 번째는 단변량 분석을 통해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이다.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매칭방법을 통해 매칭표본이 SRI채권과 동일한 조건을 갖도록 사 에 

통제한 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두 번째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사용한 방법으로, 기존문헌에 소개된 다수의 통제변수와 고정효과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통해 

SRI채권의 발행수익률에 리미엄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한다. 회귀분석 방법은 SRI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모든 채권을 상으로 발행수익률을 제외한 채권의 여타 특성들을 사후 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4.1 COVID-19와 SRI채권 프리미엄

본격 인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에서는 COVID-19 사태가 SRI채권의 발행 리미엄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시계열 그래 를 통해 살펴본다. 2020년 에 발생한 규모 감염병은  

세계 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노력이 개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불평등, 소외계층에 한 취약성 등을 완화하고 지원하기 

한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은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매칭방법  가장 엄격한 방법(④ SRI채권 발행일 후로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 2개의 수익률을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여 수익률을 합성하는 

방식)을 통해 산출한 SRI채권의 리미엄 추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래 는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를 6개월까지 허용한 경우이고, 오른쪽 그래 는 

2년까지 허용한 경우이다. 2018년, 2019년, 2020년의 3개년 각각에 해 채권종류 별 발행 리미엄 

규모를 그림에 나타냈다. 가운데의 선은 체 발행 리미엄의 평균값을 보여 다. 

<그림 1>은 코로나사태가 SRI채권의 리미엄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도별로 

SRI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표본이 증가함에 따라 리미엄( 는 디스카운트)의 크기는 확 되고 

있으나, 그 값은 체로 ‘0’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COVID-19 발발 이 과 이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COVID-19 이 에는 SRI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했으나(즉, 선이 (-)의 역에 

치), COVID-19 기간 에는 디스카운트로 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이 (+)의 역에 

치).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를 6개월까지 허용한 경우, COVID-19 이 에는 

수익률의 차이값이 -3.1bp의 값을 보여 SRI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함을 보 으나,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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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에는 평균 1.8bp의 값을 나타내 SRI채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디스카운트됨을 시사하고 

있다. 발행일 차이를 2년까지 허용한 경우에도 COVID-19 이 에는 리미엄(-8.6bp), COVID-19 

이후에는 디스카운트(+1.7bp)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규모 감염병 이후 SRI채권이 그와 유사한 

일반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에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기간 에는 환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1>에 나타난 패턴이 흥미로운 시사 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통계분석도 수반하지 

않기에 그 자체로만은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은 채권시장에 

한 분석을 함에 있어 COVID-19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소개되는 실증분석에서는 COVID-19의 효과를 명시 으로 고려한다.

<그림 1> COVID-19 이전과 진행기간 중 SRI채권의 프리미엄 추이

본 그래 는 SRI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 2개를 활용하여 

산출한 합성수익률과 SRI채권 수익률과의 차이에 한 추이를 COVID-19 이 과 진행기간으로 나 어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림은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를 6개월까지 허용한 경우이고, 오른쪽 

그림은 발행일 차이를 2년까지 허용한 경우이다. COVID-19 이 과 진행 기간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2월 23일을 기 으로 구분한다.

  

4.2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비교

본 에서는 SRI채권 표본과 동일한 발행자가 발행한 매칭채권 표본 사이의 발행수익률을 

비교 분석한다. 먼  SRI채권 체의 분석결과에 해 논한 후,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

채권의 순으로 채권 종류별 분석결과를 논한다.

<표 5>는 체 SRI채권에 한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표는 두 개의 패 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  A는 2018년 5월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체 분석기간을, 패  B는 코로나로 

인한 최고 수 의 기경보가 발효된 2020년 2월 23일 직 까지의 기간(‘COVID 이 ’)과 2020년 

2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COVID 이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19) 각 

패  별로 가장 에는 Ehlers and Packer(2017)의 매칭방법을 용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19) ‘COVID 이후’기간은 COVID-19 사태가 진행 인 기간이므로 원래 ‘COVID 기간’으로 명명함이 

옳겠으나 편의상 ‘COVID 이후’로 부르기로 한다. 향후 제시되는 표들에서 ‘COVID 이후’기간은 

모두 COVID-19 발발 이후 2020년 연말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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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A: 체기간

　 표본수

SRI채권 매칭표본 차이

평균(a) 앙값 평균(b) 앙값
a-b

(t-test)

Wilcoxon

(p-value)

①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78 1.664 1.629 1.764 1.746 -0.100 ** (0.00)

1년 366 1.647 1.615 1.878 1.976 -0.231 ** (0.00)

2년 591 1.600 1.619 1.949 2.020 -0.349 ** (0.00)

②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016 1.704 1.676 1.820 1.771 -0.116 ** (0.00)

1년 2,253 1.674 1.650 1.959 2.019 -0.286 ** (0.00)

2년 5,061 1.629 1.650 2.096 2.177 -0.467 ** (0.00)

③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147 1.689 1.647 1.754 1.804 -0.065 ** (0.07)

1년 273 1.662 1.606 1.690 1.763 -0.028 (0.03)

2년 431 1.596 1.580 1.594 1.655 0.002 (0.14)

④ SRI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62 1.574 1.526 1.574 1.502 -0.000 (0.43)

1년 76 1.631 1.556 1.662 1.566 -0.031 (0.40)

2년 77 1.632 1.557 1.663 1.573 -0.031 (0.38)

<표 5> SRI채권 전체표본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

본 표는 매칭방법에 따른 SRI채권 체와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맨 왼쪽 

칼럼은 SRI채권과 이에 응되는 매칭표본과의 발행일 차이를 허용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패  A에서 

맨 오른쪽 칼럼은 Wilcoxon 테스트 결과에 한 p-값을 의미하며, 패  B에서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평균에 한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한다.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차이에 한 t-test 

결과 99%,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로 표기한다.

있고(방법①), 다음으로는 Kapraun et al.(2019)에 따라 매칭표본을 선정한 결과(방법②), 

그 다음으로는 Zerbib(2019)와 Wang et al.(2020)의 방법론을 따른 분석결과(방법③), 맨 

아래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칭방법에 의한 결과(방법④)가 제시되어 있다.

SRI채권에 한 리미엄은 SRI채권 발행수익률에서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값이 나오면 SRI채권 리미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 로 (+)값이 나오면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의 패  A에 제시된 체 기간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방법①과 방법②로 매칭시 부분의 경우에서 발행수익률 차이가 통계 으로 5% 

이내에서 유의한 (-)의 값을 보여 SRI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해 다. 그러나 방법

③과 방법④의 경우, 발행일 차이의 허용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의 

부호가 바 며 통계  유의성도 역시 떨어진다.

패  B에서 ‘COVID 이 ’ 기간의 결과를 보면, 체기간(패  A)의 결과와는 달리 분명한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매칭방법을 쓰느냐와 무 하게,  발행일 차이의 허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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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이 COVID 이후

표본수
SRI채권

(a)

매칭표본

(b)

차이

(a-b)
표본수

SRI채권

(c)

매칭표본

(d)

차이

(c-d)

①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20 1.757 1.906 -0.149** 58 1.473 1.472 0.001 

1년 271 1.730 2.019 -0.289 ** 95 1.412 1.477 -0.065 **

2년 275 1.729 2.021 -0.293 ** 316 1.489 1.886 -0.397 **

②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657 1.842 2.008 -0.166** 359 1.452 1.478 -0.026 **

1년 1,694 1.757 2.103 -0.346 ** 559 1.422 1.525 -0.102 **

2년 2,537 1.736 2.158 -0.421 ** 2,524 1.521 2.035 -0.513 **

③  SRI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97 1.790 1.906 -0.115 ** 50 1.494 1.461 0.033 

1년 203 1.739 1.828 -0.089 ** 70 1.440 1.289 0.152 **

2년 227 1.727 1.823 -0.095 ** 204 1.450 1.339 0.111 **

④  SRI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23 1.763 1.794 -0.031 39 1.462 1.444 0.018 

1년 35 1.797 1.883 -0.086 * 41 1.490 1.473 0.017 

2년 36 1.795 1.881 -0.086 * 41 1.490 1.473 0.017 

<표 5> SRI채권 전체표본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계속)

패  B: COVID 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발행수익률 차이는 (-)의 값을 보이며, t검정 

결과도 부분 5% 는 그 이상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를 들어, 발행일 차이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 을 경우, 방법①에서는 -14.9bp, 방법②에서는 -16.6bp, 방법③에서는 

-11.5bp의 수익률 차이(즉, SRI채권 리미엄)가 발견된다. 이상을 토 로, 어도 코로나 사태 

이 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SRI채권에는 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일반채권에 비해 

SRI채권이 높은 가격에 발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패  B의 ‘COVID 이후’ 기간의 결과를 보면, COVID-19 이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SRI채권의 리미엄은 히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우선 발행일 차이를 6개월 이하로 

제한하 을 경우, 방법 ②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방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발행일 차이를 1년과 2년으로 늘릴 경우, 유의도는 증가하나 

부호가 다르게 산출되는 등 일 성을 보이지 않는다. 를 들어, 발행일 차이를 1년 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 방법①과 방법②에서는 부호가 (-)의 값이 나와 SRI채권이 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방법③에서는 (+)의 값이 나와 SRI채권이 디스카운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표 5>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던져 다. 체기간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SRI채권에는 발행 리미엄이 존재한다(패  A). 그런데 체 기간에서 나타난 

SRI채권의 발행 리미엄은 주로 COVID-19 사태 이 의 결과에 기인하며(패  B,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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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수

녹색채권 매칭표본 차이

평균(a) 앙값 평균(b) 앙값
a-b

(t-test)

Wilcoxon

(p-value)

①녹색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24 1.823 1.771 1.811 1.819 0.012 (0.50)

1년  29 1.808 1.769 1.895 1.872 -0.088 (0.16)

2년  29 1.808 1.769 1.895 1.872 -0.088 (0.16)

②녹색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57 1.746 1.754 1.712 1.693 0.035
*

(0.24)

1년 196 1.773 1.767 1.808 1.758 -0.035 (0.30)

2년 220 1.799 1.767 1.843 1.773 -0.044* (0.28)

③녹색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20 1.793 1.761 1.795 1.792 -0.002 (0.46)

1년  26 1.811 1.770 1.875 1.985 -0.064 (0.22)

2년  26 1.811 1.770 1.875 1.985 -0.064 (0.22)

④녹색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16 1.755 1.750 1.760 1.742 -0.005 (0.45)

1년  24 1.797 1.770 1.886 1.985 -0.089 (0.16)

2년  24 1.797 1.770 1.886 1.985 -0.089 (0.16)

<표 6> 녹색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

본 표는 매칭방법에 따른 녹색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맨 왼쪽 칼럼은 

녹색채권과 이에 응되는 매칭표본과의 발행일 차이를 허용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패  A에서 맨 오른쪽 

칼럼은 Wilcoxon 테스트 결과에 한 p-값을 의미하며, 패  B에서 녹색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평균에 한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한다. 녹색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차이에 한 t-test 결과 

99%,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로 표기한다.

패  A: 체기간 

이 ), COVID-19 사태 발발 이후 리미엄은 부분 사라지게 된다(패  B, COVID 

이후).

한편, <표 6>은 녹색채권에 한 매칭표본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SRI채권에 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녹색채권에 집 하고 있는데 녹색채권의 리미엄 

존재 여부에 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표 6>에 보고된 결과를 보면, 체기간(패  

A), COVID-19 이 기간(패  B, ‘COVID 이 ’), COVID-19 진행기간(패  B, ‘COVID 이후’) 

어디에서나 두 표본간 발행수익률 값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 을 발견하기 어렵다. 설사 

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측되더라도 발행일 차이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부호가 

바 는 등 일 된 결과를 찾기 어렵다. 이를 통해, 어도 국내 채권시장에서 녹색채권의 발행

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우며, 이는 해외 선행연구  녹색채권의 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CBI(2017a, 2017b, 2017c, 2017d, 2018b, 2018c, 2019a, 2019b, 2020a), 

Larcker and Watts(2020) 등의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표 6>에 보고된 

수치만을 토 로 녹색채권 리미엄의 존재 여부에 해 확실한 결론은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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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이 COVID 이후

표본수
녹색채권

(a)

매칭표본

(b)

차이

(a-b)
표본수

녹색채권

(c)

매칭표본

(d)

차이

(c-d)

①녹색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5 1.931 1.947 -0.016   9 1.644 1.584 0.059 

1년  19 1.881 2.036 -0.155 10 1.669 1.628 0.041 

2년  19 1.881 2.036 -0.155 10 1.669 1.628 0.041 

②녹색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02 1.902 1.861 0.041 55 1.457 1.435 0.022 

1년 129 1.913 1.961 -0.048 67 1.504 1.513 -0.010 

2년 139 1.918 1.976 -0.059 * 81 1.595 1.613 -0.018 

③녹색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12 1.907 1.965 -0.058  8 1.620 1.539 0.081 

1년  17 1.900 2.033 -0.133 *  9 1.644 1.577 0.067 

2년  17 1.900 2.033 -0.133 *  9 1.644 1.577 0.067 

④녹색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11 1.885 1.921 -0.036  5 1.468 1.404 0.064 

1년  18 1.887 2.021 -0.134 *   6 1.528 1.483 0.046 

2년  18 1.887 2.021 -0.134 *  6 1.528 1.483 0.046 

<표 6> 녹색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계속)

패  B: COVID 후

있는데, 표본의 크기 때문이다. 방법 ②를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표본의 크기가 30개 

종목을 넘지 못하며, 하부기간별 분석에서는 20개 종목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녹색채권의 리미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제 리미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지만, 표본 크기의 제약으로 인한 통계검정 능력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을 밝 둔다.

<표 7>은 사회 채권의 발행수익률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다. 

먼  체 기간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패  A를 보면, 매칭방법  발행일 차이의 허용기간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익률 차이값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의 값을 보이며 체의 

과반수 이상에서 통계  유의성이 산출되어 사회 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방법①과 방법②를 사용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t-검정과 Wicoxon 검정 결과가 통계 으로 

1% 수 에서 유의하다. 한편, COVID-19 이  기간의 분석결과를 보면 리미엄의 존재가 

더욱 뚜렷한데(패  B, ‘COVID 이 ’), 모든 경우에서 수익률 차이가 (-)값을 지니며, 방법

④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으로 1% 수 에서 유의하다. 이에 반해 COVID-19사태 발발 

이후에는 앞선 SRI채권 체표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리미엄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인다(패  

B, ‘COVID 이후’).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정리하면, 체 분석기간을 놓고 보면 사회 채권에 

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찰되는데, 이는 주로 COVID-19 이 의 결과에 의한 것이며, 

COVID-19 사태 발발과 함께 리미엄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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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수

사회 채권 매칭표본 차이

평균(a) 앙값 평균(b) 앙값
a-b

(t-test)

Wilcoxon

(p-value)

①사회 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119 1.668 1.651 1.830 1.956 -0.162** (0.00)

1년 296 1.647 1.621 1.923 1.980 -0.275** (0.00)

2년 518 1.593 1.621 1.985 2.088 -0.391** (0.00)

②사회 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639 1.748 1.830 1.939 2.053 -0.191** (0.00)

1년 1,773 1.686 1.676 2.039 2.088 -0.353** (0.00)

2년 4,504 1.628 1.665 2.144 2.196 -0.516** (0.00)

③사회 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94 1.711 1.716 1.811 1.933 -0.099** (0.02)

1년 212 1.658 1.611 1.684 1.793 -0.026 (0.02)

2년 369 1.584 1.579 1.578 1.662 0.007 (0.16)

④사회 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17 1.457 1.469 1.491 1.481 -0.035 (0.39)

1년 20 1.491 1.480 1.530 1.497 -0.040 (0.33)

2년 21 1.503 1.490 1.543 1.502 -0.041* (0.33)

<표 7> 사회적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

본 표는 매칭방법에 따른 사회 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맨 왼쪽 칼럼은 

사회 채권과 이에 응되는 매칭표본과의 발행일 차이를 허용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패  A에서 맨 

오른쪽 칼럼은 Wilcoxon 테스트 결과에 한 p-값을 의미하며, 패  B에서 사회 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평균에 한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한다. 사회 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차이에 한 t-test 

결과 99%,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로 표기한다. 

패  A: 체기간

그런데 <표 7>에 보고된 사회 채권의 결과와 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사회 채권의 경우 사모채권을 제외한 545종목 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발행한 상  3개사가 

516종목을 발행하여 체 사회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 이 95%에 이른다. 이 상  3개사는 

2019년부터 사회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은 사회

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3개사가 발행한 사회 채권은 채권 발행일 이 에만 

매칭표본이 존재하고 최 의 사회 채권 발행 이후에는 매칭표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많은 매칭표본들이 사회 채권보다 먼  발행된 채권이고, 사회 채권보다 

늦게 발행된 매칭표본은 많지 않다. 그런데, 2019년은 시장 리가 체로 하락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 채권보다 먼  발행된 많은 매칭표본들은 시장 리가 높았을 때 발행되었고, 

다수의 사회 채권이 매칭표본보다 나 에 발행되다 보니 시장 리가 상 으로 낮았을 때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법①과 방법②는 사회 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일 차이를 보간법 

는 외삽법을 통해 보정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시간 으로 나 에 발행된 채권의 발행수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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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이 COVID 이후

표본수
사회 채권

(a)

매칭표본

(b)

차이

(a-b)
표본수

사회 채권

(c)

매칭표본

(d)

차이

(c-d)

①사회 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98 1.735 1.914 -0.179 ** 21 1.355 1.437 -0.082 *

1년 243 1.718 2.023 -0.306 ** 53 1.323 1.460 -0.137 **

2년 247 1.717 2.026 -0.309 ** 271 1.480 1.947 -0.466 **

②사회 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509 1.844 2.072 -0.229 ** 130 1.373 1.419 -0.046 **

1년 1,505 1.745 2.134 -0.388 ** 268 1.353 1.510 -0.157 **

2년 2,319 1.725 2.182 -0.456 ** 2,185 1.524 2.103 -0.580 **

③사회 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78 1.781 1.913 -0.132 ** 16 1.370 1.311 0.059 

1년 178 1.724 1.811 -0.087 ** 34 1.318 1.022 0.296 **

2년 202 1.713 1.807 -0.094 ** 167 1.429 1.300 0.129 **

④사회 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6 1.668 1.725 -0.057 11 1.342 1.364 -0.022 

1년 9 1.673 1.734 -0.061 11 1.342 1.364 -0.022 

2년 10 1.680 1.741 -0.061 11 1.342 1.364 -0.022 

<표 7> 사회적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계속)

패  B: COVID 후

낮은 것은 사회 채권의 리미엄을 반 하기보다 낮은 시장 리를 반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방법③과 방법④는 사회 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일 차이를 선형보간 는 외삽법을 

통해 보정한 합성수익률을 사회 채권 발행수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발행시 에 따른 

시장 리 차이에 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패  B(COVID 이

기간)의 방법 ③의 결과를 보면, 발행일 차이의 허용치를 달리한 3개의 경우 모두에서 여 히 

수익률 차이가 유의한 (-)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이상을 종합하면, 패  B의 

COVID 이  분석결과가 우려한 바와 같이 이자율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이자율 변화에 한 이슈는 후반부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형태로 다시 

다루어진다.

<표 8>은 지속가능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보고하고 있다. 지속가능채권의 경우도 

녹색채권의 경우와 유사하게 매칭방법  발행일 차이에 한 허용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리미엄의 부호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수익률 차이의 통계  유의성도 몇 경우에만 국한되어 

발행 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코로나사태 발발 후의 분석 

역시 특별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데, 특히 COVID-19 이 기간의 경우는 표본수가 매우 

제한 이라 분석결과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20) 방법 ④의 경우, 표본의 크기 자체가 무 작아 분석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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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수

지속가능채권 매칭표본 차이

평균(a) 앙값 평균(b) 앙값
a-b

(t-test)

Wilcoxon

(p-value)

①지속가능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35 1.543 1.529 1.510 1.470 0.033 (0.30)

1년 41 1.533 1.507 1.547 1.485 -0.013 (0.47)

2년 44 1.549 1.518 1.566 1.502 -0.018 (0.43)

②지속가능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220 1.546 1.546 1.552 1.520 -0.006 (0.43)

1년 284 1.529 1.529 1.565 1.527 -0.037** (0.09)

2년 337 1.540 1.529 1.632 1.560 -0.092** (0.00)

③지속가능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33 1.564 1.546 1.569 1.491 -0.005 (0.39)

1년 35 1.574 1.546 1.585 1.491 -0.011 (0.42)

2년 36 1.561 1.538 1.556 1.491 0.004 (0.42)

④지속가능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29 1.543 1.529 1.521 1.482 0.022 (0.22)

1년 32 1.594 1.550 1.575 1.486 0.019 (0.25)

2년 32 1.594 1.550 1.575 1.486 0.019 (0.25)

<표 8> 지속가능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

본 표는 매칭방법에 따른 지속가능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맨 왼쪽 

칼럼은 지속가능채권과 이에 응되는 매칭표본과의 발행일 차이를 허용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패  

A에서 맨 오른쪽 칼럼은 Wilcoxon 테스트 결과에 한 p-값을 의미하며, 패  B에서 지속가능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평균에 한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한다. 지속가능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차이에 

한 t-test 결과 99%,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로 표기한다. 

패  A: 체기간

　

　

COVID 이 COVID 이후

표본수
지속가능

채권(a)

매칭표본

(b)

차이

(a-b)
표본수

지속가능

채권(c)

매칭표본

(d)

차이

(c-d)

①지속가능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1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7 1.688 1.702 -0.014  28 1.506 1.462 0.045 

1년  9 1.730 1.861 -0.131  32 1.478 1.458 0.020 

2년  9 1.730 1.861 -0.131  35 1.502 1.491 0.012 

②지속가능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최  10개의 일반채권 수익률

6개월 46 1.684 1.616 0.068 ** 174 1.509 1.535 -0.026 *

1년 60 1.706 1.639 0.067 
*

224 1.481 1.546 -0.065 
**

2년 79 1.734 1.771 -0.037 258 1.481 1.590 -0.109 **

패  B: COVID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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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이 COVID 이후

표본수
지속가능

채권(a)

매칭표본

(b)

차이

(a-b)
표본수

지속가능

채권(c)

매칭표본

(d)

차이

(c-d)

③지속가능채권 발행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7 1.688 1.719 -0.030 26 1.531 1.529 0.002 

1년 8 1.732 1.775 -0.043 27 1.527 1.528 -0.001 

2년 8 1.732 1.775 -0.043 28 1.512 1.494 0.018 

④지속가능채권 발행일 이 과 이후 각각 가장 가까운 일자에 발행된 2개 일반채권의 합성수익률

6개월 6 1.636 1.630 0.006 23 1.518 1.492 0.026 

1년 8 1.732 1.739 -0.007 24 1.548 1.520 0.028 

2년 8 1.732 1.739 -0.007 24 1.548 1.520 0.028 

<표 8> 지속가능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 비교(계속)

4.3 고정효과 회귀분석

이 에서는 SRI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낮은 수익률에 발행되는지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식은 Kapraun et al.(2019), Fatica et al.(2021) 등의 방법론을 따라 종속변수에 

SRI채권 여부가 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

  
  



     × 

                
  



 ×  

(1)

 식에서 종속변수인 는 시간 t에 i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 b의 발행수익률이다. 

는 발행자, 시간(연월), 만기, 신용등 , 발행 액 등에 한 고정효과(Fixed Effect)이다. 

만기는 Kapraun et al.(2019), Fatica et al.(2021) 등을 따라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여 만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의 값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Friewald et al.(2012), Kiesel and Schiereck(2015)  Wang 

et al.(2020) 등에 따라 20등 의 척도(AAA = 1, AA+ = 2, … C=20)로 나 고, 무등 인 

특수채의 경우에도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Zerbib(2019)에 따라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는 식 (1)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로서 채권이 

SRI채권이면 1이고,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COVID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기경보가 국내 감염병 기단계  최고등 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2월 

23일 이후에 발행된 채권인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그 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SRI×COVID는 SRI채권 여부와 감염병 이후 기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포착하여 코로나

사태가 SRI채권의 수익률 차이에 향을 미쳤는가를 보여 다. 

는 통제변수군으로서 다음 열 개의 변수를 포함한다. 먼 , 시장이자율의 변화를 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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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포함하며, BBB-등 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지 불능 험 리미엄(Default Risk Premium, DEF) 역시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는 보증(보증채권이면 1, 그 지 않으면 0), 커버드본드(커버드본드면 1, 그 지 

않으면 0), 후순 (후순 채권이면 1, 그 지 않으면 0), 콜옵션/풋옵션(콜옵션 는 풋옵션이 

있으면 1, 그 지 않으면 0), MBS채권(MBS채권이면 1, 그 지 않으면 0), 상장채권(상장채권

이면 1, 그 지 않으면 0), 변동 리(변동 리채권이면 1, 그 지 않으면 0) 여부 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이자주기를 포함한다. 한편,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시장이자율의 변화 추이를 통제하며, DEF는 지 불능 험 리미엄의 변화 추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두 통제변수는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구조  변화를 반 하기 

해 회귀식에 포함시켰는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경우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낮게 유지된 

시장 리의 향을, DEF의 경우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불확실성의 증 로 인한 채권시장의 

충격을 흡수해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식 (1)에서의 종속변수를 수익률에서 수익률 스 드로 교체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한다.

   
  



     × 


  



 ×     

(2)

 식에서 종속변수인  는 발행시 에 따라 시장수익률이 변동함으로써 발행

수익률에 향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해 채권 발행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 스 드이다. 모형 (2)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미 시장이자율 변화에 

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통제변수에 국고채 수익률을 포함하지 않는다.

<표 9>는 체 SRI채권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수익률 모형의 결정계수는 80% 

이상으로 주어진 독립변수들이 채권수익률의 횡단면 분포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익률 스 드 모형 역시 결정계수가 50% 이상으로 상당 수 의 모형설명력을 가진다. 

먼 , 핵심변수인 SRI의 경우, 여섯 개의 모형  다섯 개(1.a, 1.b, 1.c, 2.a, 2.c)에서 계수의 

추정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의 값을 나타낸다. 모델 설정에 따라 다소 다른 값을 보이기는 

하나 SRI채권의 리미엄은 (2.b)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모형에서 모두 5～10bp 사이의 

값을 가진다.  다른 핵심변수로서 SRI채권 발행 리미엄에 한 코로나사태의 향을 보여주는 

더미교차변수 SRI×COVID의 경우, 수익률 모형 체에서 계수가 모두 10% 는 그 이상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스 드 모형의 경우, 수익률만큼 강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형 (2.a)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패턴이 나타난다. 특히 모형 (1.a), (1.b), (1.c), (2.a)에서 코로나 

교차항 계수 추정치의 크기가 SRI 변수 계수의 추정치 크기에 육박하여 SRI채권이 가지는 

발행 리미엄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상당 부분 소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매칭표본을 

통해 살핀 것과 일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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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Yield 종속변수: Spread

(1.a) (1.b) (1.c) (2.a) (2.b) (2.c)

SRI -0.102
**

-0.050
*

-0.100
**

-0.069
**

0.005 -0.054
**

COVID -0.050** -0.062 0.011 0.175** 0.001 -0.040*

SRI×COVID 0.078** 0.044⁺ 0.079** 0.056* -0.022 0.033

RFR 0.817
**

0.539
**

0.826
**

DEF -0.064** 0.256**

보증 -0.188 -0.085 -0.185 -0.113 -0.068 -0.130

커버드 -0.139
⁺

-0.102 -0.131
⁺

-0.091 -0.045 -0.107

콜옵션 0.344** 0.336** 0.347** 0.358** 0.324** 0.343**

풋옵션 0.241** 0.221** 0.245** 0.260** 0.175* 0.232**

MBS -0.045
⁺

-0.033 -0.051
*

-0.090
**

-0.012 -0.070
**

상장채권 0.170** 0.129** 0.160** 0.113** 0.118** 0.154**

변동 리 -0.532** -0.526** -0.531** -0.518** -0.521** -0.523**

이자주기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고정효과

발행자 ✔ ✔ ✔ ✔ ✔ ✔

시간(연월) ✔ ✔

만기 ✔ ✔ ✔ ✔ ✔ ✔

신용등 ✔ ✔ ✔ ✔ ✔ ✔

발행 액 ✔ ✔ ✔ ✔ ✔ ✔

 0.802 0.814 0.802 0.537 0.579 0.550

표본수 6,596 6,596 6,596 6,596 6,596 6,596

<표 9> 전체 SRI채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표는 체 SRI채권에 한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발행수익률(모형 

1)과 발행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 스 드(모형 2)로 설정한다. 발행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경우, 무 험 수익률(RFR)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DEF는 BBB-등 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SRI채권, COVID-19 기간, 보증, 커버드본드, 콜옵션, 풋옵션, MBS, 상장채권, 변동 리는 각각 이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고정효과  만기의 경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20등 (AAA = 1, 

AA+ = 2, … C = 20)으로 나 고, 무등  특수채의 경우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99%, 95%, 90%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 +로 표기한다.

<표 10>은 녹색채권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다양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회귀모형 

모두에서 녹색채권의 리미엄은 찰되지 않는다. 종속변수를 발행수익률로 설정한 경우와 

수익률 스 드로 설정한 경우 모두에서 계수의 추정치가 (+)값을 가지며 통계  유의성도 

떨어진다. 더미교차항인 SRI×COVID 변수의 경우, 여섯 모형 모두에서 계수가 (+)값을 보이고 

두 개의 모형에서 유의성이 나타나 코로나사태가 SRI채권의 수익률 증가 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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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Yield 종속변수: Spread

(1.a) (1.b) (1.c) (2.a) (2.b) (2.c)

SRI -0.007 0.036 -0.008 0.018 0.060 0.037

COVID -0.068** 0.042 -0.006 0.192** 0.132 -0.059

SRI×COVID 0.190 0.095 0.201⁺ 0.224⁺ 0.091 0.158

RFR 0.769
**

0.602
**

0.778
**

DEF -0.065 0.298**

보증 -0.159 -0.045 -0.155 -0.071 -0.028 -0.095

커버드 -0.162 -0.160 -0.158 -0.075 -0.089 -0.074

콜옵션 1.236** 1.267** 1.240** 1.222** 1.219** 1.195**

풋옵션 0.475** 0.282 0.482** 0.498** 0.217 0.461**

상장채권 0.193
**

0.161
**

0.183
**

0.156
**

0.164
**

0.200
**

변동 리 -0.462** -0.456** -0.461** -0.440** -0.440** -0.445**

이자주기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고정효과

발행자 ✔ ✔ ✔ ✔ ✔ ✔

시간(연월) ✔ ✔

만기 ✔ ✔ ✔ ✔ ✔ ✔

신용등 ✔ ✔ ✔ ✔ ✔ ✔

발행 액 ✔ ✔ ✔ ✔ ✔ ✔

 0.719 0.739 0.719 0.490 0.536 0.501

표본수 2,203 2,203 2,203 2,203 2,203 2,203

<표 10> 녹색채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표는 녹색채권에 한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발행수익률(모형 1)과 

발행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 스 드(모형 2)로 설정한다. 발행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경우, 무 험 수익률(RFR)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DEF는 BBB-등 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녹색채권

(독립변수 SRI로 표 ), COVID-19 기간, 보증, 커버드본드, 콜옵션, 풋옵션, 상장채권, 변동 리는 각각 

이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고정효과  만기의 경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20등

(AAA = 1, AA+ = 2, … C = 20)으로 나 고, 무등  특수채의 경우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99%, 95%, 90%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 +로 표기한다.

<표 11>에는 사회 채권에 한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앞선 매칭표본을 통한 

분석에서와 같이 사회 채권의 분석 결과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다. 먼  발행수익률에 한 

리미엄 여부를 포착하는 SRI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의 종류와 무 하게 

8～12bp의 리미엄을 보이며 모두 1% 수 의 높은 통계  유의성을 보인다. 종속변수가 스

드인 경우 역시 유사하게 8～10bp에 가까운 리미엄을 보이며 통계 으로도 높은 수 에서 

유의하다(모형 2.a와 2.c). 코로나의 향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SRI×COVID 변수의 계수를 

보면 발행수익률과 스 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의 계수가 도출되어 COVID-19 시기 

이 에 형성된 사회 채권의 리미엄이 코로나사태 발발과 함께 약화 음을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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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체표본에서와 유사하게 계수의 크기가 SRI 계수에 육박하거나 과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속변수: Yield 종속변수: Spread

(1.a) (1.b) (1.c) (2.a) (2.b) (2.c)

SRI -0.123** -0.082** -0.120** -0.099** -0.012 -0.084**

COVID -0.085** -0.070 0.005 0.113** -0.028 -0.062**

SRI×COVID 0.135** 0.107** 0.137** 0.121** 0.034⁺ 0.102**

RFR 0.834** 0.663** 0.848**

DEF -0.097** 0.212**

보증 -0.133 -0.061 -0.127 -0.037 -0.022 -0.054

커버드 -0.141* -0.093 -0.126⁺ -0.121⁺ -0.041 -0.139*

콜옵션 0.237** 0.232** 0.240** 0.256** 0.232** 0.246**

풋옵션 0.274** 0.288** 0.278** 0.262** 0.225* 0.240**

MBS -0.020 -0.029 -0.028 -0.059** -0.015 -0.046*

상장채권 0.152** 0.124** 0.136** 0.104** 0.117** 0.139**

변동 리 -0.400** -0.396** -0.399** -0.379** -0.386** -0.384**

이자주기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고정효과

발행자 ✔ ✔ ✔ ✔ ✔ ✔

시간(연월) ✔ ✔

만기 ✔ ✔ ✔ ✔ ✔ ✔

신용등 ✔ ✔ ✔ ✔ ✔ ✔

발행 액 ✔ ✔ ✔ ✔ ✔ ✔

 0.888 0.896 0.888 0.595 0.644 0.609

표본수 3,163 3,163 3,163 3,163 3,163 3,163

<표 11> 사회적채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표는 사회 채권에 한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발행수익률(모형 1)과 

발행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 스 드(모형 2)로 설정한다. 발행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경우, 무 험 수익률(RFR)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DEF는 BBB-등 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사회 채권

(독립변수 SRI로 표 ), COVID-19 기간, 보증, 커버드본드, 콜옵션, 풋옵션, MBS, 상장채권, 변동 리는 

각각 이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고정효과  만기의 경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20등 (AAA 

= 1, AA+ = 2, … C = 20)으로 나 고, 무등  특수채의 경우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99%, 95%, 90%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 +로 표기한다.

지속가능채권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에 정리되어 있다. 지속가능채권의 경우에도 

종속변수와 고정효과의 변수설정과 무 하게 모든 회귀모형에서 리미엄이 찰되지 않고 

있다. 계수 추정치에 양수와 음수가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코로나사태의 향을 보여주는 SRI×COVID의 계수 역시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매칭표본을 통해 비교한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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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Yield 종속변수: Spread

(1.a) (1.b) (1.c) (2.a) (2.b) (2.c)

SRI 0.026 0.016 0.024 -0.005 0.017 0.019

COVID -0.074
**

-0.079 -0.025 0.174
**

-0.019 -0.062
**

SRI×COVID -0.087 -0.019 -0.079 0.006 -0.020 -0.052

RFR 0.778
**

0.398
**

0.786
**

DEF -0.052
*

0.287
**

보증 -0.185 -0.066 -0.182 -0.106 -0.062 -0.126

커버드 -0.171
*

-0.146
*

-0.163
*

-0.106 -0.084 -0.130
⁺

콜옵션 0.803
**

0.818
**

0.806
**

0.791
**

0.743
**

0.769
**

풋옵션 -0.075 -0.025 -0.072 -0.033 -0.047 -0.055

상장채권 0.163
**

0.141
**

0.154
**

0.103
**

0.140
**

0.152
**

변동 리 -0.558
**

-0.544
**

-0.557
**

-0.546
**

-0.540
**

-0.554
**

이자주기 -0.001
⁺

-0.001
⁺

-0.001
⁺

0.000 0.000 0.000

고정효과

발행자 ✔ ✔ ✔ ✔ ✔ ✔

시간(연월) ✔ ✔

만기 ✔ ✔ ✔ ✔ ✔ ✔

신용등 ✔ ✔ ✔ ✔ ✔ ✔

발행 액 ✔ ✔ ✔ ✔ ✔ ✔

 0.821 0.837 0.821 0.607 0.650 0.622

표본수 3,874 3,874 3,874 3,874 3,874 3,874

<표 12>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표는 지속가능채권에 한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발행수익률(모형 1)과 

발행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 스 드(모형 2)로 설정한다. 발행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경우, 무 험 수익률(RFR)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DEF는 BBB-등 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지속가능채권

(독립변수 SRI로 표 ), COVID-19 기간, 보증, 커버드본드, 콜옵션, 풋옵션, 상장채권, 변동 리는 각각 

이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고정효과  만기의 경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20등

(AAA = 1, AA+ = 2, … C = 20)으로 나 고, 무등  특수채의 경우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99%, 95%, 90%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 +로 표기한다.

이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 종류의 SRI채권  사회 채권을 심으로 유의한 

발행 리미엄이 찰되었으며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사회 채권의 발행수익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발행 리미엄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ESG경 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데 특히 COVID-19 

발발 이후 그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SRI채권의 수요에도 향을 미칠 수 

있어, 앞서 보고된 리미엄이 SRI채권 고유의 특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향도 반 한 것일 

수 있다. 특히, SRI채권 발행주체 부분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향을 받을 수 있는 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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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Yield 종속변수: Spread

일반기업 융기 공공기 일반기업 융기 공공기

SRI -0.049 -0.031 -0.136** -0.093⁺ -0.023 -0.084**

COVID 0.036 0.081* -0.049* -0.133⁺ 0.018 -0.113**

SRI×COVID 0.123 -0.014 0.216
**

0.221
*

-0.006 0.165
**

RFR 1.066** 0.838** 0.821**

DEF 0.168* -0.087** -0.135** 0.354** 0.241** 0.197**

보증 -0.058 0.001

커버드 -0.125 -0.098

콜옵션 1.373** 0.226** 1.352** 0.226**

풋옵션 0.252
**

-0.334
*

0.230
*

-0.276
*

MBS -0.034* -0.056**

상장채권 0.086 0.070** 0.077 0.062**

변동 리 0.046 -0.726
**

-0.140
**

0.002 -0.719
**

-0.124
**

이자주기 0.000 0.002** 0.000 0.002**

고정효과

발행자 ✔ ✔ ✔ ✔ ✔ ✔

만기 ✔ ✔ ✔ ✔ ✔ ✔

신용등 ✔ ✔ ✔ ✔ ✔ ✔

발행 액 ✔ ✔ ✔ ✔ ✔ ✔

 0.948 0.748 0.933 0.878 0.566 0.723

표본수 214 3,841 2,541 214 3,841 2,541

<표 13> 전체 SRI채권 발행주체별 회귀분석 결과

본 표는 체 SRI채권 발행자를 발행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는 발행수익률(모형 1)과 발행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 

스 드(모형 2)로 설정한다. 발행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경우, 무 험 수익률(RFR)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DEF는 BBB-등 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SRI채권, COVID-19 기간, 보증, 커버드본드, 콜옵션, 풋옵션, 

상장채권, 변동 리는 각각 이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고정효과  만기의 경우 

1년 이하는 1, 1～3년은 2, 3～5년은 3, 5～10년은 4, 10～20년은 5, 20～50년은 6, 구채는 7을 부여한다. 

신용등 은 20등 (AAA = 1, AA+ = 2, … C = 20)으로 나 고, 무등  특수채의 경우 1을 부여한다. 

발행 액은 억원 단 의 채권 발행 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99%, 95%, 

90%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각 
**, *, +로 표기한다.

이나 공공기 이기에 이러한 우려는 가 된다. 한편, SRI채권 표본  일반기업은 술한 

문제로부터 비교  자유로울 수 있어 일반기업이 발행한 SRI채권에서도 리미엄이 찰된다면 

앞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단, 일반기업의 SRI채권 분석에 있어 한 가지 제약은 

융기 이나 공공기 의 SRI채권에 비해 그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 이라 검정력이 

상 으로 약할 수 있다는 이다.

<표 13>은 일반기업을 포함하여 발행주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표에 보고된 

일반기업에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SRI의 계수가 모두 음이며 특히 스 드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추정된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0.093)가 융기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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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의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기업에서도 SRI 리미엄이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21)

일반 으로 SRI채권은 그 특성상 자 의 활용 범 가 특정 성격의 로젝트에 한정되는 

등 채권발행이 특정 산업에 쏠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특정산업에 한 쏠림 상이 심각하다면 

앞서 보고된 SRI채권의 발행 리미엄은 채권자체의 특성보다는 해당산업의 특성과 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화학·에 지산업에 사회 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은 융산업에 

집 될 가능성이 있다.22) 특정 산업으로의 쏠림 상을 통제하기 해 앞서 분석에서 사용된 

회귀분석모형 (2)에 화학·에 지산업 더미와 융산업더미를 SRI와 교차항 형태로 삽입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더미교차항이 모형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체표본과 

사회 채권 표본에서 핵심변수인 SRI의 계수가 1%의 높은 수 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RI의 계수값이 채권수익률이 종속변수로 쓰 을 경우, -0.109( 체

표본), -0.122(사회 채권), 스 드가 종속변수일 경우 -0.061( 체표본), -0.085(사회 채권)

로서 <표 9>나 <표 11>에 보고된 분석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이상을 고려할 때, 앞의 

매칭분석과 회귀분석에서 보고된 SRI채권의 발행 리미엄의 존재가 특정 산업효과의 쏠림 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23)

5. 토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SRI채권을 상으로 

리미엄 존재 여부에 해 실증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 나름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사회 채권의 경우, 발행 리미엄의 존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매칭표본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발행일 차이 허용범 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할 경우 약 10～19bp의 리미엄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경우 역시 약 8～12bp의 리미엄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이 게 형성된 사회 채권의 발행 리미엄은 코로나사태 발발과 함께 크게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은 앞에 언 한 사회 채권의 발행 리미엄이 채권발행에 소용되는 외부

검토비용과 사후 리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가이다.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의 평균 

발행규모가 각각 977억 원, 1,562억 원, 1,457억 원이고, 평균 만기가 각각 5.7년, 7.7년, 4.4년임을 

감안할 때 1bp 낮은 수익률로 발행할 경우 이자비용을 각각 5,569만 원, 12,027만 원, 6,411만 

21) 정부의 ESG정책기조와 련하여 훌륭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표한다.

22) 화학·에 지산업  융산업으로의 쏠림 상을 살피기 해 체 SRI채권 표본의 분포를 이들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녹색채권의 경우, 화학·에 지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종목 

수 기 으로 22.6%, 액 기 으로 24.1%로서 그리 높은 수 이 아니며, 사회 채권의 경우도 

융산업이 차지한 비 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융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종목수 기  69.4%, 액기 으로 62.7%로 높게 나타났다. 

23) 회귀분석 결과는 지면의 약을 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단, 자들에게 분석결과를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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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어도 사회 채권의 경우 8bp 이상의 발행 리

미엄이 찰되므로 채권발행에 소용되는 추가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RI채권  사회 채권을 심으로 채권 리미엄과 련한 뚜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서는 특징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론을 국내 SRI채권시장에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용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이한 분석방법을 용할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분석방법에 한 논의도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24)

논의를 맺기 에 본 연구를 포함한 SRI채권에 한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실증분석상의 

한계에 해 몇 가지 언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분석 상 데이터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최근의 설문조사나 연구들에서도 지속가능 투자와 련된 데이터의 문제 들에 해 언 하고 

있다. Economist의 Intelligence Unit이 2019년에 실시한 ESG투자 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32%가 ESG데이터의 부 당성(inadequacy of ESG data)을 지 하고 있다.25) 

ASIFMA(2020)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속가능한 융분야에서 가장 큰 데이터상의 문제로 

응답자의 56%가 ‘일 되지 않은 데이터’를 언 하고 있다. IFC and Amundi Asset Management

(2020)는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을 해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로 녹색투자의 식별, 측정, 

추 을 한 정보의 품질  가용성(quality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을 제시하고 있다. 

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녹색채권에 한 리미엄을 분석하기 해 주로 블룸버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Larcker and Watts(2020)에 의하면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잘못 

표시된 녹색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를 들어, 녹색채권으로 자체 라벨링된 

채권은 2013년 6월에 최 로 발행되었지만, 2013년 이 에도 이러한 녹색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자들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 조회한 SRI채권 데이터에서도 여러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은행이 2020년 9월 28일에 발행한 녹색채권(KR310215GA90)의 경우 

블룸버그에서는 비상장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해당 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화로 발행된 상당수의 SRI채권이 실제로는 상장되어 있으나 비상장으로 틀리게 

게시되고 있고, 이  일부는 상장된 것으로 올바르게 게시되고 있어 일 성을 찾기 힘들다. 

한, 원화로 발행된 SRI채권  가장 큰 규모의 발행실 을 기록한 주택 융공사의 사회 채권은 

세계 인 외부검토기 인 Sustainalytics로부터 외부검토(Second Party Opinion)를 받았음

에도 락되어 있는 등 블룸버그에서 SRI채권으로 분류하는 기 이 모호하다. 이처럼 데이터의 

결함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의 분석결과도 일 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 Gianfrate and Peri(2019)는 성향 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이용하여 

녹색채권과 유사한 일반채권을 매칭함으로써 표본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 방법 역시 여러 가정을 

충족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은 매칭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고정효과 회귀분석의 경우도 Larcker and Watts(2020)는 녹색채권의 

리미엄을 검증하는데 부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Green Intelligence: Asia’s ESG Investing Data Integrity and Technology(Intelligence Unit, 

2019)의 5페이지 <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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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불완 성으로 인해 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다. 환경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갖고 녹색채권이나 

사회 채권에 계속 투자하기 해서는 환경  사회문제 개선효과에 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EU Taxonomy에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Do no significant harm: DNSH)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26) 

하지만, UN의 로벌 투자자 네트워크인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는 DNSH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EU Taxonomy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 하고 있다. 를 들어,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부속서1’의 신재생에 지에 한 사업 

에서 태양 이나 풍력발 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 토지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효과도 

부수 으로 발생하며, 부정 인 효과는 훼손되는 나무들의 수종, 수령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나무들의 수종이나, 수령 등에 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제4장 ‘투자자 유의사항’에서도 해당 로젝트가 환경개선 효과보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더 큰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가용성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부정 인 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부 인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한계 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SRI채권이 창출하는 환경  사회문제 개선효과에 

해 의심을 가질 수 있다.27) 이러한 투자자들은 SRI채권을 일반채권과 구별하여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SRI채권에 한 리미엄도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28)

세 번째는 분석하는 방법론이 불완 할 가능성이다. 리미엄 존재여부를 분석하기 해 

가장 이상 인 방법은 SRI채권 발행일에 동일한 발행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한 일반채권을 

SRI채권과 비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는 녹색채권과 발행조건이 거의 동일한 일반채권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매칭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면 비교 상 채권과의 동질성은 높일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격하게 감소하여 표본의 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반면에 매칭조건을 

느슨하게 설정하면 표본 수가 증가하여 통계  유의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질 인 

채권과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를 들어 녹색채권 발행자의 경우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 

26)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Union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에서 2020년에 

발표한 Taxonomy Report: Technical Annex를 참조할 것.

27) 녹색채권이 원래 의도했던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칭해왔으나, 최근에는 사회 채권이 사회문제 해결 는 완화를 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 ‘소셜워싱(Social Washing)’이라는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

28) EU 집행 원회가 344개 EU기업을 상으로 그린워싱에 을 맞추어 2021년 1월 28일에 발표한 

웹사이트 스크리닝(screening of websites: sweep) 결과 50% 이상의 기업이 소비자가 정확히 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37%는 ‘친환경 인(eco-friendly)’, ‘지속가능한(sustainable)’과 

같은 모호하고 추상 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59%는 해당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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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와 동일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나,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일반채권이 없을 경우 동종 업계의 다른 발행자가 발행한 일반채권까지 매칭 상에 포함하고 

있다. 녹색채권과 일반채권의 만기 차이도 Larcker and Watts(2020)의 연구에서는 1년, Bachelet 

et al.(2019), Wang et al.(2020) 등의 연구에서는 2년, Hyun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6년으로 

허용범 의 차이가 크다. 만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Zerbib(2019), Wang et al.(2020), Hyun 

et al.(2020) 등의 연구에서는 선형보간 는 외삽법을 통해 합성수익률을 산출하여 비교하고 

있다. Ehlers and Packer(2017)의 연구에서는 선형보간 는 외삽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일반채권과 비교한다. Bachelet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녹색채권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채권과의 1:1 매칭을 우선 용하되, 필요 시 2개의 일반채권을 

이용하여 선형보간 는 외삽법을 통해 합성수익률을 산출한 후 녹색채권 수익률과 비교하고 

있다. Kaprau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녹색채권과 발행일이 가까운 일반채권을 최  10개까지 

매칭하여 비교한다. 이러한 매칭방법의 차이는 분석에 포함되는 표본의 크기에 지 한 향을 

주게 되며, 표본의 차이는 상이한 분석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SRI채권은 부분 신용등 이 우수한 기 이 발행29)하여 낮은 수 에서 발행수익률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수익률 차이도 미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형보간 는 외삽법을 사용하여 합성수익률을 구할 경우 실제와 괴리된 

값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SRI채권과 일반채권의 발행일 차이가 크고, 시장 리의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외삽법을 용할 경우 이러한 상은 더욱 심화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선형보간 

는 외삽법을 통해 합성수익률을 산출하면서 발행일 차이는 2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교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상이한 분석방법을 용할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만큼 분석방법이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교한 통계

분석에 더하여 시장참여자들이 느끼는 감 역시 시장의 실을 반 한 정보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장참여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30)

29) 2020년 12월 말 기 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625종목(사모채권 제외)의 SRI채권  507종목이 AAA

이며, AA- 미만은 1종목에 불과하다. 국의 녹색채권 시장을 상으로 분석한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159종목의 녹색채권  111종목이 AAA이며, 나머지 48종목도 AA 이상의 등 이다. 

Bloomberg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벌 녹색채권을 분석한 Hachenberg and Schiereck(2018)의 

연구에서도 7,032종목의 녹색채권  AAA, AA, A등 이 각각 3,241종목, 1,445종목, 1,691종목으로 

91%가 A등  이상의 채권이다.

30) CBI(2020b)에 따르면 34개국 86개 녹색채권 발행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기업의 평  제고이며, 렴한 조달비용은 상 으로 요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발행수익률에 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일반채권과 비슷하다고 답변하 고, 42%는 

일반채권보다 낮다고 응답하 으며, 일반채권보다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한, 

CBI(2021b)에 따르면 19개의 국가가 발행한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발행담당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SRI채권을 발행하는 주요 동기는 기후변화억제와 자국의 SRI채권시장 성장

이며, 렴한 조달비용은 낮은 순 를 나타냈다. 발행 리미엄의 경우 응답자들이 발행한 23개의 

SRI채권  4개는 통상 인 수익률에 발행되었고, 9개는 리미엄으로 발행되었으며, 10개는 

수익률곡선 수 에서 발행되어 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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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을 상으로 발행수익률에 

리미엄이 존재하는지에 해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매칭표본 

비교와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매칭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리미엄 존재여부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세 

종류의 SRI채권  사회 채권을 심으로 8bp 이상의 유의한 발행 리미엄이 찰되었다. 

그러나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사회 채권의 발행수익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발행 리미엄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특별한 패턴이 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학문 , 실무  의의를 지닌다. 먼 , SRI채권에 한 

지 까지의 해외연구는 주로 녹색채권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에 한 실증증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사회책임투자에 한 재무· 융분야의 부분 연구가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에 을 맞추고 

있으며, 채권시장에 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 로 SRI채권이 시장에 

미치는 향을 발행시장을 심으로 분석하 다는 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본 연구는 코로나사태 발생을 후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사태가 SRI채권시장에 

미친 향까지 고찰함으로써 코로나사태의 경제  효과에 한 추가 인 증거를 제시한다.

코로나 이후 환경과 사회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해 사회책임투자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연기  등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상된다.31) 이에 따라 향후 SRI채권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도 확 될 것으로 망된다.32) 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리미엄의 존재에 해 

보다 선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지속 인 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 국민연 은 2020년 기 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신규로 명시하고, 2021년부터 신규종목 

편입 시 ESG 평가결과를 반 할 계획이며, 향후 국내 채권 직  운용자산 280조 원  30%와 

탁 운용자산 43조 원 체에 해 ESG투자가 용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32) CBI(2018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효율 인 채권시장 인 라, 친환경 분야의 범 한 발행자 기반, 

연기 의 강력한 투자자 기반, 정부의 기후변화 응에 한 지지 정책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EU에서는 환경측면의 지속가능성 기  체계인 ‘EU Taxonomy’를 

2020년 6월에 발표하여 2022년부터 용할 정이고, 국내에서도 2021년 하반기 에 ‘K-Taxonomy’ 

발표를 비하고 있어 향후 련 산업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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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발행자
녹색채권 사회 채권 지속가능채권 SRI채권 합계

종목수 발행 액 종목수 발행 액 종목수 발행 액 종목수 발행 액

GS칼텍스 2 1,300 . . . .  2 1,300

KB국민카드 . . 5 2,500 . .  5 2,500

KB 융지주 . . . . 2 5,000  2 5,000

KB캐피탈 2 1,000 . . 4 3,000  6 4,000

SK에 지 4 5,000 . . . .  4 5,000

TSK코퍼 이션 1 1,100 . . . .  1 1,100

국민은행 . . 1 4,000 4 13,500  5 17,500

롯데지주 . . . . 1 500  1 500

롯데카드 . . 4 1,500 . .  4 1,500

부산은행 . . . . 1 1,000  1 1,000

삼성카드 . . . . 1 1,000  1 1,000

신한은행 1 2,000 . . . .  1 2,000

신한카드 . . 5 2,000 . .  5 2,000

신한캐피탈 . . . . 2 2,000  2 2,000

보험공사 . . 4 16,300 . .  4 16,300

우리은행 . . . . 4 9,500  4 9,500

우리카드 . . 1 1,000 . .  1 1,000

소기업은행 . . . . 4 13,500  4 13,500

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54 77,175 . . 54 77,175

하나카드 . . . . 3 2,000  3 2,000

하나캐피탈 . . . . 6 3,000  6 3,000

한국남부발 1 1,000 . . . .  1 1,000

한국산업은행 2 5,000 6 17,000 1 4,000  9 26,000

한국수력원자력 . . 3 3,000 . .  3 3,000

한국수출입은행 . . . . 1 3,500  1 3,500

한국장학재단 . . 45 21,800 . . 45 21,800

한국 력공사 . . . . 6 4,000  6 4,000

한국주택 융공사 . . 478 705,862 . . 478 705,862

한국 부발 . . . . 2 1,100  2 1,100

카드 9 6,900 . . . .  9 6,900

캐피탈 9 7,000 . . 4 2,300 13 9,300

커머셜 . . . . 3 2,500  3 2,500

합계 31 30,300 606 852,137 49 71,400 686 953,837

<부록 표> 기관별 SRI채권 발행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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