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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riticism of conventional shareholder supremacy triggered urges for incorporating the 
stakeholder perspective and the Environmental(E), Social(S) and Governance(G) issues in 
managerial decisions. However, the corporations in Korea still lack proper corporate gover-
nance to protect shareholder benefits from managerial agency problems. In that case, adopt-
ing vague, not readily assessable objectives may lead to a lack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and exacerbate the agency problem. We find that Tobin’s Q of firms without good gover-
nance declined when their environmental and social ratings improved, suggesting “E,” “S,” 
and “G” are not independent. Corporations should prioritize establishing proper governance 
for the stakeholder focus to achieve the intended welfar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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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과도한 주주지상주의의 폐단에 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및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즉 ESG 경영에 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 기업들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 조차도 뒤처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의 사후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경영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자원의 

사적 유용을 가능하게 하여 대리인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는 국내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부재하거나 시장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의 경우, ES평가의 개선이 기업

가치의 훼손을 동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문제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ES영역에 관한 성과가 바람직한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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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본 시장의 주요 화두는 단연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SG란 환경

(Environmental, “E”), 사회(Social, “S”), 지배구조(Governance, “G”)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비재무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UN Global 

Compact의 2004년 보고서
1)

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의해 구체적인 구성 요소가 공표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ESG의 중요성이 제창되었다. 특히나 근래에 들어 ESG에 관한 성과가 투자자 

수익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블랙록(BlackRock)을 위시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ESG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 또한 국민연금

공단이 2021년을 “국민연금 ESG 신경영 도약 원년”으로 제정하여 ESG 경영과 투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Friedman(1970)의 주장으로 대변 되듯이 

통상적으로 기업은 본업에 전념하여 이윤을 늘리는 것을 경영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Jensen and Meckling, 1976). 이에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는 적절한 

의사 결정 및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확립이 자본 시장 발전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었으며(Shleifer and Vishny, 1997), 이후 오랜 기간 투자자, 연구자 및 

정책 당국의 주요 관심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여러 장치 및 관련 제도와 규제가 도입 

되었다.
2)
 

한편 기업의 활동은 다양한 외부 효과를 유발하고, 이러한 외부 효과는 기업과 연관된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이러한 

외부효과를 경영 결정에 반영시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 및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 실패에 관한 기존의 접근법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정비하고, 기업은 주어진 제도 안에서 여전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Friedman, 1970). 그러나 금융 위기, 기후 변화,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며, 정책의 실패 및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와 함께 

기업 또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1) The Global Compact, 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Financial Sector Initiative. 

2) 가령 인센티브, 스톡옵션 등을 통한 경영자에 대한 보상 일치, 위임장대결(proxy fight), 기업인수의 

위협(threat of takeover), 사외이사 선임, 주주대표소송제도(derivative suit),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등을 관련 예시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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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b, 2019). 또한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의 

증진으로도 연결된다는 주장 - 즉, 기존의 G에 더하여 E및 S에 관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우월함 - 이 제기되며(Edmans, 2011; Deng 

et al., 2013; Ferrell et al., 2016),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주문하는 

움직임도 대두되었다.
3)
  

이처럼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혹은 환경 및 사회적 측면(ES)을 고려한 경영에 관한 요구는 

기존의 과도한 주주지상주의 및 이익추구 경영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ES의 추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방지된 건전한 지배구조(G)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가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G의 개선 없이는 ES의 추구가 반드시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윤 혹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명백한 평가 기준이 있었던 기존의 경영 목표에 비해, 

이해당사자 혹은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요소는 그 내포하는 바가 다소 불분명하며 

성과의 평가 또한 용이하지 못하다.
4)
 따라서 건전한 지배 구조의 확립 없이 이러한 사후 

평가가 어려운 항목을 경영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무(accountability)에 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 가령 “과시”를 위한 자원의 사적 유용(Bénabou and Tirole, 2010) 혹은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비효율적 ES 관련 투자(Edmans, 2020) - 우려가 있다(Tirole, 2001; 

Magill et al., 2015; Bebchuk and Tallarita, 2020; Choi and Jeong, 2022). 특히나 투명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아직 미비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Kook and Kang, 2011).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 기업의 자료를 조사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되었는지 실증 분석한다. 만약 건전한 지배구조의 부재 

하에서는 ES 목표의 추구가 오히려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악화시킨다면, 지배구조 상의 

문제점을 지닌 기업에서는 ES에 관한 성과가 개선되었을 때 기업 가치의 훼손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고, 반면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된 기업에서는 그러한 연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 S, G등급을 이용하여, G 

                                            
3) E, 혹은 S에 관한 성과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doing well by doing good, Bénabou and Tirole, 

2010; Edmans, 2020) 경로로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감소(Chava, 2014), 소비자 만족도의 

증가(Servaes and Tamayo, 2013), 조직충성도(employee loyalty)의 상승(Lee et al., 2013), 위험

관리(Krueger et al., 2020) 등이 제기 되었다. 

4) Tirole(2001), Magill et al.(2015), Edmans(2021) 등은 기업의 실제적인 환경적·사회적 영향은 

쉽게 식별, 관찰, 정량화 될 수 없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존하는 여러 기관들의 평가 지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Dimson et al., 

2020; Berg et al., 2020), 신뢰할 수 있는 척도의 부족이 ESG 경영 추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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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낮은 기업에 한해서만 ES등급의 변화와 Tobin’s Q의 변화가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음의 관계가 실제로 대리인 문제의 발현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만일 기업이 적절한 시장, 혹은 규제 당국의 감독 및 규율

(market or regulatory monitoring and discipline)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고 투자 결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Jensen and Meckling, 1976; Ang et 

al., 2000; Kini et al., 2004). 즉, 설령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라도 만일 더 적극적인 

시장 및 규제 당국의 감독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우리는 기업의 기업 규모 및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ES등급의 변화와 Tobin’s Q의 변화 간의 음의 상관 관계는 시장 감독이 약한, 즉 

기업 규모가 작거나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적은 기업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경우라도 기업의 G등급이 높을 경우에는 두 변수간 상관 관계가 약해짐을 보였다. 

더하여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ES등급의 상승 시에 더 많은 판매 및 관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비용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들의 ES등급의 상승은 과도한 비용의 집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기적

으로는 홍보 효과 등을 통해 매출의 개선을 이루었으나,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인해 장기

적인 기업 가치의 훼손을 유발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ESG 경영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E, S, G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E와 S의 추구를 위해서는 G의 확립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친환경” 혹은 “착한 기업” 등의 슬로건이 강조되며 건전한 의사 결정 

및 지배 구조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목표를 내세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의사 결정 및 지배구조의 확립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의 측정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ESG 경영과 기업 혹은 주주가치의 관계에 관한 문헌과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는 ESG 추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상반된 결론을 제시한다. 

즉, ESG 추구가 기업가치(Ferrell et al., 2016; Chang and Lee, 2021; Oh, 2021) 혹은 주식 

수익률(Edmans, 2011; Deng et al., 2013; Lins et al., 2017; Ding et al., 2021; Albu-

querque et al., 2020; Jang and Kim, 2013)과 정의 관계를 갖으며 자본조달비용을 감소

시키는 효과(Goss and Roberts, 2011; El Ghoul et al., 2011; Dhaliwal et al., 2011; Chava, 

2014)가 있음을 보인 연구가 있는 한편, 반대로 기업가치와 부의 관계(Masulis and Reza, 

2015; Di Giuli and Kostovetsky, 2014; Min and Kim, 2019; Kim and Lee, 2021)를 보이

거나 효과가 없었음(Bebchuk and Tallarita, 2020, 2021)을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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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E, S, 그리고 G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에서 벗어나 G가 E, S의 필요 조건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이는 Krüger(2015), Ferrell et al.(2016), Kook and Kang(2011) 등의 함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둘째로는 ESG 경영 구현의 현실적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관되어 있다. Tirole(2001), 

Magill et al.(2015), Edmans(2021) 등은 기업이 이해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식별 및 관측이 

어렵고 정량적 평가에 한계가 있어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여러 평가 기관들의 ESG지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Dimson et al., 

2020; Berg et al., 2020), 성과의 평가 또한 주로 자체 보고 된 하드 정보(self-reported 

hard information)에 의존하고 있어 책임의 부재와 더불어 경영진의 유인이 더욱 왜곡될 

우려 역시 제기 되고 있다(Edmans, 2021). 이와 관련하여 Choi and Jeong(2022)은 사회적 

책무에 관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은행들이 실제로는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폭 넓게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헌에 공헌한다.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는 적절한 의사 결정 및 지배 구조 확립이 자본 시장 발전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었으며(Shleifer and Vishny, 1997), 실증적으로도 좋은 지배구조는 기업가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La Porta et al., 2000; Gompers et al., 2003; 

Cremers and Nair, 2005; Black et al., 2006; Core et al., 2006; Bebchuk et al., 2009; 

Ammann et al., 2011; Yoon and Oh, 2005; Oh and Choe, 2011). 우리는 경영진에 의한 

자원의 사적/비효율적 유용의 한 형태로 소위 “ES” 경영이 남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ESG 혹은 CSR과 기업 가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양자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로는 Jang and Kim(2013), Byun(2018), Oh and Lee(2019), Leem(2019), 

Chang and Lee(2021), Oh(2021) 등이 있다. 반대로 양자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Min and Kim, 2019; Kim and Lee, 2021 등). Park and Shin(2021)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부의 관계를 가짐을 주장하였다. Kook and Kang(2011)은 

2008~2009년 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ESG등급이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CSR 활동과 

기업가치는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고,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CSR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에만 CSR 활동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ESG의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최근의 2016~2019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를 표본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CSR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CSR 활동이 기업가치 훼손을 동반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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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 관계를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Kook and Kang(2011)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기업 규모나 시장감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순히 ESG 혹은 CSR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사회에 대한 활동이 기업가치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 기업의 지배구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들에서 시장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업들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남을 보인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및 ESG 투자의 대두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Friedman(1970)의 주장 이래, 주주중

심주의는 기업 경영에 관한 일종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Grossman and Hart(1986), 

Hart and Moore(1990) 등은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의 관점에서 이에 관한 이론

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는데, 경영진이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자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기업 전체적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후의 학술적 혹은 정책적인 주요 관심은 현실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문제에 직면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의사 결정권을 지닌 경영진에 

의한 사적 이익 추구(Jensen and Meckling, 1976)를 방지하는 적절한 제도의 확립이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었으며(Shleifer and Vishny, 

1997),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대리인 문제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 시킴이 

학술적으로도 입증되었다(La Porta et al., 2000; Gompers et al., 2003; Cremers and 

Nair, 2005; Black et al., 2006; Core et al., 2006; Bebchuk et al., 2009; Ammann et al., 

2011; Yoon and Oh, 2005; Oh and Choe, 2011).  

그러나 최근 금융, 기후,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표되는 보건의 위기 등을 겪으며 

이러한 주주 중심 경영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종업원 혹은 지역 사회로 

대표되는 기업 활동과 연관된 여타 이해 관계 당사자(stakeholder)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경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

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Edmans, 2011; Deng et al., 2013; Ferrell et al., 2016). 

이에 소위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가 대안으로 부각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 중심 주의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경영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Schwab, 2019). 한편 투자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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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G) 문제에 더하여 기업이 환경(E) 및 사회(S)에 미치는 영향도 향후 수익률과 연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가령 Edmans, 2011; Deng et al., 2013; Ferrell et al., 

2016; Lins et al., 2017) 소위 ESG 측면에서의 성과를 투자 결정시에 반영할 것임을 

공언하는 기관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5)
  

2.2 대리인 문제에 관한 우려  

반면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경영의 실현에 관해서 현실적 한계 및 우려를 

표명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 경영이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선호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관련된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즉, 경영진의 책무(accountability)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이에 관한 사후 성과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 내 건전한 책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반면 환경, 혹은 사회적 영향에 관해서는 그 정의 및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경영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포괄 범위를 결정하는 

것조차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에 E 및 S에 관한 영향을 경영 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책무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오히려 자원의 사적 

유용을 포함한 대리인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Tirole, 2001; Magill et al., 

2015; Bebchuk and Tallarita, 2020; Choi and Jeong, 2022). 

이러한 문제는 기업 내 적절한 의사 결정 및 지배구조(G)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더욱 심각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 E와 S에 관한 강조는 과도한 주주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어느 정도 G의 문제가 개선이 되고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에 관한 

우려가 작아진 상황에서 여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비판적인 주장은 ‘사회적’ 효과라는 불명확한 목표의 추구는 책무의 부재를 야기해 다시 

G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여전히 다수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G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ES

영역에의 투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무관하게 경영진의 

사적 효용을 추구하거나 혹은 단순히 시류에 영합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결정이 될 우려가 

더욱 크다(Kook and Kang, 2011). 이에 우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ES영역에서의 성과 개선이 기업가치의 저하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업 내 지배구조의 개선 외에도 적절한 시장, 혹은 규제 당국의 감독 및 규율 

(market or regulatory monitoring and discipline) 역시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며 

                                            
5) 가령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핑크(Larry Fink)가 보낸 연례 서한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2020-larry-fink-ceo-letter 

https://www.blackrock.com/us/individual/2021-larry-fink-ceo-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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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결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Jensen and Meckling, 1976; Ang et al., 2000; Kini et 

al., 2004). 이에 우리의 맥락에서는 설령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라도 더 강한 시장 

및 규제 당국의 감독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다음의 추가 가설을 얻을 수 있다.  

가설 1-1: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ES 영역에서의 성과 개선이 기업가치의 저하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취약하더라도 적극적인 시장 

혹은 규제 당국의 감독에 노출되어 있으면 상기의 상관 관계가 관측되지 않을 

것이다.   

3.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ESG등급 변수는 한국기업지배

구조원의 기업별 ESG등급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그 외의 기업 회계 변수 및 주식

시장 관련 변수는 에프엔가이드의 DataGuide에서 가져왔다. 우리의 표본 데이터는 이 두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ESG등급을 매년 발표해왔다.
6)
 하지만 한국에서의 ESG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우리는 2010년대 중반 이후인 2016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를 본 연구의 데이터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7)
 

기업들은 E, S, G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S, A+, A, B+, B, C, D의 일곱 등급 중 하나를 

부여 받으며 그 해 10월~11월 경에 등급이 발표된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에서 S등급이 

나타난 것은 2017년 “신한지주”의 G등급이 유일하므로, 이상치(outlier)에 대한 보정의 

의미에서 S등급은 A+등급으로 치환하였다. 따라서 A+부터 D까지 6개의 등급이 사용되었으며,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D등급에는 1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값을 증가시켜 가장 높은 

A+등급에는 6을 부여하여 등급을 수치화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는 ES등급의 변화(△ES)이다. ES는 E등급 값과 S등급 

                                            
6)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가 매년 기업의 ESG 평가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본 연구가 사용한 전자는 무료로 등급의 열람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유료 구독만이 가능하다. 특정 

평가기관의 등급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 다른 기관이 발표한 ESG등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Dimson et al., 2020; Berg et al., 2020) 단일 기관의 등급만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국내에서 2021년부터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 및 ESG 경영에 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이에 

이전에 비해 주식 가격이 E 혹은 G에 관한 정보를 동일 조건하에서는 더욱 잘 반영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 확산 및 정책 개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였고 이를 분리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였다. 아울러 데이터 기간을 

2011년부터 2019년으로 확장하여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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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동일가중평균 한 값이고
8)
, △ES는 이번 년도의 ES값에서 전년도 ES값을 차감한 값, 

즉 △ES(t) = ES(t)-ES(t-1)을 의미한다. 다른 주요 설명 변수는 Governance이며 분석에 

따라 그 해의 G 중앙값을 기준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또는 G값 자체

(1~6)가 사용된다. 

주요 종속변수는 Tobin’s Q의 변화(△Tobin’s Q)이다. Tobin’s Q는 자본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장부가치의 합산 값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통제 변수로는 Size, 

Cash ratio, Leverage, ROA 네 가지를 썼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ize는 총자산 

항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Cash ratio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을 총자산 항목으로 

나눈 값이다; Leverage는 총부채 항목을 총자산 항목으로 나눈 값이다; ROA는 영업이익을 

총자산 항목으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S와 G등급에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이상치(outlier)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 하위 각각 1%를 기준으로 조정(winsorizing) 

하였다. 최종 표본은 3,221개 관측치의 기업-년 패널 데이터이다.  

<표 1>은 표본데이터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낸다. ES와 G의 평균(Mean)값이 3에 근접하는데, 

기업들의 ES, G등급이 평균적으로 B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Tobin’s Q의 평균값이 

1.221이며, 기업지배구조원의 ESG등급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장부가치 

대비 자산의 시장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verage의 평균 값은 0.47이며 표본 

기업들이 보통 자본과 비슷한 규모의 부채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ROA의 평균 값은 양의 

값이며, P1의 값을 봤을 때, 크게 손실을 보는 기업 역시 ESG등급 평가에 포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요약 통계량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나타낸다. ES, G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상하 1% 내에서 이상치를 조정(winsorizing)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부록>의 <표 A1>에 

표기하였다. 

Variable Mean Std.Dev. P1 P25 Median P75 P99 

ES 2.796 1.027 1.500 2.000 2.500 3.500 5.500 

G 3.011 0.988 1.000 2.000 3.000 4.000 6.000 

Tobin's_Q 1.221 0.905 0.412 0.780 0.951 1.274 6.390 

Size 27.330 1.738 24.368 26.109 27.022 28.208 32.828 

Cash ratio 0.078 0.071 0.002 0.029 0.058 0.104 0.366 

Leverage 0.470 0.223 0.065 0.285 0.468 0.626 0.935 

ROA 0.034 0.057 -0.180 0.009 0.032 0.061 0.197 

ROE 0.016 0.189 -1.166 0.004 0.049 0.090 0.363 

SG&A/Sales 0.225 0.225 0.022 0.077 0.134 0.288 1.028 

                                            
8) 따라서 ES등급의 등급 간 차이 값은 0.5이며, 총 11개의 등급 구간(1, 1.5, 2~5.5, 6)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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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약 통계량(계속) 

Variable Mean Std.Dev. P1 P25 Median P75 P99 

R&D/Sales 0.013 0.030 0.000 0.000 0.001 0.009 0.174 

R&D/SG&A 0.056 0.099 0.000 0.000 0.005 0.073 0.493 

AD/Sales 0.010 0.019 0.000 0.000 0.001 0.010 0.107 

Labor ex-
pense/Sales 

0.080 0.093 0.007 0.027 0.047 0.093 0.521 

Labor ex-
pense/SG&A 

0.377 0.149 0.062 0.274 0.367 0.474 0.748 

STD ratio 0.289 0.211 0.000 0.107 0.275 0.442 0.802 

FCF ratio 0.005 0.094 -0.359 -0.033 0.012 0.052 0.293 

Payout ratio 0.101 0.142 0.000 0.000 0.056 0.141 0.862 

Analyst Coverage 3.582 5.979 0.000 0.000 0.000 5.000 23.000 

Number of  

Observation 

3,221 

<그림 1>은 기업 규모 별 그룹 구분, 즉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각각에 대한 ES와 

G등급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업규모 별 구분은 관련 조직의 법령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구분되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분되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

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된다.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TS2000 데이터베이스의 기업 규모 별 그룹 구분 데이터를 이용 

하였으며, 표본에서 각 그룹별로 중소기업은 441개, 중견기업은 1,939개, 대기업은 687개의 

관측치를 가진다.
9)
 Panel A에서, 중소기업의 ES등급 분포는 D~B+ 사이에 있으며, B+ 

이상의 등급을 가진 기업은 없다. 중견기업들 중 대다수는 C~B+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

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등급을 가진다. 대기업 그룹에서는 양극단인 D, A+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B+ 이상의 높은 등급의 비중이 중견기업보다 높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이 환경, 사회 부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음을 보여준다. Panel B는 기업 

규모 별 그룹에 대한 G등급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대기업에서 B+ 등급의 비중이 특히 높다는 

특이점을 제외하면, 앞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종합하면, <그림 1>의 그래프에서 ES, G 

그리고 기업 규모 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9) 기업 규모 별 그룹 분석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기업의 관측치 수는 

15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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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 규모 그룹별 ES등급과 G등급의 분포 

    Panel A: ES등급 분포 

 

    Panel B: G등급 분포 

 

4. 실증 분석 결과 

4.1 ES등급의 결정 요인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기업의 ES등급이 어떠한 재무적 특성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상관 관계에 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기업 가치 

변화의 유발 요인을 추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특정 연도의 기업별 ES 

등급을 해당 기업의 전년도 재무 변수에 회귀 분석하여, 다음의 식을 추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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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α 는 산업고정효과(industry fixed effects), tα 는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

이며 , 1i tX − 는 기업의 ES등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상정되는 재무 변수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검정에서는 기업별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의 추정 결과는 <표 2>에 보고되어 있으며 Panel A에서는 모든 표본 기업을 

사용하였다. 모형 (1)에서는 우선 기업의 자산 규모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의 특정 

재무 변수가 기업의 ES등급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Tobin’s Q, Cash ratio, Leverage, 

ROA, SG&A/Sales, R&D/Sales, AD/Sales, Labor/Sales, STD ratio, FCF ratio, Payout ratio.  

추정 결과 ES등급이 높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Tobin’s Q 및 단기 부채 의존도가 낮고 

free cash flow의 비중은 높은 반면 payout ratio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여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현저한 기업의 그것과 상통하며(Jensen, 

1986; Harvey et al., 2004), 높은 ES등급이 한편으로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더하여 높은 ES등급은 유의하게 높은 부채 비율 및 낮은 

현금 보유 비율 연관되어 있는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ES등급과 기업특성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2>에서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ES등급과 기업특성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Panel A 는 

식 (1)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이고, Panel B는 기업 규모 별로 그룹을 나누어 각각 식 (1)을 추정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통계 검정에서는 기업별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 

Panel A: ES등급과 기업특성변수들간의 상관관계 

Variable ES (1) ES (2) 

Size  0.396(20.150)*** 

Tobin’s Q -0.045(-2.571)** 0.023(1.573) 

Cash ratio -1.011(-2.805)*** -0.420(-1.364) 

Leverage 1.235(7.274)*** 0.268(1.897)* 

ROA 1.765(4.004)*** -0.275(-0.765) 

SG&A/Sales 0.002(0.008) -0.243(-1.064) 

R&D/Sales 4.849(4.769)*** 2.959(3.356)*** 

AD/Sales 3.623(1.819)* 0.066(0.043) 

Labor/Sales -1.679(-2.694)*** 0.396(0.768) 

STD ratio -0.821(-6.050)*** -0.213(-1.942)* 

FCF ratio 0.304(1.687)* 0.387(2.509)** 

Payout ratio -0.021(-2.003)** -0.010(-1.169) 

F-Value 14.27*** 44.08*** 

Observations 2,998  2,998  

R-Squared 0.1039 0.3929 

Year Fixed Effect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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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S등급과 기업특성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계속) 

Panel B: 기업 규모 그룹별 ES등급과 기업특성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기업 규모 그룹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Variable ES (1) ES (2) ES (3) ES (4) ES (5) ES (6) 

Size  0.032 0.313***   0.379 ***

  (0.606) (9.904)   (9.715)  

Tobin’s Q -0.019* -0.017* 0.034 0.067* -0.059  0.202 ***

 (-1.935) (-1.657) (0.966) (1.872) (-0.635)  (2.940)  

Cash ratio 0.796** 0.815** -1.015** -0.891** -1.239  0.099  

 (2.095) (2.105) (-2.140) (-2.168) (-1.141)  (0.128)  

Leverage 0.446** 0.428** 0.575*** 0.066 1.681 *** 0.613  

 (2.474) (2.336) (3.289) (0.385) (3.166)  (1.326)  

ROA 0.500 0.399 1.049* -0.032 1.709  -0.537  

 (0.887) (0.707) (1.883) (-0.062) (1.285)  (-0.492)  

SG&A/Sales 0.227 0.201 -0.392 -0.556* -0.512  -0.309  

 (0.683) (0.618) (-1.345) (-1.948) (-1.031)  (-0.779)  

R&D/Sales 0.826 0.864 5.707*** 4.463*** 6.084  -0.317  

 (1.013) (1.052) (4.327) (3.377) (1.241)  (-0.115)  

AD/Sales -2.956** -3.051** 6.892** 3.728* 7.378  1.231  

 (-2.074) (-2.103) (2.561) (1.678) (1.580)  (0.413)  

Labor/Sales -0.160 -0.117 -0.534 0.636 -0.902  1.088  

 (-0.239) (-0.177) (-0.578) (0.707) (-0.529)  (1.015)  

STD ratio 0.008 0.009 -0.372** -0.120 -1.247 *** -0.261  

 (0.053) (0.063) (-2.554) (-0.853) (-2.637)  (-0.584)  

FCF ratio 0.396** 0.401** 0.285 0.366* 0.148  0.344  

 (2.158) (2.179) (1.290) (1.805) (0.287)  (0.824)  

Payout ratio -0.004 -0.005 0.054 0.036 -1.176  -0.428  

 (-0.763) (-0.810) (1.473) (0.882) (-1.650)  (-0.812)  

F-Value 2.33** 2.14** 6.04*** 12.88*** 2.50 *** 10.02 ***

Observations 440  440  1,921  1,921  629  629  

R-Squared 0.0781 0.0797 0.0724 0.2082 0.0950  0.3571  

Year FE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기업의 자산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의 자산 규모를 추가 통제 변수로 포함할 경우, 모형 (2)에서 

볼 수 있듯 자산 규모는 기업의 ES등급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한편, Tobin’s Q 

및 payout ratio는 더 이상 ES등급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 않게 된다. 한편 단기 부채 

의존도 및 free cash flow는 여전히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ES등급과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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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Panel B에서는 같은 모형을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그룹 별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산 규모를 비롯한 모든 

통제 변수를 포함할 경우, 대기업의 ES등급은 자산 규모 및 Tobin’s Q에 관해서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모형 (6)). 이는 대기업의 경우 높은 ES등급이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

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모형 (2)), 즉 중소기업의 높은 ES등급은 더욱 낮은 Tobin’s Q 및 높은 

현금 보유 혹은 free cash flow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다 엄격한 시장의 규율에 노출된 

대기업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한 중소기업에서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큼을 고려하면, <표 2>의 상관 관계는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투자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 이러한 가설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도록 한다.   

4.2 ES등급의 상승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가 

구체적인 회귀 분석에 앞서 ES등급의 변화와 기업 가치 변동의 관계를 지배 구조의 

건전성과 연관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우리는 개개의 기업을 해당 기업의 전년도 지배 

구조 등급 및 기업간 중앙값에 의거하여 High-G 그룹과 Low-G 그룹으로 양분한다. 

High-G그룹은 전년도 지배 구조 등급이 전체의 중앙값 이상인 건전한 지배 구조를 지닌 

기업을 포함하며, 나머지 지배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Low-G그룹에 포함된다.  

<그림 2>는 High-G및 Low-G그룹 각각에 대하여 연도별 ES등급의 변화(△ES)와 Tobin’s 

Q의 변화(△Tobin’s Q)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를 보고하고 있다. Panel A는 각각의 

그룹 별로 전년도 대비 ES등급이 “하락”, “현상 유지”, “상승”을 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Tobin’s Q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배구조가 양호한 

High-G 그룹에 관해서는 ES등급의 변화와 Tobin’s Q의 변화 사이에 뚜렷한 상관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 구조가 취약한 Low-G그룹의 경우 ES등급의 개선이 보다 큰 

Tobin’s Q의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제 2장의 가설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배 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ES등급의 상승은 평균적으로 13.5%p의 Tobin's Q 

감소를 수반하였으나, ES등급 하락 시에는 3.8%p 감소에 불과하였다.  

Panel B에서는 Tobin’s Q변화의 중앙값을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High-G 및 Low-G 그룹 

각각에 대하여 ES등급의 변화와 Tobin’s Q의 변화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Tobin's Q변화의 평균값을 이용한 Panel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경우에는 ES등급의 개선이 더욱 큰 Tobin’s Q의 하락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배구조가 양호한 그룹의 경우에는 ES등급의 변화와 Tobin’s Q의 변화 

사이에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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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그룹별 ES등급 변화에 따른 Tobin’s Q변화 

 Panel A: Tobin's Q 변화의 평균값 

 

 Panel B: Tobin's Q 변화의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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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X 는 다음의 기업별 통제 변수를 포함하며, 내생성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t-1)를 

사용한다: Size, Cash ratio, Leverage, ROA.  

,i tGovernance 는 해당 년도 기업 i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다음의 두 가지 

정의를 사용하였다, 우선 <표 3>의 Panel A에서는 G등급의 연도별 중앙값을 이용한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High-G 그룹 기업은 , 1i tGovernance = , Low-G 그룹은 , 0i tGovernance = 을 

할당하였다. 더하여 Panel B에서는 등급의 변화로 인한 연속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G등급 원 점수(1~6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내생성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t-1)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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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0β < ),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는 개선이 

되는지(즉 3 0β > ) 여부를 검증한다. 

<표 3> Tobin’s Q 변화, ES 변화 그리고 지배구조 간의 관계 분석  

<표 3>에서는 Tobin’s Q 변화, ES변화 그리고 지배구조간의 관계를 식 (2)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Panel A는 Governance 변수로 G등급 값이 중앙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사

용하고, Panel B는 G등급 원 점수를 사용한다. 통계 검정에서는 기업별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 

Panel A : Governance 변수로 G 더미변수 사용 

Variable △Tobin's Q (1) △Tobin's Q (2) △Tobin's Q (3) △Tobin's Q (4) 

△ES -0.069*** -0.066*** -0.063** -0.061** 

 (-2.716) (-2.614) (-2.519) (-2.429) 

Governance 0.035** 0.042*** 0.007 0.015 

 (2.100) (2.599) (0.429) (0.949) 

△ES ∙ Governance 0.071** 0.067** 0.081*** 0.077*** 

 (2.494) (2.365) (2.854) (2.721) 

Firm-Level Controls No Yes No Yes 

F-Value 4.48*** 6.99*** 2.97** 6.35*** 

Observations 3,221 3,221 3,221 3,221  

R-Squared 0.0048 0.0220 0.0028 0.0201 

Year Fixed effects No No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Panel B: Governance 변수로 G등급 원 점수 사용 

Variable △Tobin's Q (1) △Tobin's Q (2) △Tobin's Q (3) △Tobin's Q (4) 

△ES -0.125** -0.118** -0.118** -0.114** 

 (-2.438) (-2.296) (-2.314) (-2.229) 

Governance 0.009 0.003 0.008 0.010 

 (1.595) (0.421) (1.120) (1.443) 

△ES ∙ Governance 0.033** 0.031** 0.033** 0.032** 

 (2.472) (2.275) (2.441) (2.348) 

Firm-Level Controls No Yes No Yes 

F-Value 2.69** 8.71*** 2.28** 6.13*** 

Observations 3,221 3,221 3,221 3,221  

R-Squared 0.0029 0.0253 0.0024 0.0197 

Year Fixed effects No No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Panel A는 더미 변수를 이용해 Governance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모형 

(1)과 (3)은 기업별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모형 (2)와 (4)는 포함을 한다. 아울러 

모형 (1)과 (2)는 연도별 더미를 제외하고 있으며 모형 (3)과 (4)는 포함을 하고 있다. 추정의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행의 1β 에 관한 추정 값에서 볼 수 있듯, 

ES등급의 1단계 상승은 모형에 따라 평균적으로 6~7%p의 Tobin’s Q 하락을 수반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3행의 3β 에 관한 추정 값에서 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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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Low-G 그룹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가 건전한 

High-G 기업의 경우, 1 3β β+ 의 추정 값에서 알 수 있듯 ES등급의 상승은 모형에 따라서 

Tobin’s Q의 변화와 무관하거나 미미하게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지배 구조 등급의 점수를 사용하여 ,i tGovernance 변수를 정의한 Panel B

에서도 확인이 된다. 1행의 추정 결과에서 보듯, 모형 (1)부터 (4)의 모든 모형에 대해서 ES

등급의 상승은 유의하게 기업 Tobin’s Q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3행의 추정 결과는 

이러한 패턴은 건전한 지배구조의 부재와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지배 구조 

등급이 B+ 이상(즉, 환산 점수 4점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ES등급의 상승이 기업가치의 

훼손을 동반한다고 할 수 없다. 

4.3 지배구조의 부재와 시장 감독의 역할 

우리는 전 절에서 지배구조 등급이 보다 낮은 기업일 경우 ES등급의 변화와 기업가치의 

변화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즉 ES등급의 상승과 기업 가치의 훼손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큼을 살펴보았다. 즉,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 및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과 제고를 위한 결정이 설령 기업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강행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지배구조 등급은 기업들의 여타 다른 특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회귀 분석 시에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적절하게 통제

되지 않았을 경우, 지배구조가 아닌 여타 비통제 요인으로 인해서 특정 형태의 기업가치 

변화가 발생하였을 식별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업들을 시장 규율의 정도에 따라 복수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추가 

분석을 한다. 제 2장의 가설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장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작을 것이다 

(Jensen and Meckling, 1976; Ang et al., 2000; Kini et al., 2004). 아울러 이 경우는 설령 

그룹 내 두 기업 간에 우리가 관측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차이가 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둘 사이의 대리인 문제의 정도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시장 규율이 약한 그룹의 

경우는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고, 그러한 그룹 내에서는 지배구조 등급이 

다른 두 기업 간에 실제로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차이가 더욱 클 것이다. 

4.3.1 기업 규모와 대리인 문제  

우리는 앞서 <표 2>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높은 ES등급과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즉, 규제당국 혹은 기관 투자자의 개입이 더욱 

적극적인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시장의 엄격한 감시에 노출되어 

있어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ES영역에의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는 ES등급의 개선이 Tobin's Q의 감소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좀 더 현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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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하기 위해 <표 4>에서는 <표 2>의 경우와 같이 샘플 기업들을 중소기업, 중견

기업, 그리고 대기업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표 3>의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10)

 이전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더미 변수(Panel A)와 등급 원 점수 

(Panel B)를 사용하여 구별하였으며 두 경우의 결과는 유사하다.  

<표 4> 기업 규모 그룹별 관계 분석  

<표 4>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Tobin’s Q 변화, 

ES변화 그리고 지배구조간의 관계를 식 (2)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Panel A 는 Governance 변수로 

G등급 값이 중앙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고, Panel B는 G등급 

원 점수를 사용한다. 통계 검정에서는 기업별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 

Panel A: Governance 변수로 G 더미변수 사용 

기업 규모 그룹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Variables △Tobin's Q (1) △Tobin's Q (2) △Tobin's Q (3) 

△ES -0.333** -0.055* -0.001 

 (-2.496) (-1.787) (-0.015) 

Governance 0.154* -0.020 -0.010 

 (1.824) (-1.290) (-0.253) 

△ES ∙ Governance 0.486* 0.059 0.022 

 (1.854) (1.629) (0.524) 

Firm-Level Controls Yes Yes Yes 

F-Value 4.42*** 4.58*** 2.05* 

Observations 441 1,939 687  

R-Squared 0.0485 0.0303 0.0279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Panel B: Governance 변수로 G등급 원 점수 사용 

기업 규모 그룹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Variables △Tobin's Q (1) △Tobin's Q (2) △Tobin's Q (3) 

△ES -0.950** -0.119 -0.007 

 (-2.492) (-1.226) (-0.117) 

Governance 0.081 0.001 -0.007 

 (1.602) (0.106) (-0.714) 

△ES ∙ Governance 0.322* 0.033 0.006 

 (1.959) (1.085) (0.480) 

Firm-Level Controls Yes Yes Yes 

F-value 4.24*** 4.34*** 2.04* 

Observations 441 1,939 687  

R-Squared 0.0441 0.0295 0.0279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10) 각 그룹 내에서의 샘플 사이즈가 줄어드는 관계로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전체 샘플을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다소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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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에서 볼 수 있듯, ES등급 변화와 Tobin's Q 변화의 음의 상관관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ES등급 상승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지배구조가 양호할 경우

에는 상쇄가 되는데(3행), 이러한 효과 역시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 보다 집중적인 시장 및 정책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비효율적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고 이는 ES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그러한 감시가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ES영역에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지만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비효율성을 억제할 수 있다.   

4.3.2 애널리스트 커버리지와 대리인 문제  

다음으로 시장의 감시를 반영할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실증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업 별로 당해 년도 말 기준으로 기업에 투자의견을 제시한 증권사의 

수(Analyst Coverage)
11 )

를 시장 규율의 척도로 사용한다. 이 값은 에프엔가이드의 Data-

Guide 내 “투자의견 전체 수” 항목에서 얻을 수 있다. 즉,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큰 기업일 

수록 보다 엄격한 시장의 감독에 노출되어 있어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Dyck et al., 2010; Yu, 2008).
12)

  

<표 5>는 <표 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nalyst Coverage를 이용하여 샘플 기업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모형 (2)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샘플 상장 기업 

중 증권사 보고서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먼저 이 그룹을 low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더하여 나머지 그룹을 중간 값을 이용하여 Analyst Coverage가 1에서 

6일 경우를 middle 그룹, 그리고 7 이상일 경우를 high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그룹간 시장 규율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4>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 ES등급의 

변동과 Tobin's Q 변화의 관계를 추정한 1행의 추정치를 보면,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적은 

기업들의 경우 ES등급의 상승이 Tobin's Q의 하락과 동시에 일어났으나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기업 가치 하락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투자자 및 시장의 감시가 소홀할 경우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형태의 ES투자가 

일어날 우려가 더욱 크다는 우리의 가설과 부합한다.  

, , 1i t i tES Governance −C 의 효과를 측정한 3행의 추정치 역시 기업 규모의 차이를 이용한 <표 

4>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즉,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큰 기업들의 경우 1행의 

                                            
11) 투자의견를 제시한 증권사의 수로 0~26의 값을 가진다. 이 중에서 투자 의견이 전혀 없는 표본, 

즉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0인 표본 수는 전체의 약 55%(1,778개)를 차지한다. 

12)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크면 기업의 가시성(visibility)이 증가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투명할 경우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자본 비용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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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볼 수 있듯 애초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 등급의 높고 

낮음이 대리인 문제의 방지와 큰 상관이 없다. 한편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부재한 low 

그룹의 경우 Panel A에서 1 3 0β β+ ≈ , Panel B에서 3 0β > 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애널

리스트 커버리지 및 시장 규율의 정도가 미미한 기업일지라도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리인 문제에서 비롯된 기업 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그룹별 관계 분석  

<표 5>에서는 애널리스트 커버리지에 따라 low, middle, high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Tobin's Q 변화, 

ES 변화 그리고 지배구조간의 관계를 식 (2)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Panel A는 Governance 변수로 

G등급 값이 중앙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고, Panel B는 G등급 원 

점수를 사용한다. 통계 검정에서는 기업별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 

Panel A: Governance 변수로 G 더미변수 사용 

Analyst Coverage low middle high 

Variable △Tobin's Q (1) △Tobin's Q (2) △Tobin's Q (3) 

△ES -0.072* -0.018 -0.041 

 (-1.653) (-0.463) (-0.973) 

Governance 0.039** 0.022 0.024 

 (2.035) (0.657) (0.492) 

△ES ∙ Governance 0.077 0.069 0.077 

 (1.565) (1.477) (1.644) 

Firm-Level Controls Yes Yes Yes 

F-Value 2.63** 2.12** 4.76*** 

Observations 1,778 741 702  

R-Squared 0.0125 0.0193 0.0756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Panel B: Governance 변수로 G등급 원 점수 사용 

Analyst Coverage low middle high 

Variable △Tobin's Q (1) △Tobin's Q (2) △Tobin's Q (3) 

△ES -0.202* -0.131* -0.03 

 (-1.748) (-1.718) (-0.461) 

Governance 0.028** 0.007 0.004 

 (2.497) (0.375) (0.296) 

△ES ∙ Governance 0.061* 0.050** 0.011 

 (1.736) (2.347) (0.796) 

Firm-Level Controls Yes Yes Yes 

F-Value 2.76*** 2.77** 4.92** 

Observations 1,778 741 702  

R-Squared 0.0145 0.0201 0.0721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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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본 절의 실증 분석 결과는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환경 혹은 사회적 성과에 관한 등급의 개선은 기업 가치의 훼손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가지 유의 사항은 본 실증 분석의 목적은 변수간 인과 관계, 즉, ES등급의 상승이 

기업가치의 하락을 유발함을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분석은 대리인 문제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동시에 관측될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상관 

관계, 즉, ES등급 변화와 기업가치 변화 간 음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에서 비롯됨을 논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도의 

시장 규율을 마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추가 분석하였다.  

4.4 ES등급 상승 및 기업 가치 훼손 요인 

우리는 앞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대리인 문제로 인해 ES등급의 상승과 기업 

가치의 훼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즉,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사적 효용을 추구하거나 이른바 ‘생색’을 내기 위한 비효율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어, 이는 단기적으로는 ES등급의 상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주주 및 기업 가치의 제고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 불가능한 행위(hidden action)에 관한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우리는 여타 관측 가능한 재무제표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어떠한 hidden 

action 이 이루어졌는지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의 식을 추정한다.  

 
, 1 , 2 , 1

3 , , 1 , 1 ,

 _
_

i t d t i t i t

i t i t i t i t

y ES Governance low
ES Governance low X

α α β β

β γ ε
−

− −

= + + +

+ + +C
 (3)

,_ i tGovernance low 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해당 년도의 지배구조 등급이 

중간 값 미만인 기업은 1, 중간 값 이상인 기업은 0의 값을 갖는다. 우리의 주 관심 계수는 

3β 이며 이를 통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ES등급이 상승하였을 경우, 주로 어떤 영역에서의 

변화가 수반되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추정 결과는 <표 6>에 보고되어 있다. 우선 모형 (1)에서처럼, ES등급의 변화는 수익성

(ROA)의 변화와 큰 연관성이 없으며, 이는 기업 내 지배구조의 건전성 정도와도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형 (2)에서는 ES등급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매출(Sales)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13)

 이는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CSR 활동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확고한 평판(reputation) 및 충성도(loyalty)를 높여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충성도가 높아진 고객들은 더 많은 수요와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생기고(Navarro, 1988), 충성도가 높아진 직원들은 더 낮은 임금을 수용

하면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다(Greening and Turb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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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용 측면을 보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과 양호한 기업간에 ES등급 상승 시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판매 및 관리비(“판관비”, SG&A)의 증가율(Growth)을 

종속변수로 하여 식 (3)을 추정한 경우, 모형 (3)에서 볼 수 있듯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한해서만 ES등급 개선 시에 판관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러한 기업의 경우, 

본업과 무관한 과도한 비용의 집행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평가 기관

으로부터 더욱 높은 ES등급을 받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판관비가 본업과 무관한,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판관비의 구성 요소 중 본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 가치의 제고에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상정되는 비용, 즉 연구 및 개발비(R&D)와 인건비(Labor)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모형 (4)는 전체 판관비 중 연구 및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모형 (5)는 

전체 판관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종속 변수로 하여 식 (3)을 추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 ES등급의 상승이 R&D에 

관한 지출의 상승 또한 동반하였으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는 반대로 ES등급의 

상승이 연구 및 개발비 지출의 감소를 동반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건비의 경우도 지배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한해서만 ES등급 증가 시에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표 6> ES등급 상승 및 기업가치 훼손 요인 분석  

<표 6>에서는 ES등급 상승 및 기업가치 훼손 요인을 식 (3)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Governance_low 

변수는 G등급 값이 중앙값 미만이면 1, 이상이면 0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통계 검정에서는 기업별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 *는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 

Variable 
△ROA 

(1) 
Sales 

growth(2) 
SG&A 

growth(3) 
△R&D/SG&A 

(4) 
△Labor/SG&A 

(5) 

△ES 0.001 0.015* -0.003 0.003** 0.003 

 (0.843) (1.688) (-0.344) (2.247) (1.252) 

Governance_low -0.002 0.000 -0.005 0.001 0.000 

 (-1.303) (-0.003) (-0.551) (0.620) (-0.136) 

△ES ∙ Governance_low 0.000 0.001 0.025* -0.004** -0.008* 

 (-0.107) (0.056) (1.660) (-2.163) (-1.866) 

Firm-Level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F-Value 32.86*** 1.20 5.89*** 0.98 2.20** 

Observations 3,221 3,217 3,217 3,221  3,221  

R-Squared 0.1294 0.0022 0.0047 0.0022 0.0047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요약하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ES등급의 상승 시에 더 많은 판매 및 관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의 연구 개발 및 직원의 급여를 위한 비용은 

감소하였다. 즉, 이 기업들의 ES등급의 상승은 과도한 비용의 집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홍보 효과를 통해 매출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앞 장에서 

살펴봤듯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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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08년 금융 위기 및 기후 변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과도한 주주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과 연관된 

노동자, 지역 사회, 그리고 공급사슬상 등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의 추가가 기업 경영에 관한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주주이익 측면에서도 보다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ESG 경영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주주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이러한 요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전용을 방지하는 건전한 의사 결정 및 지배구조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윤의 창출을 기업 목표로 채택하는 것이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의 책무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이를 통해 명확한 책임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혹은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목표 설정 및 사후 평가에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책무의 부재 및 대리인 

문제의 심각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미국 등의 경우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우 특히나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렇게 G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ES를 경영 목표로 삼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 

전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E, S, 그리고 G는 서로 독립적으로 추구 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바람직한 ES의 추구를 위해서는 G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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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A1> 변수의 정의 및 설명  

<표 A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나타낸다. ES, G를 제외한 다른 

기업 회계변수들은 그 해 12월 말 시점의 데이터 값으로 계산되었다. ES, G등급은 매년 10~11월에 

발표된다. 

Variable Description 

ES E등급과 S등급 원 점수의 동일가중평균값(1 ~ 6) 

G G등급 원점수(1 ~ 6) 

Tobin's_Q (시가총액+총부채)/총자산  

Size Log(총자산) 

Cash ratio 현금 및 현금성 자산/총자산 

Leverage 총부채/총자산 

ROA 영업이익/총자산 

SG&A/Sales 판매 및 관리비/매출액 

R&D/Sales 연구개발비/매출액 

R&D/SG&A 연구개발비/판매 및 관리비 

AD/Sales 광고선전비/매출액 

Labor expense/Sales 인건비/매출액 

Labor expense/SG&A 인건비/판매 및 관리비 

STD ratio 단기 부채/부채 

FCF ratio 영업활동 현금흐름/총자산 

Payout ratio 배당금/(영업이익+감가상각비) 

Analyst coverage 당해년도 말 기준, 기업에 투자의견을 제시한 증권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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