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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m’s innovation and ESG activities are important factors to obtain competitive edge and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effect of ESG and 
innovation on firm value, using ESG scores, patents and innovation index, and Tobin’s Q.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both ESG and innov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and they are positively interact, which implies that ESG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firm value by itself and as a catalyst of innovation. We also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is insignificant in the firm with excessive free cash flow. This implies that the ESG 
activities in the firm with the high agency cost are considered an inefficient excessive investment 
and do not help strengthen innovation capabilities nor increase firm value. Our findings 
also suggest that ESG is a means of promoting firm value if invested efficiently, rather than 
a financial burden in the tradeoff relationship with innovation investment. These results 
are similar across three elements of ESG and robust to the two-stage least squares analysis 
to deal with endogeneity concerns in th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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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정 무 권 (국민 학교교수)* 

김  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 요 약 >

기업의 신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활동 모두 경쟁우 를 확보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한 요인들이다. 본 논문은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ESG 활동의 측정치로 ESG 수, 신의 측정치로 특허출원 수와 신지수, 

기업가치의 측정치로 토빈 Q를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ESG 성과와 신은 모두 기업가치에 

양(+) 향을 미치며 이들 두 요인 간에 양(+)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활동은 자체로는 물론 신의 매로 기업가치 증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잉여 이 은 기업에서 두드러졌으며 잉여 이 많은 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다한 잉여  보유로 리인비용이 잠재 으로 큰 기업에서는 ESG 활동이 

비효율  과잉투자로 간주되어 신역량 강화와 가치증 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 ESG 활동은 투자 측면에서 신과 상충 계를 지니는 재무  부담이라기보다는 효율 으로 

투자된다면 신을 보완하여 기업에 득이 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을 시사한다. 

 

핵심 단어 : ESG, 혁신, 잉여현금흐름, 촉매, 토빈 Q, 

JEL 분류기호: G30, G32, G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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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즘 재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주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 과 

신(innovation)이다. 먼  ESG는 기존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환경과 

지배구조 요소가 추가된 개념으로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ESG는 

CSR에서 요시하는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친환경, 투명경  등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것이다. 융기 은 ESG에 역행하는 기업은 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ESG가 우수한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고 하는 등 ESG는 기업의 자 조달과 

소비자의 제품구매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는 ESG 활동이 기업의 험을 

이고 재무성과를 증가시킨다고 한다(Albuquerque et al., 2019). 반면에 ESG 과잉투자는 

기업성과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 신역량 강화는 기업이 무한경쟁 시 에 살아남고 특히 당면한 4차 산업 명에 

응하기 해 필수 이다. 신은 일반 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로세스의 개발, 기존 제품의 

개량 등과 같은 기술  진보를 의미한다. OECD는 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신은 경쟁우 를 확보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과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Simeth and Cincera, 2016). 

부분의 선행연구는 신 정도를 측정하기 해 R&D나 특허와 같은 기술  지표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리, 인 자원, 마  등에서의 비기술  신도 효과 면에서 기술  신 못지않게 

요하다(Walker et al., 2015). 

ESG 활동이나 신 투자는 그 자체로도 정당성을 얻고 있으나 이들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  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 으로나 시사 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동안 기업성과에 

한 ESG 활동이나 신의 개별효과를 다루어 온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ESG와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서는 체계 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해외연구로는 ESG의 사회  요소 정보공시와 녹색 신(green innovation)과의 체효과, 즉 

음(-)의 상호작용을 보고하는 Zhang et al.(2020)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ESG 활동과 기업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먼  이해 계자와의 계 네트워크와 친환경 략이 기업의 신과정에 매로 작용한다는 

기존 CSR 연구를 근거로, ESG 활동은 기업의 신역량 강화에 매작용을 함으로써 가치증 에 

향을  것으로 상한다. 특히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의 과잉투자 우려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러한 분석의 동기는 과다한 잉여  보유로 

리인비용이 높은 기업에서 CSR 활동은 비효율  과잉투자로 이어져 기업성과를 떨어트린다는 

선행연구(Barnea and Rubin, 2010)에 근거한다. 따라서 기업의 잉여  보유 정도는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

실증분석을 해 ESG 활동의 성과 측정치로 지속가능발 소(Who’s Good)에서 제공하는 

ESG 수를 사용한다. 신의 리변수로는 기존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허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에서 입수한 신지수를 추가로 사용한다. 신지수는 R&D나 특허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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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노력은 물론 비기술  노력도 반 된 종합  지표로 볼 수 있다. 기업성과 측정을 해서는 

토빈 Q를 사용한다(Chung and Pruitt, 1994).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ESG 성과와 신은 기업가치에 양(+) 향을 미치며 이들 

요인 간에 양(+)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ESG 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미치는 신의 효과는 증가하 으며, 이는 ESG 활동은 자체로는 물론 신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에 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ESG 정책은 기술변화 수 의 

향상을 통해 간 으로 가치창조에 이바지한다는 Broadstock et al.(2020)의 주장과도 일 성이 

있다. 

추가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잉여  보유가 은 기업에서 두드러졌으며 잉여  보유가 

많은 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잉여 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ESG 활동이 비효율  과잉투자로 여겨져 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리인비용이 높은 기업에서는 CSR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 ESG 활동은 투자 측면에서 신과 상충 계를 지니는 재무  부담이라기

보다는 효율 으로 투자된다면 신을 보완하여 기업가치 증 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ESG의 구성요소에 상 없이 유사하 으며 신변수와 

재무변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SLS(two-stage least square) 분석에서도 강건하 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ESG, 신, 기업성과와 이들 계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 자료수집과 표본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변수와 

연구모형을 선정한다. 제4장에서는 표본의 기 통계량을 살펴보고, 회귀분석을 통해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리인비용에 따른 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제 5장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와 시사 을 논의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ESG, 혁신, 기업성과

ESG 활동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극 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에 큰 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된다(Kang 

and Jung, 2020). 그동안 ESG 활동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연 성에 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며 

메타분석에서 양(+)의 계가 보고되고 있다(Busch and Friede, 2018). 미국기업을 상으로 

하는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Peiris and Evans(2010)는 ESG 등 은 ROA  이익배수(earning 

multiple)와 유의한 양(+)의 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Ng and Rezaee(2015)는 ESG 활동은 

자기자본비용을 낮춘다고 한다. Wang and Sarkis(2017)는 ESG 활동은 기업의 사회  정당성 

유지를 도와주며 재무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한다. Fatemi et al.(2018)은 ESG 성과는 

기업가치와 양(+)의 계가 있으며, ESG 공시는 ESG 성과의 약 을 보완하고 강 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국기업을 상으로 Broadstock et al.(2021)은 최근 COVID-19 

기기간에 ESG 성과가 높을수록 주가수익률 하락이 작다는 증거를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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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COVID-19 기기간을 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Lee and Lee(2021)는 ESG 

성과는 반 으로 주가수익률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상황에서는 

진정한 ESG를 실천하는 기업만 시장에서 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 다. 

Hwang et al.(2021)은 이 기기간에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ROA가 상 으로 작게 

하락하 으며 변동성도 더 낮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 이외에도 ESG 성과와 기업가치 간의 

양(+)의 계를 보고하는 여러 국내연구가 있다(Jang and Kim, 2013; Lim, 2016; Leem, 2019). 

이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ESG 활동은 기업가치에 양(+)의 향을 다. 

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  요소이며 경쟁우 를 유지하고 가치창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신은 의로 상품( 는 서비스), 

로세스, 마  기법, 조직 리 기법 등의 새로운 개발로 정의된다(OECD & Eurostat, 2005). 

기존연구는 기업의 신수  측정치로서 주로 신상품, 특허, 로세스 신, R&D 투자, 기술변화 

수  등을 사용하 다. 그 에서 특허 신청  인용(Hirshleifer et al., 2012; Aghion et al., 

2013; Belenzon and Patacconi, 2013; Nanda and Rhodes-Kropf, 2013; Acharya et al., 

2014; Sunder et al., 2017)과 R&D 투자(Hull and Rothenberg, 2008; Zhang et al., 2020; 

Broadstock et al., 2021)가 가장 자주 언 된다. 

그러나 특허나 R&D 투자와 같은 기술  신만으로는 한 기업의 진정한 신 정도를 포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신은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마 과 조직 등을 포함한 비기술  

분야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1) 사실 세계에서 가장 신  기업 에서 특허를 거의 출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를 들면, 미국의 Salesforce.com은 특허출원이 거의 없지만 포 스(Forbes) 

리스트에 가장 신 인 기업으로 오랫동안 올라있다. 

신이 기업성과에 정  향을 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Anagnostopoulou and Levis, 

2008; Rubera and Droge, 2013; Simeth and Cincera, 2016). 국내에서도 신이 경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변수이며 생산성 증 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Ahn 

and Kwon, 2006). 

본 연구는 기업 신의 리변수로 두 가지를 사용한다. 하나는 기존연구에서처럼 특허이며, 

다른 하나는 신지수를 사용한다.2) 신지수는 기술  측면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통  

측정치와는 달리 비기술  측면도 함께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신은 조직간 력, 리더십과 략, 창의  조직문화, 마 과 상업화 등의 향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Mol and Birkinshaw, 2009; Crossan and Apaydin, 2010; Ganter and Hecker, 2013; Volberda 

et al., 2013; Alexiev et al., 2016). 

2) 기업별 신지수는 찾기 힘들지만 국가별 신지수는 Bloomberg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Bloomberg는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신 인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R&D 집 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 도, 교육효율성, 연구 집 도, 특허활동 등 7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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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기업 신은 기업가치에 양(+)의 향을 다. 

2.2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과 기업성과 

ESG와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별로 없지만, 

ESG와 신 간의 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는 있다. Murcia(2021)는 ESG 활동은 기업의 

신과정에 매작용을 한다고 보고한다.3) García-Piqueres and García-Ramos(2021)는 

ESG는 신에 양(+)의 향을 미치며 신역량의 배양을 해서는 ESG 요소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특히 Broadstock et al.(2020)은 일본 기업을 상으로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ESG 공개(disclosure) 수를 사용하여 비모수경계추정법(nonparametric frontier 

estimation)으로 ESG 활동이 기업의 신역량을 반 하는 기술변화 수  향상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하 다. CSR 는 ESG 활동과 신의 계를 다루어 온 여러 

선행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이들 활동이 신에 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이다.

기업성과에 한 ESG와 신의 상호작용을 직  다룬 실증연구는 두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악된다. 먼  국기업을 상으로 Zhang et al.(2020)은 ESG의 사회  요소와 녹색 신(green 

innovation)이 기업가치에 체효과, 즉 음(-)의 상호작용을 보이지만 기업가치가 클수록 그 

효과는 약해진다고 하 다. 이는 가용자원이 제한 인 기업에서는 ESG 투자비용과 신의 

혜택은 서로 상충 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Choi(2020)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상으로, 

R&D 투자  특허권 출원 건수를 신의 리변수로 사용하여 신 인 기업일수록 ESG 

성과와 경 성과의 상 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반 로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신과 기업가치의 상 성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며 추가로 리인비용에 따른 그 

효과의 차이를 탐구한다는 에서 Choi(2020)와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ESG와 신의 상호작용 방향성에 바탕을 두고 ESG 정책이 신역량의 강화와 

신지표의 질  성장을 통해 가치증 에 기여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치에 양(+) 향을 다. 

3) CSR이 기업의 핵심 능력인 신의 매제라고 제안하는 기존연구는 꽤 있다. CSR 활동은 이해 계자

와의 계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창조의 소스를 획득하게 하여 R&D 투자, 생산품 

 로세스 신 등을 진한다(Hull and Rothenberg, 2008; Choi and Wang, 2009; Carrasco 

and Buendia, 2013; Luo and Du, 2015). 국내에서도 Hong and Park(2017)이 CSR 활동은 지식기반 

에서 트 와의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계  에서 공정성에 한 트 의 지각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신성을 창출한다고 주장하 다. 다른 한편, 환경 법감시(compliance)와 같은 CSR의 

환경친화  략도 R&D 투자를 증가시키며 기업 특유의 신역량 개발을 유도해 경쟁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Jaffe and Palmer, 1997; Surroca et al., 2010). 나아가서 CSR은 신과 

경쟁우 의 원천이며 가치창조와 기업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Jansen et al., 2006; 

Porter and Kramer, 2011; Saeid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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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와 과잉투자 

잉여 은 NPV가 양(+)인 모든 로젝트를 택하고 남은 여분의 을 말한다. Jensen

(1986)은 경 자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잉여 이 많은 기업의 

경 자는 수익성이 없는 비효율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리인문제로 인한 경 자의 

낭비  지출과 과잉투자 문제는 많은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Easterbrook, 1984; Morck 

et al., 1990; Myers and Rajan, 1998; Harford, 1999; Opler et al., 2001). 특히 Richardson

(2006)은 미국기업을 상으로 과다한 잉여 을 보유한 기업에서 과잉투자가 집 으로 

발생한다는 실증증거를 발견했다. 국내에서도 Kang and Jang(2014)이 과도한 잉여자원은 

지배주주의 사  이익을 해 과잉투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유 수 이 높은 기업에서 

투자효율성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잉여 은 경 자가 ESG 추진을 해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으로 볼 수 있다. 

리인비용이 높은 기업에서는 경 자가 자신의 이익을 해 CSR에 과잉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도 있다(Masulis and Reza, 2015). 특히 Barnea and Rubin(2010)은 3,000개의 

미국기업을 상으로 경 자가 자신의 효용과 평 을 높이기 해 CSR 등 을 잘 받으려 

과잉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잠재 으로 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하 다.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리인비용이 잠재 으로 큰 기업은 ESG에 과잉투자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잉투자는 투자효율성의 하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가치증 를 한 신역량 강화의 매로서 ESG 활동의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본 논문의 

네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는 과다한 잉여 을 보유한 기업에서 작을 것이다. 

3. 자료 및 연구모형

3.1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ESG 자료는 ESG 평가 문기 인 지속가능발 소(Who’s Good)로부터 입수하 다. 

2013년에 설립된 지속가능발 소는 기업의 비재무  성과 측정을 해 독자  ESG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ESG 성과를 매년 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4) 최근 평가방법이 다소 변경되어 

일 성 있는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2017년부터 2019년(2020년 발표)까지 3개년을 평가 상 

기간으로 한다. 

4) 지속가능발 소(https://whosgood.org/)는 아시아 최 의 인공지능 기반 ESG 평가기 이며 국내 

유일의 지속가능성 기반의 신용평가모델(Sustainability Credit Bureau)을 보유한 신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국내외 18개국 100여 개 기 투자자와 융 랫폼에 국내 상장사의 ESG 성과를 분석한 

ESGPerformance.com, ESG 사건사고 뉴스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분석한 ESGIncident.com 랫폼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한다. 참고로, 그 외 주요 ESG 평가기 으로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과 서스틴베스트(Sustinvest)가 있다.



The Interaction Effect of ESG and Innovation on Firm Value

478

기업의 신 정도를 측정하기 한 변수로 두 가지를 사용한다. 첫 번째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간 특허출원 수를 사용한다. 특허출원 수는 특허정보넷(KIPRIS)에서 수집하 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입수한 신지수를 사용한다. 신지수는 개별기업에 

해 신자원 투입, 기술  지식의 산출, 경제  성과, 문가 서베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5) 

표본은 모두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이며 그 에서 융업과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하 다. 재무자료는 DataGuide로부터 추출하 으며 회계연도 말을 기 으로 한다. 최종

표본은 ESG 평가 수와 신지수를 모두 알 수 있는 3개년 1,283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표 1>은 표본기업을 평가 상 연도(패  A)와 소속 섹터(패  B)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 다. 

지속가능발 소는 MSCI와 S&P가 개발한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참고로 하여 11개 섹터로 구성된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기 에서 유사한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사용 이다. 구체 으로 11개 섹터는 바이오  

헬스 어, 상업  문 서비스, 자유소비재 제조, 자유소비재 서비스, 필수소비재 제조, 에 지, 

지주사  융, 하드웨어  반도체, 산업재, 소재, 운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주사  융 섹터에서 융업은 례 로 제외하고 지주사만 포함한다. 

(패  A)에서 연도별 표본 수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419개, 416개, 448개로 매년 

비슷하다. 총 1,283개 표본에서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기업이 각각 683개(53.2%)와 600개

(46.8%)를 차지하여 그 비 이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 소가 다른 ESG 

평가기 과 달리 그동안 코스닥기업에 해서도 극 인 평가를 해왔기 때문이다. 

(패  B)에서 섹터별 표본 수를 살펴보면 바이오  헬스 어 섹터에 가장 많은 286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189개가 코스닥기업이다. 특이한 은 지주사 섹터에 총 19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실증분석은 섹터(산업)  연도 차이를 통제하면서 수행된다.

평가 상 연도 계 유가증권 코스닥

2017 419 217 199

2018 416 219 200

2019 448 247 201

계 1,283 683 600

<표 1> 연도 및 섹터별 표본

표본기업을 연도(패  A)  소속 섹터(패  B)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 다. 한 표본기업의 소속시장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 다. 

패  A: 연도별 분류

5) 구체 으로 신지수는 정량지수와 정성지수에 한 가 치가 부여되어 산정된다. 정량지수는 

신자원 투입(연구개발투자 액, 종업원 일인당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연간 증가율), 기술 

 지식의 산출(국내특허 출원 수, 미국특허 출원 수, 종업원 일인당 국내특허 출원 수, 종업원 일인당 

미국특허 출원 수, 국내특허 출원 수 증가율, 미국특허 출원 수 증가율), 경제  성과(매출액, 종업원 

일인당 매출액, 매출액 연간 증가율)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정성지수는 문가의 신수 에 한 

주  평가를 반 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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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계 유가증권 코스닥

바이오  헬스 어 286 97 189

상업  문 서비스 49 25 24

자유소비재 제조 117 93 24

자유소비재 서비스 69 38 31

필수소비재 제조 92 64 28

에 지 18 18 0

지주사 190 54 136

하드웨어  반도체 190 107 83

산업재 72 30 42

소재 191 148 43

운송 9 9 0

계 1,283 683 600

<표 1> 연도 및 섹터별 표본(계속)

패  B: 섹터별 분류

3.2 변수 선정과 연구모형

ESG 활동과 기업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본 

논문의 설명변수는 ESG 수와 신변수이다. ESG 활동의 성과는 평가기 의 수로 

나타난다고 간주한다. ESG 수는 ESG 통합과 부문별 수를 모두 사용한다.6) 즉, ESG는 

통합, E는 환경(environment), S는 사회(social), G는 지배구조(governance) 수를 의미한다. 

기업의 신 정도를 측정하기 한 신변수(Inn)로 앞서 언 한 특허출원 수와 신지수를 

사용한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로 기업의 장기  가치를 측정하는 용변수로 기존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빈의 Q(TQ)를 사용한다. 이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체원가로 나  값으로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장부가치의 합을 자산의 장부가치로 나 어 계산한다. 이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리미엄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제변수로는 기존연구에서 기업가치에 잠재 으로 향을  수 있다고 알려진 기업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잉여 흐름, 소속시장 등을 사용한다. 

먼  Size는 기업규모의 리변수로 총자산의 로그값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성장성 둔화로 TQ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Lev는 버리지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으로 재무곤경과 세제혜택의 상  크기에 따라 기업가치에 정  는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6) 지속가능발 소의 ESG 평가부문(항목)은 환경(환경정책과 방침, 오염방지, 화학물질 리, 기후변화 

완화와 응, 자원효율성), 사회(노사 화와 력, 근무조건, 동등한 기회  차별 지, 인권  지역사회 

이슈,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이사회, 원회, 도덕성, 경 진, 주주 리) 등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

발 소는 이들 모든 평가항목에 해 기업으로부터 설문은 받지 않고 으로 공공데이터와 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 수’ 형태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반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공시자료로부터 

수집한 기 데이터에 기업의 피드백  인터뷰 결과 반  후 최종 평가결과를‘등 ’형태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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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는 총자산이익률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 기업의 주가는 수익성은 물론 

성장성에 향을 받기 때문에 ROA가 높다고 반드시 TQ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Maj는 

주주지분율이며 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이며 기업가치와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n and An, 2011). For는 외국인지분율이며 외국인의 지분이 

높을수록 감시기능 향상으로 기업가치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상한다. 

잉여 흐름(FCF)은 업이익(operating income)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세 을 차감하고 

순운 자본투자와 자본지출(CAPEX)을 차감하여 통상 인 방법으로 계산하 다. 이 게 계산한 

FCF의 값은 DataGuide에서 직  제공하는 FCF의 값과 거의 동일하다(각주 7) 참조). FCF는 

선행연구에서처럼 리인문제로 인한 과잉투자의 리변수로 사용된다. 본 논문의 주제는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가 리인비용의 리변수인 기업의 FCF 수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FCF의 과잉 정도에 따라 표본을 나 어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비교한다. KSE는 표본기업의 소속시장이 유가증권시장이면 1, 코스닥시장이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일반 으로 코스닥기업은 유가증권기업보다 성장성이 높아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곤 한다.

신과 ESG 활동의 상호작용변수는 Inn*ESG_D이다. ESG_D는 ESG의 값이 앙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신 신에 ESG를 더미변수 형태로 사용하는 

이유는 ESG 활동이 기업의 신역량 강화에 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의 방향성에 근거한다. 

신과 ESG 부문별 상호작용변수도 유사하게 정의된다. 실증분석에서 이들 상호작용변수의 

부호와 유의성을 자세히 살펴볼 정이다. 마지막으로 연도  산업특성을 통제하기 하여 

연도더미(YR_D)와 산업더미(Ind_D)를 모든 연구모형에 포함하 다(Garcia et al, 2017). 

실증분석 방법으로 풀드(pooled)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먼  아래 [모형 1-1]과 [모형 1-2]는 

ESG 변수와 신변수(Inn)가 각각 따로 포함된 모형이다. [모형 2-1]에는 ESG와 Inn이 함께 

들어가 있다. [모형 2-2]에는 상호작용변수(Inn*ESG_D)가 추가로 포함되며, 이 모형을 이용해서 

기업의 FCF 수 에 따라 표본을 나 어 비교 분석한다. [모형 3]은 Inn과 재무변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SLS(two-stage least square) 회귀분석으로 결과의 강건성을 분석하기 함이다. 

Ind_Inn은 산업평균 Inn으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이며 Inn과는 양(+)의 계가 

있으나 TQ에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이다(4.5 강건성 분석 참조). 모든 모형에서 ESG는 

ESG 통합과 부문별 수가 각각 사용된다. 구체 인 모형과 변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모형 1-1: OLS]

TQ =  +ESG +Size +Lev +ROA +Maj +For +KSE +∑YR_D

+ ∑Ind_D + 

[모형 1-2: OLS]

TQ =  +Inn +Size +Lev +ROA +Maj +For +KSE +∑YR_D

+∑Ind_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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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1: OLS]

TQ =  +Inn +ESG +Size + Lev + ROA + Maj + For + KSE

+ ∑YR_D + ∑Ind_D + 

[모형 2-2: OLS]

TQ =  + Inn + ESG_D + Inn*ESG_D + Size + Lev + ROA_D + Maj 

+ For + KSE + ∑YR_D + ∑Ind_D + 

[모형 3: 2SLS]

Inn =  + ESG + Size + Lev + ROA + Maj + For + KSE + Ind_Inn

+ ∑YR_D + ∑Ind_D + 

TQ =  + Inn + ESG_D + Inn*ESG_D + Size + Lev + ROA + Maj

+ For_D + KSE + ∑YR_D + ∑Ind_D + 

TQ: 토빈 Q((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부채의 장부가치) ÷ 자산의 장부가치))

ESG: ESG(통합 수), E(환경 수), S(사회 수), G(지배구조 수)

Inn: 특허((1 +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표 화된 신지수)

Size: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 버리지(총부채 ÷ 총자산)

ROA: 총자산이익률(순이익 ÷ 총자산)

Maj: 주주지분율(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 외국인지분율

FCF: 잉여  비 (잉여  ÷ 총자산)

KSE: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

Inn*ESG_D: 상호작용변수(ESG_D는 ESG 값이 앙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

Ind_Inn: 산업평균 Inn

YR_D: 연도더미

Ind_D: 산업더미

4. 실증분석 결과

4.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표 2>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될 ESG 변수, 신변수(Inn), 종속변수, 통제변수들의 최솟값, 

Q1(1사분 수), 평균, 앙값, Q3(3사분 수), 최댓값을 보여 다. 먼  ESG 변수에서 ESG, 

E, S, G의 평균( 앙값)은 각각 40.54(38.30), 18.51(7.50), 45.03(43.36), 48.04(47.81)이다. 

반 으로 볼 때 E의 값이 상 으로 아주 낮다는 을 제외하고는 분포상 부문별 큰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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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인다. 그리고 본 논문에는 보고되지 않지만 에 지 섹터에 속한 기업의 ESG 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주사의 경우도 E 수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nn 에서 특허는 (1 + 연간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으로 평균( 앙값)은 1.89(1.61)

이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특허출원 수의 평균( 앙값)은 74.8(4.0)개이다. 여기서 

특허출원은 국내특허출원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는 보고되지 않지만 미국특허출원 수의 

평균( 앙값)은 32.0(0)개이다. 일반 으로 해외특허는 국내특허와 내용 면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특허와 미국특허의 출원 수를 합쳐서 사용하여도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Inn 에서 신지수의 평균( 앙값)은 -0.15(-0.18)로 음(-)의 수치로 표시된다. 그 

이유는 신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수 최솟값 Q1 평균 앙값 Q3 최댓값

ESG 변수

ESG 26.28 34.45 40.54 38.30 46.18 64.98 

E 0 4.50 18.51 7.50 38.10 74.80 

S 31.03 40.06 45.03 43.36 48.17 77.48 

G 29.91 43.19 48.04 47.81 52.54 68.72 

신변수(Inn)

특허 0 0.69 1.89 1.61 2.83 8.64 

신지수 -0.91 -0.31 -0.15 -0.18 -0.03 1.00 

종속변수

TQ 0.40 0.91 1.99 1.29 2.08 28.56 

통제변수

Size 16.85 19.18 20.30 19.97 21.14 26.59 

Lev 0.02 0.25 0.41 0.41 0.55 1.26 

ROA -65.11 0.18 2.70 3.33 7.59 51.19 

Maj 0 26.00 38.27 36.68 50.07 84.57 

For 0 3.16 13.75 8.33 20.02 84.17 

FCF -86.84 -5.28 -0.21 0.61 6.09 107.84 

KSE 0 0 0.53 1.00 1.00 1.00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ESG 변수에서 ESG는 통합,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수; 신변수(Inn)  특허는 (1 +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는 표 화된 신지수; TQ는 토빈 Q((부채의 장부가치+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자산의 장부가치);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는 버리지(총부채÷총자산); 

ROA는 총자산이익률(순이익÷총자산); Maj는 주주지분율(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는 

외국인지분율; FCF는 잉여  비 (잉여 ÷총자산);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TQ의 평균( 앙값)은 1.99(1.29)이다. 통제변수에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는 

총자산의 로그값으로 실제값의 평균( 앙값)은 4조 5,943억 원(4,710억 원)이다. 앙값이 훨씬 

작은 이유는 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Lev는 부채비율로 평균과 

앙값 모두 41%이다. ROA는 총자산이익률이며 평균( 앙값)은 2.70(3.33)이다. 주주지분율 



한국증권학회지 제51권 4호 (2022)

483

Maj의 평균( 앙값)은 38.27%(36.68%)이며, 외국인지분율 For의 평균( 앙값)은 13.75% 

(8.33%)이다. FCF는 총자산 비 잉여  비 이며 평균( 앙값)은 -0.21%(0.61%)이다.7) 

마지막으로 KSE는 소속시장 더미변수이며 표본의 53%가 유가증권시장 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3>은 주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 계수를 보여 다. 먼  특허와 신지수는 TQ와 Maj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1% 수 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 다. ESG의 모든 

부문 한 TQ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부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Q는 신과 ESG를 비롯한 모든 변수와 음(-)의 상 계가 있으며 부분 1% 수 에서 

유의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는 종속변수 TQ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재검증되어야 한다.

　 특허
신

지수
ESG E S G TQ Size Lev ROA Maj For FCF

신지수 0.76
*** 

1

ESG 0.50
*** 

0.52
*** 

1 

E 0.40
*** 

0.40
*** 

0.81
*** 

1 

S 0.48
*** 

0.46
*** 

0.70
*** 

0.41
*** 

1 

G 0.40
*** 

0.46
*** 

0.76
*** 

0.35
*** 

0.46
*** 

1 

TQ -0.12
*** 

-0.14
*** 

-0.31
*** 

-0.26
*** 

-0.14
*** 

-0.26
*** 

1 

Size 0.56
*** 

0.58
*** 

0.75
*** 

0.60
*** 

0.60
*** 

0.55
*** 

-0.40
*** 

1

Lev 0.14
*** 

0.13
*** 

0.22
*** 

0.26
*** 

0.16
*** 

0.04 -0.19
*** 

0.36
*** 

1 

ROA 0.12
*** 

0.13
*** 

0.20
*** 

0.05
* 

0.06
** 

0.35
*** 

-0.26
*** 

0.16
*** 

-0.23
*** 

1 

Maj -0.10
*** 

-0.09
*** 

0.16
*** 

0.14
*** 

0.09
*** 

0.10
*** 

-0.26
*** 

0.16
*** 

0.06
** 

0.19
*** 

1 

For 0.42
*** 

0.41
*** 

0.41
*** 

0.21
*** 

0.36
*** 

0.41
*** 

-0.07
** 

0.48
*** 

-0.10
*** 

0.27
*** 

-0.10
*** 

1

FCF 0.07
*** 

0.10
*** 

0.14
*** 

0.09
*** 

0.05
* 

0.14
*** 

-0.13
*** 

0.10
*** 

-0.09
*** 

0.26
*** 

0.03 0.15
***

1

KSE 0.22
*** 

0.22
*** 

0.55
*** 

0.52
*** 

0.40
*** 

0.35
*** 

-0.30
*** 

0.57
*** 

0.24
*** 

0.05
* 

0.22
*** 

0.19
*** 

0.10
*** 

<표 3> 주요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

특허는 (1 +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는 표 화된 신지수; ESG는 통합,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수; TQ는 토빈 Q((부채의 장부가치+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자산의 장부가치);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는 버리지(총부채÷총자산); ROA는 총자산이익률(순이익÷총자산); 

Maj는 주주지분율(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는 외국인지분율; FCF는 잉여  

비 (잉여 ÷총자산);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낸다. 
*, **, ***은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4.2 ESG 활동과 혁신의 개별효과

<표 4>는 ESG 활동과 신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 다. 

ESG 활동의 성과는 평가기 의 수로 나타난다고 간주한다. 사용된 회귀모형은 ESG 성과와 

신이 각각 따로 들어간 [모형 1-1]과 [모형 1-2]이며 종속변수는 기업가치의 리변수인 

TQ(토빈 Q)이다. 

먼  처음 네 칼럼에서 ESG, E, S, G의 회귀계수 모두 양(+)수이며 각각 1%, 10%, 1%, 

5%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ESG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 성과 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7) DataGuide에서 직  제공하는 FCF의 최솟값, Q1, 평균, 앙값, Q3, 최댓값은 각각 -433.5, -5.45, 

-0.34, 0.71, 6.08, 23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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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

Inn: 특허 Inn: 신지수

Inn 0.162*** 1.162*** 

(4.13) (4.09)

ESG 0.034*** 

　 (3.16) 

E 0.006* 

　 (1.64) 

S 0.034*** 

　 (3.73)

G 0.023**

　 (2.06) 

Size -0.485*** -0.426*** -0.475*** -0.429*** -0.502*** -0.513***

　 (-8.49) (-7.99) (-8.85) (-8.21) (-9.02) (-8.98) 

Lev -0.613** -0.663** -0.605* -0.614** -0.635** -0.612** 

　 (-1.97) (-2.13) (-1.95) (-1.97) (-2.05) (-1.98) 

ROA -0.051*** -0.049*** -0.048*** -0.054*** -0.049*** -0.050*** 

　 (-8.99) (-8.56) (-8.40) (-8.88) (-8.59) (-8.78) 

Maj -0.013*** -0.013*** -0.013*** -0.013*** -0.011*** -0.011*** 

　 (-3.56) (-3.59) (-3.70) (-3.56) (-3.17) (-3.16) 

For 0.021*** 0.022*** 0.021*** 0.021*** 0.019*** 0.020*** 

　 (4.57) (4.88) (4.55) (4.54) (4.16) (4.30) 

KSE -0.410*** -0.357*** -0.364*** -0.338** -0.256* -0.248* 

　 (-3.04) (-2.65) (-2.77) (-2.56) (-1.95) (-1.89) 

YR_D 포함

Ind_D 포함

F-값 31.84*** 31.27*** 32.14*** 31.39*** 32.38*** 32.36***

Adj-R2 0.314 0.310 0.316 0.311 0.317 0.317 

표본 수 1,283

<표 4> ESG 활동과 혁신의 개별효과(모형 1-1과 1-2)

ESG 활동과 신 각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종속변수 TQ는 

토빈 Q((부채의 장부가치+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자산의 장부가치)이다. 신변수(Inn)  특허는 (1 

+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는 표 화된 신지수; ESG는 ESG 통합,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수이다. 통제변수로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는 버리지(총부채÷총자산); 

ROA는 총자산이익률(순이익÷총자산); Maj는 주주지분율(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는 

외국인지분율;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낸다. 모든 모형에는 연도더미 

YR_D와 산업더미 Ind_D가 포함되어 있다. 호( ) 안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내며, 
*
,
 **
,
 ***

은 회귀계수의 

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ESG 활동은 기업가치에 양(+)의 향을 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본 

논문의 [가설 1]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마지막 두 칼럼에서 신변수(Inn)의 회귀계수는 특허와 

신지수 모두에서 양(+)수로 1%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기술  는 비기술  신 모두 

기업성과에 정  향을 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일 성을 보이며 본 논문의 [가설 2]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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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인 Size의 회귀계수는 음(-)수이며 모두 1%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규모가 큰 

성숙단계의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낮은 리미엄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Lev의 회귀계수는 

음(-)수이며 부분 5%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 으로 

낮은 리미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도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의 재무 험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ROA는 총자산이익률이며 그 회귀계수는 모두 음(-)수이며 1%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성숙기업일수록 성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Maj는 

주주지분율로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모두 1%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치 리미엄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는 

외국인지분율로 회귀계수가 양(+)수이며 모두 1% 수 에서 유의하다, 이는 외국인의 지분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견해와 부합한다.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회귀계수는 

음(-)수로 모두 유의하다. 이는 반 으로 성숙기업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성장성 측면에서 상 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표에서 편은 간결성을 

해 생략되어 있다. 모든 모형에는 연도 더미 YR_D와 산업더미 Ind_D가 포함되어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R
2
 값은 0.310～0.317이다.

4.3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여기서는 한 모형에 신과 ESG 성과 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 으며 (패  

A)는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를 미포함, (패  B)는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사용된 

회귀모형은 각각 [모형 2-1]과 [모형 2-2]이며 종속변수는 마찬가지로 TQ이다.  신변수

(Inn)가 특허 는 신지수인지에 따라 크게 두 칼럼으로 나 어 비교한다.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유는 ESG 활동은 신역량 강화의 매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ESG 성과에 

따라 신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함이다.

먼  (패  A)를 살펴보면 Inn의 회귀계수는 특허와 신지수 모두 ESG 부문에 계없이 

양(+)수로 1% 수 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ESG, E, S, G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수이지만 

ESG 통합과 S의 경우에만 각각 5%와 1% 수 에서 유의하다. <표 4>와는 달리 E와 G는 

유의성이 떨어졌다. 이는 기업성과에 미치는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의 정  효과는 신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신을 통한 ESG의 

간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rroca et al., 2010; Coluccia et al.,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SG와 S가 여 히 유의하므로 ESG의 직  효과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표 4>에서와 유사하게 Size, Lev, ROA, Maj, KSE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수로 유의하며 For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수로 1% 수 에서 유의하다. 

Adj-R2 값은 모형에 따라 0.318～0.321 범 이다.

(패  B)는 ESG 성과와 신의 상호작용변수가 포함된 분석결과이며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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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ESG 성과는 더미변수 형태로 사용한다. 즉, ESG_D, E_D, S_D, G_D는 각각 ESG, 

E, S, G 값이 앙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을 나타낸다. 

　
TQ

Inn: 특허 Inn: 신지수

Inn 0.141*** 0.157*** 0.133*** 0.152*** 1.010*** 1.133*** 0.965** 1.087*** 

(3.48) (3.99) (3.28) (3.81) (3.47) (3.98) (3.31) (3.75) 

ESG 0.025** 0.026** 

　 (2.27) 　 (2.31) 

E 0.005 0.005 

　 (1.26) 　 (1.34) 

S 0.026*** 0.027*** 

　 (2.78) 　 (2.86) 

G 0.015 0.014 

　 (1.33) (1.26) 

Size -0.555*** -0.525*** -0.546*** -0.519*** -0.567*** -0.538*** -0.559*** -0.529*** 

　 (-9.20) (-8.97) (-9.46) (-9.09) (-9.21) (-8.96) (-9.45) (-9.05) 

Lev -0.599* -0.632** -0.592* -0.601* -0.578* -0.609** -0.572* -0.582* 

　 (-1.94) (-2.04) (-1.92) (-1.94) (-1.87) (-1.97) (-1.85) (-1.87) 

ROA -0.050*** -0.048*** -0.048*** -0.051*** -0.051*** -0.049*** -0.048*** -0.052*** 

　 (-8.81) (-8.51) (-8.39) (-8.54) (-8.99) (-8.68) (-8.54) (-8.70) 

Maj -0.011*** -0.011*** -0.012*** -0.011*** -0.011*** -0.011*** -0.012** -0.011***

　 (-3.18) (-3.16) (-3.31) (-3.16) (-3.17) (-3.15) (-3.29) (-3.15) 

For 0.019*** 0.019*** 0.019*** 0.019*** 0.019*** 0.020*** 0.019*** 0.019*** 

　 (4.05) (4.20) (4.06) (4.01) (4.17) (4.34) (4.16) (4.15) 

KSE -0.339** -0.296** -0.309** -0.280** -0.333** -0.290** -0.302** -0.271** 

　 (-2.49) (-2.19) (-2.34) (-2.11) (-2.44) (-2.14) (-2.28) (-2.04) 

YR_D 포함 포함

Ind_D 포함 포함

F-값 31.12*** 30.85*** 31.31*** 30.87*** 31.11*** 30.85*** 31.32*** 30.83*** 

Adj-R2 0.320 0.318 0.321 0.318 0.320 0.318 0.321 0.318 

표본 수 1,283 1,283

<표 5>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패  A)는 

상호작용변수를 미포함, (패  B)는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종속변수 TQ는 토빈 Q((부채의 

장부가치+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자산의 장부가치)이다. 신변수(Inn)  특허는 (1 +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는 표 화된 신지수; ESG는 ESG 통합,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수; 

Inn*ESG_D, Inn*E_D, Inn*S_D, Inn*G_D는 상호작용변수이다. 통제변수로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는 버리지(총부채÷총자산); ROA는 총자산이익률(순이익÷총자산); Maj는 주주지분율

(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는 외국인지분율;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낸다. 모든 모형에는 연도더미 YR_D와 산업더미 Ind_D가 포함되어 있다. 호( ) 안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내며, 
*, **, ***은 회귀계수의 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패  A: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변수 미포함(모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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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Q

Inn: 특허 Inn: 신지수

Inn -0.041 0.014 0.063 0.010 -0.275 0.107 0.556 -0.135 

　 (-0.64) (0.25) (1.04) (0.17) (-0.62) (0.27) (1.33) (-0.32) 

ESG_D -0.209 0.648*** 

　 (-1.20) (3.77) 

E_D -0.146 0.615*** 

　 (-0.74) (3.50) 

S_D -0.171 0.245 

　 (-1.07) (1.62) 

G_D -0.378 0.403** 

　 (-1.54) (2.51) 

lnn*ESG_D 0.294*** 2.054*** 

　 (3.92) (4.07) 

lnn*E_D 0.252*** 1.756***

　 (3.65) (3.77) 

lnn*S_D 0.149** 0.908* 

　 (2.14) (1.91) 

lnn*G_D 0.240*** 2.012*** 

　 (3.38) (4.08) 

Size -0.578*** -0.594*** -0.526*** -0.542*** -0.581*** -0.593*** -0.536*** -0.566*** 

　 (-9.92) (-9.83) (-9.22) (-9.43) (-9.83) (-9.72) (-9.15) (-9.60) 

Lev -0.523* -0.552* -0.579* -0.534* -0.558* -0.576* -0.568* -0.510* 

　 (-1.69) (-1.79) (-1.87) (-1.72) (-1.81) (-1.87) (-1.83) (-1.65) 

ROA -0.047*** -0.046*** -0.048*** -0.046*** -0.049*** -0.047*** -0.049*** -0.048*** 

　 (-8.25) (-8.14) (-8.38) (-7.91) (-8.59) (-8.27) (-8.63) (-8.20) 

Maj -0.010*** -0.010*** -0.011*** -0.010*** -0.010*** -0.010*** -0.011*** -0.010*** 

　 (-2.72) (-2.76) (-2.96) (-2.71) (-2.79) (-2.73) (-3.06) (-2.78) 

For 0.020*** 0.020*** 0.019*** 0.019*** 0.019*** 0.020*** 0.019*** 0.020*** 

　 (4.26) (4.42) (4.12) (4.13) (4.26) (4.32) (4.16) (4.33) 

KSE -0.321** -0.320** -0.272** -0.266** -0.303** -0.323** -0.256* -0.229* 

　 (-2.40) (-2.34) (-2.06) (-2.03) (-2.26) (-2.35) (-1.93) (-1.75) 

YR_D 포함 포함

Ind_D 포함 포함

F-값 30.53*** 30.43*** 29.59*** 30.06*** 30.58*** 30.53*** 29.51*** 30.41*** 

Adj-R2 0.326 0.325 0.319 0.323 0.326 0.326 0.318 0.325 

표본 수 1,283 1,283

<표 5>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계속)

패  B: ESG 활동과 신과 상호작용변수 포함(모형 2-2)

먼  Inn이 특허인 경우 상호작용변수 Inn*ESG_D, Inn*E_D, Inn*S_D, Inn*G_D의 

회귀계수는 각각 0.294, 0.252, 0.149, 0.240으로 양(+)수이며 1% 는 5% 수 에서 유의하다. 

Inn이 신지수인 경우도 모든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양(+)수이며 Inn*S_D를 제외하면 

모두 1% 수 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ESG 성과가 높은 기업에서 Inn이 기업가치에 



The Interaction Effect of ESG and Innovation on Firm Value

488

미치는 효과가 유의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ESG 활동이 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신지표의 

질  향상을 가져온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ESG 활동은 자체로는 물론 신을 

통해 기업가치 증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본 논문의 [가설 3]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ESG 부문에 상 없이 유사하며 ESG의 사회  요소와 녹색 신 간의 음(-)의 상 계를 

보고하는 Zhang et al.(2020)의 결과와는 다르다. 그 밖에 통제변수의 부호나 유의성은 (패  

A)에서와 유사하다. Adj-R
2
 값은 모형에 따라 0.318～0.326 범 이다.

4.4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와 과잉투자

<표 6>은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의 잉여  보유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사용된 회귀모형은 <표 5>의 (패  B)에서와 

같은 [모형 2-2]이다. 기존연구에서 리인문제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과다한’ 잉여 이 자주 지목된다. 따라서 잉여 이 아  없거나 조  있는 기업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과다한 잉여 의 기 을 FCF가 Q3(3사분 수)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추가로 그 기 을 Q2( 앙값) 이상으로 정의했을 때 주요 결과도 

유사하며 각주 8)  각주 9)에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만 간략하게 보고한다. (패  A)는 

FCF가 Q3 이상인 표본이며 (패  B)는 FCF가 Q3 미만인 표본이다. FCF에 한 기 통계량은 

<표 3>에 제공되어 있다. 

먼  (패  A)는 FCF가 Q3 이상인 표본에서의 결과이며, Inn이 특허인 경우 상호작용변수 

Inn*ESG_D, Inn*E_D, Inn*S_D, Inn*G_D의 회귀계수는 각각 0.041, 0.135, 0.087, 0.094로 

양(+)수이지만 모두 유의하지 않다.8) 회귀계수의 크기도 <표 5>의 (패  B)에서보다 훨씬 

작다. Inn이 신지수인 경우도 Inn*G_D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과다한 

잉여  보유로 비효율  투자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서는 ESG 활동이 기업가치 증 를 한 

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추론을 지지한다. 따라서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

효과는 잉여 을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에서는 작을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설 4]를 지지한다. 

Adj-R2 값은 모형에 따라 0.301～0.308 범 이다.

(패  B)는 FCF가 Q3 미만인 표본에서의 결과이며, Inn이 특허인 경우 상호작용변수 

Inn*ESG_D, Inn*E_D, Inn*S_D, Inn*G_D의 회귀계수는 각각 0.332, 0.287, 0.174, 0.254로 

양(+)수이며 1% 는 5% 수 에서 유의하다.9)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회귀계수의 크기가 <표 

5>의 (패  B)에서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Inn이 신지수인 경우도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부호나 유의성에 있어서 특허인 경우와 유사하다. 이는 비효율  투자의 우려가 은 기업의 

8) FCF가 Q2( 앙값) 이상인 표본에서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t-값)는 Inn이 특허인 경우는 각각 

0.128(1.42), 0.144(1.59), 0.077(1.00), 0.118(1.29)이며, Inn이 신지수인 경우는 각각 1.009(1.56), 

1.031(1.54), 0.324(0.61), 1.246(2.05)이다.

9) FCF가 Q2( 앙값) 미만인 표본에서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t-값)는 Inn이 특허인 경우는 각각 

0.369(3.12), 0.314(2.73), 0.246(2.05), 0.282(2.43)이며, Inn이 신지수인 경우는 각각 2.547(3.20), 

2.332(2.97), 1.668(2.08), 2.329(2.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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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Q

Inn: 특허 수 Inn: 신지수

Inn 0.229
* 0.192* 0.214** 0.203* 0.940 1.174* 1.943** 0.551 

　 (1.71) (1.92) (1.97) (1.73) (1.00) (1.64) (2.30) (0.60) 
ESG_D -0.035 0.329 
　 (-0.11) (1.06) 
E_D -0.337 0.204 
　 (-0.85) (0.63) 
S_D -0.399 -0.300 
　 (-1.35) (-1.07) 
G_D -0.250 0.269 
　 (-0.81) (0.91) 
lnn*ESG_D 0.041 1.223 
　 (0.27) (1.18) 
lnn*E_D 0.135 1.285 
　 (1.06) (1.49) 
lnn*S_D 0.087 0.102 
　 (0.68) (0.11) 
lnn*G_D 0.094 1.802

* 

　 (0.68) (1.83) 
Size -0.648*** -0.660*** -0.621*** -0.647*** -0.685*** -0.676*** -0.629*** -0.677*** 

　 (-6.38) (-6.33) (-6.09) (-6.45) (-6.65) (-6.42) (-6.11) (-6.65) 
Lev -0.083 -0.096 -0.034 -0.096 -0.148 -0.163 -0.151 -0.176 
　 (-0.15) (-0.17) (-0.06) (-0.17) (-0.26) (-0.29) (-0.27) (-0.31) 
ROA -0.021

** -0.021** -0.020** -0.020** -0.025** -0.025** -0.025** -0.024** 

　 (-2.21) (-2.21) (-2.13) (-2.08) (-2.54) (-2.55) (-2.56) (-2.45) 
Maj -0.022***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0*** 

　 (-3.26) (-3.25) (-3.28) (-3.14) (-3.22) (-3.30) (-3.24) (-3.08) 
For 0.010 0.011 0.010 0.010 0.014* 0.013* 0.014* 0.014* 

　 (1.35) (1.40) (1.40) (1.38) (1.84) (1.72) (1.85) (1.91) 
KSE 0.007 0.063 0.045 0.022 0.047 0.066 0.115 0.088 
　 (0.03) (0.24) (0.19) (0.09) (0.19) (0.25) (0.47) (0.36) 
YR_D 포함 포함
Ind_D 포함 포함

F-값 7.53*** 7.61*** 7.67*** 7.58*** 7.63*** 7.68*** 7.67*** 7.77*** 

Adj-R2 0.301 0.303 0.305 0.302 0.304 0.305 0.305 0.308 
표본 수 320 320

<표 6>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와 과잉투자(모형 2-2)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의 잉여  보유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다. (패  A)는 FCF Q3 이상, (패  B)는 FCF Q3 미만 표본을 상으로 한다. 
종속변수 TQ는 토빈 Q((부채의 장부가치+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자산의 장부가치)이다. 신변수(Inn) 
 특허는 (1 +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는 표 화된 신지수; ESG는 ESG 통합,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수; Inn*ESG_D, Inn*E_D, Inn*S_D, Inn*G_D는 상호작용변수이다. 통제변수로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는 버리지(총부채÷총자산); ROA는 총자산이익률(순이익÷ 
총자산); Maj는 주주지분율(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는 외국인지분율;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낸다. 모든 모형에는 연도더미 YR_D와 산업더미 Ind_D가 
포함되어 있다. 호( ) 안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내며, *, **, ***은 회귀계수의 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패  A: FCF Q3 이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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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Q

Inn: 특허 Inn: 신지수

Inn -0.091 -0.038 0.011 -0.029 -0.600 -0.299 0.141 -0.314 

　 (-1.25) (-0.58) (0.16) (-0.41) (-1.18) (-0.63) (0.29) (-0.65) 

ESG_D -0.221 0.746*** 

　 (-1.07) (3.64) 

E_D -0.151 0.709
*** 

　 (-0.66) (3.39) 

S_D -0.128 0.392** 

　 (-0.68) (2.20) 

G_D -0.335 0.471** 

　 (-1.47) (2.47) 

lnn*ESG_D 0.332
*** 

2.282
*** 

　 (3.84) (3.91) 

lnn*E_D 0.287*** 2.038*** 

　 (3.50) (3.67) 

lnn*S_D 0.174** 1.194** 

　 (2.12) (2.17) 

lnn*G_D 0.254
*** 

2.007
*** 

　 (3.06) (3.50) 

Size -0.556*** -0.570*** -0.491*** -0.510*** -0.552*** -0.568*** -0.504*** -0.533*** 

　 (-7.87) (-7.78) (-7.19) (-7.34) (-7.72) (-7.67) (-7.16) (-7.45) 

Lev -0.539 -0.554 -0.616* -0.548 -0.569 -0.590 -0.591 -0.506 

　 (-1.47) (-1.51) (-1.67) (-1.48) (-1.55) (-1.61) (-1.60) (-1.37) 

ROA -0.059
*** 

-0.057
*** 

-0.060
*** 

-0.059
*** 

-0.061
*** 

-0.058
*** 

-0.061
*** 

-0.061
*** 

　 (-8.18) (-8.00) (-8.39) (-7.98) (-8.56) (-8.10) (-8.55) (-8.25) 

Maj -0.004 -0.004 -0.006 -0.005 -0.004 -0.004 -0.006 -0.005 

　 (-1.03) (-1.00) (-1.29) (-1.07) (-1.02) (-0.88) (-1.38) (-1.11) 

For 0.022*** 0.023*** 0.021*** 0.021*** 0.021*** 0.022*** 0.021*** 0.021***

　 (3.84) (3.95) (3.65) (3.72) (3.63) (3.79) (3.56) (3.67) 

KSE -0.417
*** 

-0.430
*** 

-0.376
** 

-0.364
** 

-0.417
*** 

-0.433
*** 

-0.368
** 

-0.332
** 

　 (-2.62) (-2.64) (-2.38) (-2.32) (-2.62) (-2.66) (-2.33) (-2.12) 

YR_D 포함 포함

Ind_D 포함 포함

F-값 24.59
***

24.42
***

23.71
***

24.01
***

24.58
*** 

24.52
** 

23.72
*** 

24.19
*** 

Adj-R2 0.340 0.338 0.332 0.334 0.340 0.339 0.332 0.336 

표본 수 963 963

<표 6>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와 과잉투자(모형 2-2)(계속)

패  B: FCF 3Q 미만 표본

ESG 활동이 신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증 에 효과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ESG 부문에 상 없이 유사하다. 한 ESG 투자가 기업의 신활동을 해하는 재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국기업을 상으로 한 Zhang et al.(2020)의 결과와는 달리, 효율 인 

ESG 투자는 신활동을 보완함으로써 가치창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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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1st stage)

Inn: 특허 Inn: 신지수

체표본 FCF 3Q 이상 FCF 3Q 미만 체표본 FCF 3Q 이상 FCF 3Q 미만

ESG_D 0.229** 0.642*** 0.120 0.037*** 0.045* 0.036** 

　 (2.37) (3.54) (1.04) (2.73) (1.81) (2.30) 

Size 0.658*** 0.566*** 0.682*** 0.102*** 0.093*** 0.103*** 

　 (18.22) (8.39) (15.85) (20.34) (9.96) (17.32) 

Lev -0.159 -0.346 -0.125 -0.042 -0.006 -0.053 

　 (-0.72) (-0.81) (-0.48) (-1.37) (-0.11) (-1.49) 

ROA -0.004 -0.002 -0.005 0.000 0.002 0.000 

　 (-1.06) (-0.31) (-1.00) (0.47) (1.51) (-0.49) 

Maj -0.009*** -0.014*** -0.008*** -0.001*** -0.002** -0.001*** 

　 (-3.68) (-2.75) (-2.68) (-3.88) (-2.36) (-3.03) 

For 0.018*** 0.013** 0.019*** 0.002*** 0.001 0.003*** 

　 (5.55) (2.28) (4.66) (4.52) (0.62) (4.71) 

KSE -0.343*** -0.288 -0.356*** -0.056*** -0.051** -0.057*** 

(-3.59) (-1.54) (-3.17) (-4.26) (-1.97) (-3.65) 

Ind_Inn 7.577*** 1.620 8.602*** 0.956** 2.397** 0.689 

　 (2.58) (0.20) (2.66) (2.35) (2.15) (1.55) 

YR_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nd_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56.56*** 15.22*** 43.02*** 68.62*** 15.73*** 55.01*** 

Adj-R2 0.464 0.471 0.466 0.513 0.480 0.529 

표본 수 1,283 320 963 1,283 320 963

<표 7>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와 과잉투자(모형 3)

신과 재무변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SLS(two-stage least square) 분석의 결과를 보여 다. 표본을 

체, FCF Q3 이상, FCF Q3 미만 표본으로 나 어 분석한다. (패  A)의 1단계(1st stage) 회귀식에서 

도구변수 Ind_Inn(산업평균 Inn)을 이용해서 추정된 Inn의 기댓값이 (패  B)의 2단계(2nd stage) 

회귀식에서 TQ(토빈 Q)를 추정하기 해 사용된다. 신변수(Inn)  특허는 (1 +특허출원 수)의 로그값, 

신지수는 표 화된 신지수; ESG는 ESG 통합 수; Inn*ESG_D는 상호작용변수이다. 통제변수로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값); Lev는 버리지(총부채÷총자산); ROA는 총자산이익률(순이익 ÷ 

총자산); Maj는 주주지분율(최 주주 1인  특수 계인 지분율); For는 외국인지분율; KSE는 

소속시장(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0)을 나타낸다. 모든 모형에는 연도더미 YR_D와 산업더미 Ind_D가 

포함되어 있다. 호( ) 안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내며, 
*, **, ***은 회귀계수의 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패  A: 1단계 분석결과

논문에는 보고되지 않지만 기업의 험에 한 리변수인 베타가 통제변수로 추가되거나 

Lev(부채비율)를 체하여도 이들 결과의 유의성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Adj-R
2
 값은 모형에 따라 0.332～0.340 범 이다.

4.5 강건성 분석

앞의 실증분석은 신이 기업가치에 향을  것이라는 추론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었다. 



The Interaction Effect of ESG and Innovation on Firm Value

492

TQ(2nd stage)

Inn: 특허 Inn: 신지수

체표본 FCF 3Q 이상 FCF 3Q 미만 체표본 FCF 3Q 이상 FCF 3Q 미만

Inn 1.699** 7.517 1.634** 4.439* 9.593 -2.565 

　 (1.97) (0.20) (1.98) (1.91) (0.41) (-1.63) 

ESG_D -0.547* -5.101 -0.297 0.026 0.532 0.580 

　 (-1.74) (-0.21) (-0.99) (0.07) (0.67) (1.60) 

lnn*ESG_D 0.241*** 0.259 0.229*** 1.750*** 2.104 1.694**

　 (3.31) (0.52) (2.73) (3.11) (1.14) (2.16) 

Size -1.681*** -4.902 -1.656*** -2.038*** -0.680** -0.548*** 

　 (-2.98) (-0.23) (-2.94) (-2.66) (-2.15) (-3.80) 

Lev -0.204 2.521 -0.294 0.116 -0.156 -0.491 

　 (-0.40) (0.19) (-0.50) (0.18) (-0.09) (-0.66) 

ROA -0.038*** -0.002 -0.047** -0.051*** -0.022 -0.057*** 

　 (-3.70) (-0.02) (-3.71) (-5.06) (-0.72) (-3.85) 

Maj 0.007 0.082 0.010 0.011 -0.023 -0.003 

　 (0.71) (0.16) (0.99) (0.88) (-1.12) (-0.36) 

For -0.011 -0.087 -0.009 -0.010 0.013 0.021* 

　 (-0.65) (-0.17) (-0.52) (-0.57) (0.57) (1.76) 

KSE 0.306 2.105 0.222 0.559 0.013 -0.353 

　 (0.81) (0.19) (0.56) (1.11) (0.02) (-1.09) 

YR_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nd_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12.38*** 0.22 10.44*** 10.08*** 0.80 6.04*** 

Adj-R
2

0.157 0.054 0.171 0.130 0.013 0.099 

표본 수 1,283 320 963 1,283 320 963

<표 7>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효과와 과잉투자(모형 3)(계속)

패  B: 2단계 분석결과

하지만 기업들 간에 상이한 재무  특성이 신을 진하도록 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역의 인과 계를 감안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7>은 신과 재무변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SLS(two-stage least square) 분석의 결과이며 [모형 3]을 이용하 다. 

표본을 체, FCF Q3 이상, FCF Q3 미만 표본으로 나 어 보여 다. 편의상 ESG 통합 수인 

ESG만 사용한 결과를 보고한다. 

도구변수로 소속산업의 Inn 평균값인 Ind_Inn을 선정한다. Ind_Inn은 개별기업의 Inn과는 

양(+)의 계가 있으나 그 기업의 TQ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이다. 즉, 한 기업이 특허출원을 

많이 하거나 신지수가 높을 가능성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과 연 되어 있을 수 있다

(relevance restriction). 그러나 Ind_Inn은 TQ와는 직  련성이 없을 것으로 상한다 

(exclusion restriction). 구체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패  A)의 1단계(1st stage) 회귀식에서 

도구변수 Ind_Inn을 이용해서 추정된 Inn의 기댓값이 (패  B)의 2단계(2nd stage) 회귀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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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를 추정하기 해 사용된다.10) 

먼  (패  A)의 1단계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종속변수는 Inn이며 아래 Ind_Inn의 회귀계수는 

상 로 양(+)수로 (Inn이 특허인 경우의 FCF Q3 이상 표본을 제외하고는) 부분 유의하다. 

기타 변수 Size와 For는 유의한 양(+)의 Maj와 KSE는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패  B)의 2단계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Inn이 특허인 경우에 상호작용변수 

Inn*ESG_D의 회귀계수는 체표본, FCF Q3 이상 표본, FCF Q3 미만 표본에서 각각 0.241, 

0.259, 0.229로 모두 양(+)수이지만 체표본과 FCF Q3 미만 표본에서는 1% 수 에서 유의하고 

FCF Q3 이상 표본에서는 상 로 유의하지 않다. Inn이 신지수인 경우에 상호작용변수 

Inn*ESG_D의 회귀계수는 체표본, FCF Q3 이상 표본, FCF Q3 미만 표본에서 각각 1.750, 

2.104, 1.694로 모두 양(+)수이지만 체표본과 FCF Q3 미만 표본에서는 각각 1%와 5% 수 에서 

유의하나 FCF Q3 이상 표본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다. 

이들 회귀분석에서 결과는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치에 정  향을 주지만 

과다한 잉여  보유로 비효율  투자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본 

논문의 가설들을 여 히 지지한다.

5. 요약 및 결론

ESG 활동과 신역량 강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필요불가결 요인들이다. 기업의 

비재무  노력인 ESG 활동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극 화함으로써 궁극 으로 기업의 장기  가치에 큰 향을 다. 신은 

특히 4차 산업 명 시 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신역량의 배양은 R&D 투자나 

특허출원과 같은 신지표의 양  성장은 물론 질  향상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ESG 활동과 신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는 학문 으로나 시사 으로 

큰 괸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는 ESG 활동과 신 모두 기업성과에 정  

향을 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드물다. 더욱이 해외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신 자체에 한 실증연구도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의 잉여  보유 정도로 추론한 비효율  투자 우려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본 분석의 동기는 과다한 잉여  보유로 리인비용이 

잠재 으로 높은 기업은 CSR 활동에 과잉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성과 기업성과를 떨어트린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서는 ESG 활동과 신의 상호작용효과가 조할 

것으로 상한다. 

10) 내생성 검증을 한 통계(SAS) 분석결과, 1단계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인 Inn이 외생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 으며, 과다식별(overidentification) 검증을 통해 도구변수(Ind_Inn)의 정성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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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해 ESG 활동의 성과 측정치로 ESG 수를 사용한다. 신의 리변수로는 

특허와 신지수를 사용한다. 신지수는 통 인 기술  성과는 물론 비기술  성과도 반 된 

종합  지표로 볼 수 있다. 기업성과 측정을 해서는 토빈 Q를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ESG 성과와 신은 기업가치에 양(+) 향을 미치며 이들 요인 

간에 양(+)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미치는 

신의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활동은 그 자체로는 물론 신역량 강화의 

매로 기업가치 증 에 도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SG 활동과 신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잉여 을 게 보유한 기업에서 두드러졌으며 

잉여 을 많은 보유한 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잉여  

보유로 과잉투자의 우려가 큰 기업에서는 ESG 활동이 신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리인비용이 높은 기업에서는 CSR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ESG의 구성요소에 상 없이 유사하 으며 

신변수와 재무변수 간의 역인과 계를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도 강건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ESG 정책의 채택과 

신역량의 강화가 필수 이며 ESG 활동은 신의 매로도 작용한다는 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기업의 과다한 잉여  보유는 ESG 활동에 한 과잉투자로 여겨지므로 

신역량 강화와 가치증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을 시사한다. 한 ESG 활동은 투자 

측면에서 신과 상충 계를 지니는 재무  부담이라기보다는 신을 보완하여 기업에 득이 

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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