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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additions or deletions to the ESG index on stock return 
comovement in the Korean stock market over a 10-year period from 2010 to 2019, using 
eight ESG indices. Our results show that firms added to the ESG index experience an increased 
beta, both in the short- and long-term, while deleted stocks from the ESG index show significant 
decreases in beta. The return comovement following ESG index changes identifies not only 
the initial ESG index but also the new ESG index launched in 2015. However, comovement 
to the ESG index inclusion is more pronounced with the initial ESG index. Moreover, we 
find that comovement largely accounts for the trading behavior of individual investors and 
is partially related to foreign investors’ trading.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evidence on comovement with changes in major market index constituents and suggest that 
ESG index revision by considering non-financial factors also induces stock return comovement.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investor sentiment-based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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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퇴출)된 종목과 기존 지수구성 종목 간 수익률 동조화(이탈화)가 

발생하는지를 고찰하고,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행태재무 기반의 투자심리에 

기인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에 

편입종목은 수익률 동조화가 확인되며 퇴출종목은 수익률 이탈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초기 

사회책임투자지수(1세대)와 신-사회책임투자지수(2세대) 모두에서 수익률 동조화가 나타나나 2세대 

지수는 장기적으로 수익률 동조화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수익률 동조화는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 

관련성이 높으나 2세대 지수에서 단기간 발생한 수익률 동조화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와도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비재무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사건

에서도 지수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나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단기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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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는 투자 상 기업의 선정에 있어 재무  

측면뿐만 아니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  요소까지도 

고려하는 투자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세계 으로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심과 요구가 증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ESG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사회책임투자와 련한 시장 규모는 가 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

한편, 사회책임투자의 확   ESG 펀드의 투자수요를 충족하고자 사회책임투자와 련된 

다양한 지수가 출시되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기 해 해당 지수를 기반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다. 일례로, 사회책임투자에 한 시장지수의 구성종목에 편입되거나 

퇴출되는 종목의 주가반응을 분석하 는데, 지수에 편입( 는 퇴출)되면 양(+) 는 음(-)의 

과수익률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ee, 2011; Robinson et al., 2011; Lee and 

Kim, 2016; Kim, 2019; Kim and Woo, 2021).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 는 퇴출되는 

경우 해당 종목에 일련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을 상으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의 정기변경 

사건을 이용하여, 해당 지수에 편입( 는 퇴출)된 기업과 기존의 지수구성 종목 간 주식수익률의 

동조화(이탈화) 상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이 투자심리에 기인하는지를 규명한 후 련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기업이 기존 지수 구성종목과 비재무 인 수 이 유사할

지라도 재무  수  는 기업의 성장성 등은 상이하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본질가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지수 구성종목과 변경(편입 는 퇴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무방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S&P500 는 코스피 200 지수의 동조화 

상과 유사하게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경우 지수펀드 구성 는 투자자 인지 개선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기존의 지수구성 종목들과 수익률 동조화 상을 보일 개연성도 

있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에서 산출·발표하는 8개의 사회책임투자지수를 상으로 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시 편입(퇴출)된 종목과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의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여부를 분석

한다.2) 이를 해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후 단기(3개월)  장기(12개월)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종목 변경으로 인한 주식수익률 동조화가 단기 는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Broadstock et al.(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인 융 기 상황에서 ESG 성과를 분석하 는데, 

ESG 수 이 좋은 기업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ESG 수 이 낮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보다 주가 

성과가 더 좋으며 융 기에 따른 시장 험을 완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7월 기  국내에 설정된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4,618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Park, 2020). 

2) 창기의 사회책임투자지수인 KRX SRI, KRX SRI Eco, KRX SRI Governance, KRX Green 등 

4개 지수와 재 운  인 4개 지수(KRX ESG Leader 150, KRX Eco Leader100, KRX Governance 

Leader 150, KRX ESG 사회책임경 지수)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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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동조화가 지수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 지수 편입(퇴출)에 있어 ESG를 통합하는 지수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을 고려하는 개별지수로 각각 구분한 후 수익률 동조화가 

차별 으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창기 사회책임투자지수(1세 )와 지난 

2015년부터 산출되어 재 운  인 신-사회책임투자지수(2세 )로 구분한 후 수익률 동조화 

상이 상이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으로 인한 동조화 상이 투자심리(investor sentiment) 기반의 

범주(category view) 는 역 (habitat view)으로 설명 가능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 에서 어떤 투자자의 거래행태가 주로 지수변경에 

따른 주식수익률의 동조화와 상과 련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 3개월(단기)  12개월(장기) 모두에서 편입종목은 해당 지수에 한 베타가 증가하여 

수익률 동조화가 나타난다. 반면, 퇴출종목은 해당 지수에 한 베타가 감소하여 수익률 이탈화 

상이 발생한다. 둘째, 사회책임투자지수 특성으로 세분하는 경우, ESG 통합지수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각의 요인만을 고려하는 개별지수 모두에서 수익률 동조화 상이 

일 되게 나타난다. 반면, 1세 와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로 구분하면 일부 차별 인 결과를 

보인다. 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 3개월에서는 1세 와 2세  지수에서 공통으로 수익률 동조화 

상이 확인된다. 반면, 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 12개월의 경우 수익률 동조화는 1세  지수에서만 

강건하게 나타나며, 2세  지수는 수익률 동조화가 상 으로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단기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률 동조화 상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 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1세  지수에서 장기(12개월)에 발생한 수익률 동조화는 

기 투자자의 거래행태와도 련성이 존재하며, 최근의 2세  지수에서 나타난 단기(3개월)의 

수익률 동조화 상은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도 일부 연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본질가치 변동과 무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사건의 경우에도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이 확인된다. 이는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나, 최근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요성 증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수요 증가에 의해서도 향을 받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수변경 

사건을 토 로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상을 규명한 기존 연구는 시장 표 지수(S&P 500, 

코스피 200 등)만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상황이다(Barberis et al., 2005; Greenwood and 

Sosner, 2007; Claessens and Yafeh, 2013; Coakley et al., 2014; Lim and Park, 2016). 

한편,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국내외 연구는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공시효과에 을 두고 

검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반면, 본 연구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 하며 특히 비-재무 인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책임투자지수에서도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한다는 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론 으로 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증권학회지 제52권 1호 (2023)

81

둘째, 기존 연구에서 수익률 동조화는 주로 시장 표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추  오차를 

이기 한 기 투자자 수요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SRI 펀드 등을 한 수요 이외에도 편입기업의 ESG에 한 정 인 효과를 

시장에 달하므로 개인투자자의 수요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가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도 련되어 있음을 보여 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측면에서도 수익률 동조화 상이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책임투자에 한 기 지수  최근의 지수에서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상이 

차별 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사회책임투자와 련한 통합지수와 3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한 개별지수들의 수익률 동조화 상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사회책임투자지수 개선에도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분석 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제시한다.

2. 기존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하는 사회책임투자지수의 편입  퇴출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을 

검증하고, 투자자별 거래행태가 수익률 동조화와 일련의 련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련된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상이나 사회책임투자에 따른 주가성과 분석 

등에 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수익률의 동조화는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외 연구에서 기업의 미래 흐름이나 험변화 등의 본질가치와 무 한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상이 보고되고 있다.3) 표 으로 Barberis et al.(2005)은 S&P500 지수변경 사건을 

이용하여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를 검증하 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S&P500 지수에서 편입(퇴출)되는 종목은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 유사한(상이한)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Nikkei 225나 국 FTSE 100, 

국내 KOSPI 200 그리고  세계 40개 국가의 시장 표지수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공통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reenwood and Sosner, 2007; Claessens and Yafeh, 2013; Coakley 

et al., 2014; Lim and Park, 2016).

지수변경 사건 이외에도 주식분할로 인해 주가가 낮아지면 비슷한 가격 의 가주(low-price 

stock)와 유사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가격 별 동조화 상도 제시되고 있으며(Green 

3) 추가 으로 정보확산 가설에서는 반 인 시장 정보가 주가에 반 되는 속도가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 유사한 정보반  속도를 갖는 종목은 동조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나, 다수 연구에서 

투자심리 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 으로 본질가치와 련된 수익률 동조화 

상도 존재하는데, Cho and Mooney(2015)는 국내의 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에는 양(+)의 

수익률 동조화 상이 발생하며 이는 계열사 간 흐름 정보와 같은 본질가치에 의해 발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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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wang, 2009; Kumar et al., 2013; Jun and Choe, 2013), 기업의 본사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지리 인 동조화 상도 나타나고 

있다(Pirinsky and Wang, 2006; Kumar et al., 2013).

한편, 수익률 동조화의 발생 원인은 기업의 펀더멘털(유사한 흐름 는 유사한 험수  

등) 측면보다는 주로 투자심리(범주 는 역 )에 기인한 수요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주 은 투자자들이 자산배분을 특정 범주( 형주, 시장지수 구성종목 등)로 구분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며(Barberis and Shleifer, 2003), 역 은 거래비용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특정 유형의 종목만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is 

et al., 2005). 그런데 범주 는 역 은 상이한 실증  결과를 측하지 않으며 이를 

구분하기는 실 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 연구에서 이 둘을 유사한 가설로 취 하고 

있다(Barberis et al., 2005; Greenwood, 2008; Claessens and Yafeh, 2013; Jun and Choe, 

2013; Lim and Park, 2017).

투자심리 에서 수익률 동조화의 원인을 규명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특정 투자자의 

거래행태가 동조화 상을 래할 수 있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표지수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은 지수펀드 등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기인한 기 투자자의 

수요증가나 개인투자자의 인지 개선으로 발생하며(Greenwood and Sosner, 2007; Greenwood, 

2008; Han et al., 2010; Lim and Park, 2017), 주식분할에 따른 가주와의 동조화 상이나 

기업의 지리  치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는 주로 개인투자자의 선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umar and Lee, 2006; Kumar et al., 2013; Jun and Choe, 2013). 따라서 

수익률 동조화 상은 범주 는 역  측면에서의 특정 투자자 거래행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회책임투자에 따른 성과분석의 검증은 사회책임투자와 련된 

지수를 이용하거나, 직 인 기업의 CSR 수 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사회책임투자 련 

지수 는 SRI펀드 등의 편입·퇴출에 따른 공시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다우존스지속

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에 편입되는 종목은 기업의 지속가능에 

한 정 인 평 을 얻고, 이로 인해 정 인 주가반응이 나타나며 퇴출종목은 단기 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obinson et al., 2011). 한, KRX SRI 지수나 

KRX ESG 사회책임경 지수 그리고 KRX ESG Leader 150나 KOSPI 200 ESG 지수 등과 

같은 사회책임투자 련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유의 인 양(+)의 과수익률이 나타나나, 

지수에서 퇴출되는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여 음(-)이 공시효과를 보고하고 있다(Lee, 2011; 

Lee and Kim, 2016; Kim, 2019; Kim and Woo, 2021). 특히,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퇴출에 

따른 공시효과는 코스닥시장과 비교  최근에 설정된 사회책임투자지수(KRX ESG Leader150 

등)에서 뚜렷한 시장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Kim and Woo, 2021). 추가로 

SRI펀드 편입기업의 경우 사회  책임을 이행하기 한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펀드의 편입 이후에 우월한 재무성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Yoon and Ch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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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의 환경경  지수인 KRX SRI Eco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경우에 지수변경 공시일 

·후의 주가 반응은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Park and Ok, 2013), KRX SRI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나 해당 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그리고 해당 지수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종목을 상호 비교해 보면 차별 인 투자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Park, 2013).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거나 퇴출되는 종목이 기업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가치와 무 할 가능성 한 공존한다.

한편, CSR에 한 유용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체로 CSR 활동은 기업가치에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Jang and Kim(2013)은 기업의 ESG가 재무성과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하 는데, ESG 등 이 높은 기업은 해당 등 이 낮은 

기업들보다 주식수익률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업성과  기업가치(토빈의 Q)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ESG가 기업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Lee and 

Byun(2016)은 CSR에 극 인 기업일수록 기업의 고유 험(firm specific risk)은 감소하며 

기업의 투자수익률은 정 인 향을 미쳐, CSR 이행 시 기업이 할 수 있는 편익에 한 

실증 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Lee and Baek(2019)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실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 등에서 

CSR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ESG 등 이 높은 기업 에서도 술한 기업 특성 

요인이 우월한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양(+)의 과수익률을 시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 으로 Kang and Jung(2020)은 ESG 성과는 기업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효과는 기업의 수익성이 좋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특성을 갖는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Park(2013)은 CSR의 용치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이용하여 CSR 성과를 분석하 는데, CSR이 높은 그룹의 주가수익률은 CSR이 낮은 

그룹과 유사한 수 을 보여 CSR을 이용한 투자 략은 효율 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체 으로 볼 때, CSR은 기업가치에 일련의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을 표하는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투자자들의 인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수펀드 

등을 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즉, 비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 

는 퇴출되는 종목은 본질가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종목과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심리에 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3. 연구내용및방법

3.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8개의 사회책임

투자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에 편입되거나 퇴출된 기업을 상으로 한다. 분석표본 선정에 

있어 융업종에 속한 기업  주식수익률이나 연구에 필요한 재무정보가 없는 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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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본잠식 기업 등을 제외한 후 총 902개의 기업(편입종목 444개, 퇴출종목 458개)을 최종 인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4)

분석에 필요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에 한 정기변경 공시일  변경일, 변경종목 

내역과 연도별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황은 한국거래소의 KRX Indices 사이트에서 

수집·가공하여 이용한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자료는 상장사 의회 데이터베이스(TS-2000)에서 

추출하여 이용하고, 주가 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 Pro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사용한다.

<표 1>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사회책임투자지수 황이다.5) 2021년 7월 기 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산출·공표하는 사회책임투자에 한 지수는 총 9개가 있으며, 해당지수는 

1세 와 2세 로 구분해 볼 수 있다(Kim and Woo, 2021).6) 여기서 2015년까지 산출된 1세  

지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70개 기업을 상으로 산출하는 KRX SRI 지수부터 

ESG 개별 인 요인을 고려하는 KRX SRI Eco, KRX SRI Governance, KRX Green 지수가 

있다. 

다음으로 2세  지수는 2015년부터 산출이 시작되어 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ESG 통합 

수가 높은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ESG Leader 150 지수부터 환경(KRX Eco Leader 

100)이나 지배구조(KRX Governance Leader 150) 그리고 사회(KRX ESG 사회책임경 지수) 

등 개별 인 요인을 기 로 산출하는 지수가 있다.

4)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에 편입되는 사건은 최 로 지수에 편입되고 향후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된 후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재편입)와 순수하게 1회만 편입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ESG 통합지수만 편입되거나 ESG 통합지수  개별 인 지수 모두에 복 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술한 재편입 는 복편입이 빈번한 경우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지수변경에 따른 동조화 효과가 혼재될 수 있어 편입종목을 상으로 표본을 검해 보았는데, 

ESG 통합지수를 기 으로 재편입 기업은 총 4개 그리고 복편입 기업은 총 29개를 차지하여 총 

444개의 편입종목 분석표본 비 빈도는 낮은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재편입 는 

복편입이 체 인 분석 결과에 미치는 향은 미미할 것으로 단된다.

5) 추가로 2018년 12월부터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에서 ESG 수 이 높은 약 100개 기업으로 구성한 

KOSPI200 ESG 지수가 발표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는 코스닥150 구성종목 에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30개 종목을 선별하여 코스닥150 거버 스 지수도 발표되고 있다. 한, 2021년 7월부터 

KRX 기후변화 3  지수(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KRX300 기후변화지수,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KOSPI200 ESG 지수와 코스닥150 거버 스 지수의 경우 시장별 

표지수(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이용한 사회책임투자지수로써 

시장 체(유가증권  코스닥)를 상으로 한 사회책임투자지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수의 발표 기간이 

짧아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 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6) Kim and Woo(2021)는 코스피 200 ESG 지수나 코스닥150 거버 스 지수를 3세  사회책임투자지수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수는 시장 체 인 측면보다는 코스피 200 같이 이미 시장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해 추가 으로 ESG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시장 체를 상으로 한 

사회책임투자지수와 차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세 와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만을 분석 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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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명 (구성종목수) 최 발표일 지수종료일 비고

KRX SRI (70) 2009.09.14

2015.12.18
KRX SRI Eco (30) 2010.10.01

KRX SRI Governance (50) 2003.12.01 최  지수명: KOGI

KRX Green (20) 2010.12.10 녹색산업지수

KRX ESG Leader 150 (150) 2015.12.21

재

KRX SRI 체

KRX Eco Leader 100 (100) 2015.12.21 KRX SRI Eco 체

KRX Governance Leader 150 (150) 2015.12.21 KRX SRI Governance 체

KRX ESG 사회책임경 지수 (130) 2017.12.18 ESG  S 분야만 고려

<표 1> 국내 사회책임투자지수 현황

한국거래소에서 산출·공표하는 국내의 사회책임투자지수 황이다.

3.2 연구방법

3.2.1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분석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는 퇴출과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의 주식수익률 동조화 상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 해 Barberis et al.(2005)의 방법론을 용한다. Barberis et al.(2005)은 

S&P500 지수 변경에 따른 수익률의 동조화에 해 단일변수 모형(univariate regression) 

는 이변수(bivariate regression) 모형을 이용한 베타 변화를 추정하여 동조화 여부를 

분석하 는데, 시장을 표하는 지수변경 사건이나 주식분할 등의 수익률 동조화 상을 검증한 

다수의 후속 연구에서도 Barberis et al.(2005)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7)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식 (1)의 이변수 모형을 이용하여 지수 편입( 는 

퇴출) ·후 3개월(단기)  12개월(장기)의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와 비(非)-사회책임

투자지수 베타()를 추정한 후 편입( 는 퇴출) 이후에서 이 의 값을 차감하여 베타 변화를 

분석한다. 여기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은 공시일과 실제 변경일의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하므로 변경 이 은 공시일 이 을 그리고 변경 이후는 변경일 이후의 기간을 이용한다.

식 (1)에서 는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거나 퇴출된 종목의 일 주식수익률이고 는 

일의 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로써,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치가 평균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일의 비-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로써, 해당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을 이용한 가치가 평균수익률이다.8)

7) Barberis et al.(2005)의 연구에서 이용하는 단일변수 모형은 지수변경 ·후에 해 각각 지수변경 

종목의 주가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수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한 단변량 회귀분석을 수행 후 

지수변경 ·후의 베타(beta) 변화  결정계수(r-squared) 변화를 토 로 수익률 동조화를 분석한다. 

하지만, 단일변수 모형은 특정 지수(사회책임투자)에 속한 종목의 수익률만 고려하게 되며, 본질가치와 

련한 수익률 동조화 가능성 한 배제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Barberis et al., 2005). 

따라서 특정 지수에 속하지 않는 종목들에 한 수익률을 통제한 후 지수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Barberis et al.(2005)의 이변량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8) 지수수익률 계산에 있어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을 직 으로 이용하여 산출한 가치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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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편, Chen et al.(2016)에 의하면, Barberis et al.(2005)의 수익률 동조화 추정은 투자심리와 

같은 행태 재무  뿐만 아니라 여 히 본질가치와도 련될 수 있으며, S&P50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의 경우 해당 지수수익률에 한 베타 변화와 비-S&P500 지수수익률에 한 

베타 변화를 직 으로 비교하면 동조화 상은 미미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건한 검증을 해 Chen et al.(2016)의 방법도 고려한다. 이를 해 식 (1)을 토 로 

계산한 지수변경 종목의 변경 ·후 베타 변화를 이용하여,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와 비교할 때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가 유의 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는 퇴출)으로 인해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한다면 지수 

구성종목과 유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에 한 베타는 지수편입( 는 퇴출) 이후에 유의 으로 증가( 는 

감소)할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3.2.2 투자자별 거래행태와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기업의 본질가치 변동과 무 한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상은 범주 는 역 에서의 

투자심리에 기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으로 인해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한다면, 해당 상이 투자자별 거래행태와 련성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심리 과 사회책임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 Kumar et al.(2013)  Lim and Park(2017)과 동일하게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보다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 는 퇴출된 종목에 해 지수변경 공시일 이 의 과거 60일(약 

3개월)과 250일(약 12개월) 그리고 변경일 이후의 동일 기간에 해 식 (3)을 이용한 투자자별·일별 

매수-매도 거래량 불균형인 (Buy-Sell Imbalance; BSI)를 계산한다. 식 (2)에서 와 

는 각각 종목의 일에 한 투자자 의 매수 는 매도 거래량을 의미한다.

                 (2)

다음으로 사회책임투자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해 개인, 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일별 를 계산한다. 이후 해당 지수에 편입 는 퇴출되는 종목과 기존의 지수구성 종목에 

수익률 이외에도 시장에 공표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지수를 수익률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식 

(1)의 비-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 계산에 있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체를 통합하는 

시장수익률 자료를 토 로 비-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을 추정해야 하나 각각의 시장에 한 지수 

수익률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Green and Hwang(2009)  Jun and 

Choe(2013) 등의 주식분할 사건에 한 수익률 동조화와 유사하게 개별 구성종목을 활용하여 

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을 계산한 후 수익률 동조화 분석에 이용한다. 한편, 가치가 평균수익률 

계산의 가 치는 종목별 시가총액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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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자별 거래행태의 련성을 검증하기 해 투자자별·일별 를 기 로 지수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의 편상 계수인 (Trading Correlation)를 계산한다. 는 각각 개인투자자

()와 기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로 구분하여 분석하며9), 시장 과수익률

()의 향을 통제하기 해 식 (3)과 식 (4)로 추정된 잔차항(와 )을 이용한다. 여기서 

시장 과수익률은 일별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지수수익률에서 일별로 환산한 3년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하여 이용한다. 식 (4)에서 는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 종목에 한 일 

투자자 의 를 동일 가 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한다.

     (3)

      (4)

지수변경 이 보다 변경일 이후에 특정 투자자의 가 유의미 으로 증가(감소)한다면, 

이는 기존의 지수구성 종목과 편입( 는 퇴출)된 종목에 한 특정 투자자의 거래 방향이 유사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수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동조화( 는 이탈화)가 특정 투자자의 

거래에 기인한다면, 지수편입( 는 퇴출) 이후에 특정 투자자의 는 증가(감소)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10)

3.2.3 분석모형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퇴출이 주식수익률의 동조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지수 특성(ESG 통합지수  개별지수, 1세   2세  지수)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이 

차별 인지를 분석하기 해 식 (5) ∼ 식 (7)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에 따른 주식수익률의 동조화가 주로 어떤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기 

해 식 (8)과 식 (9)의 분석모형을 이용한다.

우선, 식 (5)에서 종속변수인 는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 는 12개월 동안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 )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 ) 이다. 그리고 은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1의 값을 갖고, 퇴출종목은 0의 값을 갖는다. 한편, 통제변수( )는 

기존 연구를 토 로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 변수를 고려하는데, 지수변경 

이  12개월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 년도 말 장부가/시가 비율()과 년도 

말 총자산이익률()  부채비율()을 이용한다. 추가 으로 유가증권 는 코스닥시장과 

 9) 편상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 인 요인을 통제한 

후에 두 변수의 상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10) 만약, 특정 투자자가 기존 지수구성 종목을 순매수하고 편입 종목을 변경일 이 에는 순매도하면 

편상 계수는 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변경일 이후에 편입 종목을 순매수하면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의 편상 계수는 양(+)으로 나타나므로 편상 계수 변화(이후-이 )는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편입일 이후 특정 투자자의 편상 계수가 증가한다면 편입종목과 기존 지수구성 

종목에 한 그들의 거래행태가 유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Lim and Pa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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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그리고 산업효과를 통제하기 해 시장더미()  연도더미() 그리고 한국표

산업분류 분류 기 의 산업더미()도 통제변수로 이용한다.

       (5)

다음으로 식 (6)과 식 (7)은 사회책임투자지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식 (6)에서  는 

ESG 통합지수의 경우 1의 값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개별 인 요인을 고려하는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한 식 (7)에서  는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의 경우 1의 

값을, 1세  사회책임투자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사회책임투자지수변경 이후 편입종목의 베타가 

증가한다면   계수는 양(+)으로 나타날 것이고, 편입종목의 베타 변화에 있어 통합지수 

는 2세  지수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면 ×  나 ×    

계수는 유의한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      

(6)

       ×   

               

(7)

한편, 투자자별 거래행태와 수익률 동조화의 련성을 분석하기 한 식 (8)의 경우 편입 

 퇴출종목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는 식 (5)과 동일하게 이용한다. 

식 (8)에서  ,  ,   각각 지수변경 ·후 3개월과 ·후 12개월을 상으로 한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계수 변화를 의미하며 지수변경 이후에서 변경 

이 의 수치들을 차감한 것이다. 

         (8)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는 퇴출)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이 특정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한다면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 편입(퇴출)된 종목에 한 투자자별 거래는 유사한(상이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수편입 이후에서 편입 이 의 편상 계수 수치를 차감하는 

경우 양(+)의 값을 보일 것이므로, 식 (8)에서도 투자자별 편상 계수인  ,  , 가 

유의 인 양(+)으로 나타날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4. 분석결과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이다. 은 사회책임투자지수의 정기 

구성종목 변경 시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1의 값을 갖고, 퇴출되는 종목은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는 사회책임투자지수 에서도 ESG 요인을 통합하는 지수는 

1을, 개별특성(환경, 사회, 지배구조)만을 상으로 하는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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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15년부터 산출·발표되고 있는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의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고, 1세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주식수익률의 동조화와 련된 변수인 _과 _는 식 (1)을 이용한 

지수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의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로써, 지수변경 이후에서 

지수변경 이 의 값을 차감한 것이다. 그리고 ∼는 각각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의 편상 계수 변화로써 

지수변경 이후의 값에서 지수변경 이 의 값들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변수 변수설명

Inclusion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종목은 1, 퇴출종목은 0

SRI Consolidated 사회책임투자지수  통합지수는 1, 개별지수(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0

2nd Index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는 1, 1세  사회책임투자지수는 0

dSRI_Beta3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지수변경 이후 3개월 동안의 베타 변화

dSRI_Beta12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지수변경 이후 12개월 동안의 베타 변화

dRTC3 지수변경 이후 3개월 동안의 개인투자자 편상 계수 변화

dITC3 지수변경 이후 3개월 동안의 기 투자자 편상 계수 변화

dFTC3 지수변경 이후 3개월 동안의 외국인투자자 편상 계수 변화

dRTC12 지수변경 이후 12개월 동안의 개인투자자 편상 계수 변화

dITC12 지수변경 이후 12개월 동안의 기 투자자 편상 계수 변화

dFTC12 지수변경 이후 12개월 동안의 외국인투자자 편상 계수 변화

ln(MKTCAP) ln(지수변경 이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

BM 년도 말 자기자본 장부가치 / (발행주식수×주가)

ROA 년도 말 업이익 / 총자산

LEV 년도 말 부채 / 자기자본

KOSPI 유가증권시장 소속기업은 1, 아니면 0

<표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이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 통계량으로 Panel A는 지수편입 종목 그리고 

Panel B는 퇴출종목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Panel A의 편입종목에 한 기 통계량 

분석 결과를 보면,  의 평균은 0.320으로 편입종목  약 142개가 ESG 통합 

지수에 해당되며,  의 평균은 0.716으로 약 318개 기업이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해당되고 있다. 한편, 과   모두에서 평균은 양(+)의 값으로 나타나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이후 3개월 는 12개월 동안에서 베타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Panel B의 퇴출종목에 한 기 통계량 분석 결과를 보면,  의 

평균은 0.282로 약 129개가 ESG 통합 지수에 해당되며,  의 평균은 0.655로 약 300개 

기업이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해당된다. 한편, 과 의 평균은 음(-)의 값을 

보여 사회책임투자지수 퇴출 이후 3개월  12개월 모두에서 베타가 감소하여 편입종목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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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ean median St. Dev Max Min

Panel A: 편입종목 　 　 　 　 　 　

SRI Consolidated 444 0.320 0.000 0.467 1.000 0.000

2nd Index 444 0.716 1.000 0.451 1.000 0.000

dSRI_Beta3 444 0.074 0.044 0.622 2.342 -2.000

dSRI_Beta12 444 0.110 0.092 0.387 1.319 -1.540

dRTC3 444 -0.003 -0.012 0.230 0.828 -0.613

dITC3 444 0.039 0.039 0.220 0.647 -0.540

dFTC3 444 0.033 0.026 0.224 0.745 -0.863

dRTC12 444 0.027 0.023 0.133 0.705 -0.298

dITC12 444 0.037 0.039 0.136 0.623 -0.340

dFTC12 444 0.032 0.026 0.149 0.681 -0.425

ln(MKTCAP) 444 27.833 27.538 1.397 32.464 24.370

BM 444 0.836 0.679 0.617 3.476 0.037

ROA 444 0.060 0.049 0.065 0.353 -0.255

LEV 444 0.972 0.724 1.028 12.735 0.023

KOSPI 444 0.818 1.000 0.387 1.000 0.000

Panel B: 퇴출종목 　 　 　 　 　

SRI Consolidated 458 0.282 0.000 0.450 1.000 0.000

2nd Index 458 0.655 1.000 0.476 1.000 0.000

dSRI_Beta3 458 -0.103 -0.106 0.654 2.452 -3.331

dSRI_Beta12 458 -0.066 -0.052 0.380 1.205 -1.735

dRTC3 458 -0.047 -0.046 0.227 0.702 -0.952

dITC3 458 0.004 -0.009 0.236 0.667 -0.785

dFTC3 458 -0.063 -0.059 0.224 0.560 -1.057

dRTC12 458 -0.007 -0.006 0.144 0.531 -0.959

dITC12 458 -0.016 -0.009 0.136 0.415 -0.639

dFTC12 458 -0.028 -0.014 0.145 0.356 -0.986

ln(MKTCAP) 458 27.483 27.218 1.596 32.873 24.370

BM 458 1.026 0.820 0.770 5.492 0.047

ROA 458 0.046 0.042 0.075 0.290 -0.812

LEV 458 1.066 0.713 1.233 8.233 0.009

KOSPI 458 0.810 1.000 0.393 1.000 0.000

<표 3> 기초통계량

 는 사회책임투자지수 에서 통합지수는 1을, 개별지수(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0의 값을 

갖는다.  는 2015년 이후의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는 1을, 1세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_과 _는 지수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의 베타 변화로써, 

각각 지수변경 이후에서 지수변경 이 의 값을 차감한 것이다. 그리고 ∼는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에 한 개인(), 국내기 ()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계수 

변화이다. 는 지수변경 이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룰 취한 값이다. 

은 년도 말 자기자본을 ( 년도 말 보통주 발행주식 수×주가)로 나  값이고, 는 년도 말 

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것이며, 는 년도 말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 는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은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이상치(outlier)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하여 모든 변수는 상, 하  각각 1%를 기 으로 조정(winsorization)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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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과 주식수익률 동조화

<표 4>는 Barberis et al.(2005)이 제시한 이변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  12개월에 한 베타 변화를 추정하고 Chen et al.(2016)의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Panel A의 지수 편입종목에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수변경 3개월  12개월 모두에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_) 변화는 각각 0.074와 0.110으로 유의 인 증가를,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_)는 유의 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 사회책임

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와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를 직 으로 비교하면 

평균 차이는 각각 0.178과 0.233의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기존 지수구성종목과 수익률 동조화 상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Panel B의 퇴출종목에 한 분석 결과에서는 편입종목과 반 의 결과가 나타난다. 

지수변경 3개월  12개월 모두에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_)는 유의 으로 감소하며,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_)는 유의 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와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를 비교하는 경우 3개월과 12개월에 

한 평균 차이는 각각 -0.291과 -0.144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서 

퇴출되는 종목은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 수익률 이탈화 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분

SRI_Beta　 NSRI_Beta　
차이검정

(A-B)변경이 변경이후
이후-이

(A)
변경이 변경이후

이후-이

(B)

Panel A: 편입종목(n=444)　　 　 　 　 　 　 　 　　

3개월 0.042 0.115 0.074** 1.006 0.902 -0.104*** 0.178***

[2.50] [3.50] [2.96]

12개월 0.018 0.128 0.110*** 1.005 0.882 -0.123*** 0.233***

　 　 　 [5.98]　 　 　 [4.46]　 [5.95]　

Panel B: 퇴출종목(n=458)　　 　
　

　 　 　
　

　
　

3개월 0.115 0.012 -0.103*** 0.832 1.020 0.188*** -0.291***

[-3.38] [4.68] [-4.39]

12개월 0.107 0.041 -0.066*** 0.873 0.951 0.078*** -0.144***

　 　 　 [-3.73]　 　 　 [3.31]　 [-3.79]　

<표 4>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및 퇴출과 주가동조화

_와 _는 각각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  비-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에 한 베타이다. 차이검정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에 한 t-검정이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의 사회책임투자지수는 ESG 요인을 통합한 지수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개별  요인을 고려하는 지수로 구분되며, 기 SRI 지수(1세 )의 한계 을 보완하고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해 2015년부터 면 으로 개편된 신-사회책임투자지수가 발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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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의 세부 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수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여부를 검증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우선 <표 5>는 ESG 통합지수(Panel A, Panel B)  개별지수(Panel C, Panel D)로 구분하여 

수익률 동조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Panel A를 보면, ESG 통합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의 

경우 단기(3개월)에는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_)가 증가하지 않으며, 비-사회

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_) 변화와 비교해도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장기(12개월)로 기간을 확장하면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가 유의 으로 증가하며,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와 비교해도 유의 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장기 인 

측면에서 ESG 통합지수에 편입되면 기존 지수구성 종목과 수익률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분

SRI_Beta　 NSRI_Beta　
차이검정

(A-B)변경이 변경이후
이후-이

(A)
변경이 변경이후

이후-이

(B)

Panel A: 통합(편입종목, n=142) 　 　 　 　 　 　 　
　

3개월 0.182 0.178 -0.004 0.831 0.792 -0.039 0.035

[-0.09] [-0.78] [0.42]

12개월 0.125 0.215 0.090*** 0.838 0.757 -0.081** 0.171***

　 　 　 [2.95]
　

　 　 [-2.05]
　

[2.67]
　

Panel B: 통합(퇴출종목, n=129) 　
　

　 　 　
　

　
　

3개월 0.210 0.080 -0.131
**

0.694 0.887 0.193
***

-0.324
***

[-2.23] [2.89] [-2.79]

12개월 0.219 0.146 -0.074** 0.732 0.805 0.073* -0.147**

　 　 　 [-2.07]
　

　 　 [1.74]
　

[-2.03]
　

Panel C: 개별(편입종목, n=302) 　
　

　 　 　
　

　
　

3개월 -0.025 0.086 0.111
***

1.088 0.954 -0.134
***

0.245
***

[2.94] [-2.85] [3.10]

12개월 -0.033 0.086 0.119*** 1.084 0.942 -0.143*** 0.262***

　 　 　 [5.21]
　

　 　 [-4.72]
　

[5.35]
　

Panel D: 개별(퇴출종목, n=329) 　
　

　 　 　
　

　
　

3개월 0.078 -0.015 -0.093
***

0.887 1.072 0.186
***

-0.278
***

[-2.59] [3.76] [-3.46]

12개월 0.063 0.000 -0.063*** 0.928 1.008 0.080*** -0.143***

　 　 　 [-3.10]
　

　 　 [2.81]
　

[-3.19]
　

<표 5> 사회책임투자지수 종목변경과 주가동조화: 통합지수 vs. 개별지수

_와 _는 각각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  비-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에 한 베타이다. 차이검정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에 한 t-검정이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11) 기 SRI 지수를 체하기 해 2015년부터 산출·발표 인 신-사회책임투자지수에서는 구성종목 

선정 방법이나 지수산출방법, 구성종목 수 확 , 평가 수 개선도 반 , 지수 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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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의 퇴출종목에 한 분석에서는 단기(3개월)  장기(12개월) 모두 일 된 결과를 

보인다. ESG 통합지수에서 퇴출되는 종목은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가 지수변경 이후에 

유의 으로 감소하며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변화와 유의 인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ESG 개별지수(Panel C  Panel D)에서는 지수변경 3개월  12개월 모두 

일 으로 편입(퇴출) 종목은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가 유의 으로 증가(감소)하며,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와도 유의 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ESG 통합지수와는 

차별 으로 개별지수의 경우에는 단·장기 모두에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거나 퇴출되면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 6>은 1세  지수와 2세  지수로 각각 구분하여 동조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체 으로 

1세  지수의 경우에는 지수변경 ·후 3개월  12개월 모두에서 편입(퇴출) 종목의 사회책임

투자지수에 한 베타가 유의 으로 증가(감소)하고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와도 

유의 인 차이를 보여 수익률 동조화 상이 일 되게 나타난다. 

구분

SRI_Beta　 NSRI_Beta　
차이검정

(A-B)변경이 변경이후
이후-이

(A)
변경이 변경이후

이후-이

(B)

Panel A: 1세 (편입종목, n=126) 　 　 　 　 　 　
　

3개월 0.090 0.266 0.176
***

0.996 0.844 -0.151
**

0.327
***

[3.59] [-2.28] [3.10]

12개월 0.064 0.232 0.169*** 0.962 0.795 -0.166*** 0.335***

　 　 　 [4.63]
　

　 　 [-3.16]
　

[3.97]
　

Panel B: 1세 (퇴출종목, n=158) 　 　 　 　
　

　
　

3개월 0.242 0.148 -0.094
**

0.811 1.030 0.220
***

-0.314
***

[-2.16] [3.78] [-3.34]

12개월 0.264 0.112 -0.151*** 0.784 0.957 0.174*** -0.325***

　 　 　 [-5.00]
　

　 　 [4.23]
　

[-4.87]
　

Panel C: 2세 (편입종목, n=318) 　 　 　 　
　

　
　

3개월 0.022 0.056 0.033 1.010 0.925 -0.085
**

0.118

[0.92] [-1.99] [1.63]

12개월 0.000 0.086 0.086*** 1.023 0.917 -0.106*** 0.192***

　 　 　 [4.10]
　

　 　 [-3.99]
　

[4.46]
　

Panel D: 2세 (퇴출종목, n=300) 　 　 　 　
　

　
　

3개월 0.048 -0.060 -0.108
***

0.844 1.015 0.171
***

-0.279
***

[-2.66] [3.22] [-3.16]

12개월 0.025 0.003 -0.022 0.920 0.947 0.027 -0.049

　 　 　 [-1.00]
　

　 　 [0.97]
　

[-1.08]
　

<표 6> 사회책임투자지수 종목변경과 주가동조화: 1세대 vs. 2세대

_와 _는 각각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  비-사회책임투자지수 

수익률에 한 베타이다. 차이검정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에 한 t-검정이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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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a) 변경이후(b)
차이검정(b-a)

평균차이 [t-value]

Panel A: 편입종목(3개월) 　

RTC 0.106 0.103 -0.003 [-0.29]

ITC 0.172 0.211 0.039*** [3.77]

FTC 0.066 0.099 0.033
***

[3.11]

Panel B: 편입종목(12개월) 　 　　 　

RTC 0.082 0.108 0.027*** [4.27]

ITC 0.150 0.187 0.037
***

[5.79]

FTC 0.073 0.104 0.032*** [4.47]

Panel C: 퇴출종목(3개월) 　 　　 　

RTC 0.119 0.072 -0.047
***

[-4.42]

ITC 0.154 0.158 0.004 [0.34]

FTC 0.120 0.057 -0.063*** [-6.02]

Panel D: 퇴출종목(12개월) 　 　　 　

RTC 0.084 0.077 -0.007 [-1.08]

ITC 0.146 0.130 -0.016** [-2.54]

FTC 0.105 0.077 -0.028
***

[-4.15]

<표 7>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 및 퇴출과 투자자별 거래행태

, , 는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한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계수이다. 

차이검정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에 한 t-검정이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반면, 201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2세  지수에서는 차별 인 결과를 보인다. Panel C의 

편입종목은 단기(3개월)에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가 유의 으로 감소하나 사회책임

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가 유의 이지 않으며, 유의 인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12개월)로 기간을 확장하면 지수편입 이후에 사회책임투자에 한 베타가 증가하고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와도 유의 인 차이를 보여 수익률 동조화 상이 

나타난다. 반면, Panel D의 퇴출종목에서는 편입종목과 반 의 결과가 나타난다. 퇴출종목에서는 

지수변경 이후 단기(3개월)에 기존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과 수익률 이탈화 상이 나타나나, 

장기 으로는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체 으로 1세 와 2세 를 구분하는 

경우 수익률 동조화 상은 1세 에서 강건하게 나타나 2세  지수와는 상이한 결과가 확인된다.

4.2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과 투자자별 거래행태

본 에서는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 종목과 변경 종목(편입  퇴출)에 해 지수변경 ·후의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12)

12) 술한 바와 같이 편상  분석은 두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 요인을 통제한 후의 상 분석이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과 신규 편입(퇴출) 되는 종목에 한 특정 투자자의 거래행태가 

유사한(상이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수록 편상 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다.



한국증권학회지 제52권 1호 (2023)

95

우선 Panel A와 Panel B의 편입종목에 한 결과를 보면, 지수편입 이후 3개월에 해 , 

는 각각 0.211과 0.099로 나타나며 편입 이 보다 유의 으로 증가하나, 는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12개월의 결과에서는 편입 이후가 편입 이  기간보다  , 

 ,   모두에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한 투자자들의 거래행태는 더욱 유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Panel C와 Panel D의 퇴출종목에 한 결과를 보면, 지수퇴출 이후의 3개월에 

해 와 는 각각 0.072와 0.057로 나타나 지수변경 이 과 비교해 볼 때 유의 으로 

감소한다. 반면, 지수퇴출 이후 12개월에서는  , 만 유의 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에서 퇴출되는 종목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한 투자자들의 

거래는 상이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지수편입 는 퇴출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은 특정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3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과 동조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에서는 식 (5)∼식 (7)의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편입이나 

퇴출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이 기업특성이나 연도, 산업요인과 같은 여타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설명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우선, <표 8>은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거나 퇴출되는 종목에서 수익률 동조화 상이 

차별 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과 모형(2)는 지수변경 ·후 3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변화(_, _)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것이고, 모형(3)과 모형(4)는 지수변경 ·후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변화(_, _)를 종속변수로 한 것이다. 

　
3개월 12개월

(1) dSRI_Beta (2) dNSRI_Beta (3) dSRI_Beta (4) dNSRI_Beta

Intercept -0.206 1.146 0.355 -0.812*

[-0.37] [1.62] [1.07] [-1.85]

Inclusion 0.172*** -0.277*** 0.172*** -0.200***

[3.96] [-5.02] [6.66] [-5.84]

ln(MKTCAP) 0.001 -0.033 -0.008 0.031**

[0.07] [-1.49] [-0.76] [2.22]

<표 8>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과 수익률 동조화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_와 _는 지수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비-사회책임투자지수의 베타 변화이다. 은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종목은 1을, 퇴출종목은 0의 
값을 갖는다. 는 지수변경 이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룰 취한 값이다. 
은 년도 말 자기자본을 ( 년도 말 보통주 발행주식 수×주가)로 나  값이고, 는 년도 말 
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것이며, 는 년도 말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 그리고 는 

유가증권시장 소속기업은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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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2개월

(1) dSRI_Beta (2) dNSRI_Beta (3) dSRI_Beta (4) dNSRI_Beta

BM -0.069** 0.082* -0.009 0.049*

[-1.99] [1.87] [-0.44] [1.78]

ROA -0.244 1.016** 0.113 -0.011

[-0.74] [2.41] [0.57] [-0.04]

LEV -0.058*** 0.007 -0.027** 0.032*

[-2.69] [0.27] [-2.10] [1.90]

KOSPI 0.087 0.004 0.024 -0.017

[1.45] [0.06] [0.67] [-0.36]

Year an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ervations 902　 902　 902　 902　

F-value 2.81*** 2.86*** 4.42*** 3.84***

Adj. R-Squared 0.0461　 0.0472　 0.0835　 0.0704　

<표 8>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과 수익률 동조화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계속)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1)과 모형(3)에서   계수는 각각 0.172와 0.172의 유의 인 

양(+)의 값을 보인다. 따라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가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모형(2)와 모형(4)의 비-사회책임투자지수를 이용하여도 

일 된 결과를 보인다. 모형(2)과 모형(4)에서   계수는 각각 -0.277과 -0.200의 유의 인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즉, 지수에서 퇴출되는 종목과 비교해 볼 때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가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체 으로 <표 8>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기존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주가 움직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수익률 동조화 상이 확인되어 

<표 4>와 일 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시장을 표하는 지수(S&P500, 코스피 200 등) 뿐만 

아니라 본질가치와 무 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 사건의 경우에도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9>는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동조화 상에 해 ESG 요인을 포 하는 통합지수와 

개별 인 ESG 지수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과 동일하게 모형(1)과 

모형(2)는 지수변경 ·후 3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변화

(_, _)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것이고, 모형(3)과 모형(4)는 지수변경 ·후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변화(_, _)를 

종속변수로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1)과 모형(3)의 3개월  12개월을 상으로 한 경우 모두에서 일 되게 

×   계수가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 5>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여타 요인을 통제한 경우에는 사회책임투자지수 지수편입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은 ESG 

통합지수와 개별지수 간 차이가 없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동조화는 ESG 통합지수 는 개별지수와는 무 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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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2개월

(1) dSRI_Beta (2) dNSRI_Beta (3) dSRI_Beta (4) dNSRI_Beta

Intercept -0.187 1.134 0.353 -0.816*

[-0.34] [1.60] [1.06] [-1.85]

Inclusion 0.203*** -0.314*** 0.178*** -0.226***

[3.94] [-4.78] [5.78] [-5.54]

SRI Consolidated -0.006 -0.018 0.012 -0.028

[-0.09] [-0.21] [0.29] [-0.52]

Inclusion × SRI Consolidated -0.097 0.116 -0.019 0.084

[-1.05] [0.99] [-0.35] [1.16]

ln(MKTCAP) -0.001 -0.032 -0.008 0.031**

[-0.03] [-1.42] [-0.77] [2.27]

BM -0.067* 0.081* -0.009 0.049*

[-1.93] [1.84] [-0.45] [1.78]

ROA -0.234 1.016** 0.109 -0.005

[-0.71] [2.40] [0.55] [-0.02]

LEV -0.057*** 0.008 -0.027** 0.033*

[-2.67] [0.28] [-2.11] [1.93]

KOSPI 0.090 0.002 0.024 -0.018

[1.50] [0.03] [0.67] [-0.37]

Year an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ervations 902　 902　 902　 902　

F-value 2.69*** 2.69*** 4.08*** 3.60***

Adj. R-Squared 0.0466　 0.0465　 0.0815　 0.0699　

<표 9> 사회책임투자 통합지수 여부로 구분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_와 _는 지수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비-사회책임투자지수의 베타 변화이다. 은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종목은 1을, 퇴출종목은 0의 
값을 갖는다.  는 사회책임투자지수 에서 통합지수는 1을, 개별지수(환경, 사회, 지배
구조)는 0의 값을 갖는다. 는 지수변경 이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룰 
취한 값이다. 은 년도 말 자기자본을 ( 년도 말 보통주 발행주식 수×주가)로 나  값이고, 는 
년도 말 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것이며, 는 년도 말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 

그리고 는 유가증권시장 소속기업은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0>은 수익률 동조화 상에 있어 1세  지수와 2세  지수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과 모형(2)의 종속변수는 지수변경 ·후 3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

지수 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_, _)를 이용한 것이고, 모형(3)과 

모형(4)는 지수변경 ·후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1)과 모형(2)의 지수변경 ･후 3개월을 상으로 한 경우에서는 

×    계수가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에 

따른 단기간(3개월)의 수익률 동조화 상은 1세   2세  지수에서 차이가 없다고 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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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모형(3)과 모형(4)의 12개월에서는 3개월을 상으로 한 분석과는 차별 인 결과를 

보인다. 모형(3)에서 ×   계수는 -0.184로 모형(4)에서 ×    

계수는 0.185의 유의 인 결과가 확인된다. 이는 모형(3)에서는 편입종목의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는 2세  지수에서 유의 으로 작으며, 모형(4)에서는 비-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 변화가 2세  지수에서 유의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는 1세  지수의 경우 단기  장기 으로 나타나나, 2세  지수에서는 

장기 으로 수익률 동조화 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3개월 12개월

(1) dSRI_Beta (2) dNSRI_Beta (3) dSRI_Beta (4) dNSRI_Beta

Intercept -0.348 1.303* 0.068 -0.488

[-0.60] [1.76] [0.20] [-1.07]

Inclusion 0.276*** -0.404*** 0.299*** -0.327***

[3.59] [-4.11] [6.53] [-5.39]

2nd Index 0.118 -0.128 0.257*** -0.295***

[1.03] [-0.87] [3.77] [-3.26]

Inclusion × 2nd Index -0.152 0.183 -0.184*** 0.185**

[-1.64] [1.55] [-3.34] [2.54]

ln(MKTCAP) 0.003 -0.035 -0.006 0.029**

[0.14] [-1.56] [-0.62] [2.12]

BM -0.069** 0.083* -0.009 0.049*

[-2.00] [1.88] [-0.46] [1.80]

ROA -0.282 1.062** 0.067 0.035

[-0.85] [2.51] [0.34] [0.13]

LEV -0.055** 0.004 -0.024* 0.029*

[-2.56] [0.15] [-1.85] [1.71]

KOSPI 0.088 0.003 0.026 -0.019

[1.47] [0.04] [0.72] [-0.39]

Year an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ervations 902
　

902
　

902
　

902
　

F-value 2.81*** 2.84*** 4.74*** 3.97***

Adj. R-Squared 0.0479　 0.0487　 0.0940　 0.0761　

<표 10> 사회책임투자지수 산출시기로 구분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_와 _는 지수변경 전·후 3개월과 12개월에 대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및
비-사회책임투자지수의 베타 변화이다. 은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종목은 1을, 퇴출종목은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는 2015년 이후의 2세대 사회책임투자지수는 1을, 1세대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는 지수변경 이전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룰 취한 값이다. 은
전년도 말 자기자본을 (전년도 말 보통주 발행주식 수×주가)로 나눈 값이고, 는 전년도 말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며, 는 전년도 말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는 
유가증권시장 소속기업은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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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201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의 경우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주로 장기보다는 단기간에 수익률 동조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내의 ESG 

지수를 기 자산으로 하는 ETF 순자산총액은 2010년 ESG ETF가 출시된 이후 진 으로 

감소하 으나, ESG 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부터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Kim 

and Woo, 2021). 즉, 최근 들어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단기 인 수요가 증 될 

수 있으므로, 2세  지수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단기간의 수익률 동조화 상은 주로 일시 인 

수요 증 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4 수익률 동조화와 투자자별 거래행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에서는 식 (8)의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 에서 

어떤 투자자의 거래행태가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분석한다. 술한 바와 같이 본질가치 변동과 무 한 시장 표지수 변경 사건이나 주식분할 

사건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동조화는 투자심리 측면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익률 동조화 상의 경우에도 특정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우선, <표 11>은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  12개월에 해 수익률 동조화와 

투자자별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과 모형(2)는 지수변경 ·후 3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_)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것이고, 모형(3)과 모형(4)는 

지수변경 ·후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_)를 종속변수로 한 

것이다.13)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1)에서   계수는 0.268로 유의 이나, 이나 은 

유의 인 값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수편입 종목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가 기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유사하게 이루어질수록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 변화는 편입종목의 동조화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국내기 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수편입 종목에서 발생한 단기간의 수익률 동조화 상과 련성은 낮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13)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가 하게 연 되어 있다면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 후 3개월  12개월에 한 투자자별 편상 계수 변화는 련성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별 거래행태 간 상 계가 높다면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으로 투자자별 편상 계수 변화에 한 상 계를 검증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수 

변경 , 후 3개월 는 12개월 모두에서 편상 계수 변화에 한 상 계가 높지 않아 회귀분석에 

있어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추가 으로 3개월의 경우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와 개인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계수 변화 간 유의 인 양(+)의 련성이 나타났으며, 

12개월에서는 모든 투자자에서 유의 인 양(+)의 련성이 나타났으나 상 계수 값은 개인투자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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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_) 12개월(_)

(1) 편입 (2) 퇴출 (3) 편입 (4) 퇴출

Intercept -0.102 -0.581 -0.583 1.101**

[-0.13] [-0.74] [-1.16] [2.43]

dRTC3 0.268* 0.434***

[1.83] [2.97]

dITC3 -0.198 -0.043

[-1.31] [-0.31]

dFTC3 0.171 0.374**

[1.18] [2.55]

dRTC12 0.376** 0.512***

[2.32] [3.80]

dITC12 0.187 0.134

[1.24] [0.95]

dFTC12 -0.123 0.148

[-0.86] [1.04]

ln(MKTCAP) 0.011 -0.007 0.032* -0.039***

[0.42] [-0.28] [1.91] [-2.88]

BM -0.051 -0.075
*

-0.016 -0.011

[-0.91] [-1.71] [-0.48] [-0.43]

ROA 0.782 -1.150*** 0.216 0.044

[1.57] [-2.62] [0.71] [0.18]

LEV -0.056* -0.065** -0.026 -0.027*

[-1.79] [-2.24] [-1.36] [-1.65]

KOSPI 0.079 0.119 0.035 0.001

[0.90] [1.47] [0.65] [0.01]

Year an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o. of observations 444
　

458
　

444
　

458
　

F-value 1.94*** 2.92** 2.32*** 3.76***

Adj. R-Squared 0.0523　 0.0983　 0.0720　 0.1355　

<표 11> 투자자별 거래행태와 수익률 동조화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는 지수변경 ·후 3개월과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_3, _12)

이다. , , 은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에 한 개인, 국내기 ,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계수 변화이다. 그리고 , , 는 지수변경 ·후 12개월에 한 개인, 국내기 , 

외국인투자자의 편상 계수 변화이다. 는 지수변경 이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룰 취한 값이다. 은 년도 말 자기자본을 ( 년도 말 보통주 발행주식 수×주가)로 나  

값이고, 는 년도 말 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것이며, 는 년도 말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 그리고 는 유가증권시장 소속기업은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 ]은 t-값이고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수 퇴출종목에 한 모형(2)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모형(2)에서   계수는 

0.434로 유의 인 양(+)의 값을 보여, 지수퇴출 종목과 기존 지수구성 종목에 한 개인투자자의 

편상 계수 변화가 감소하면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한 베타변화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퇴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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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발생한 수익률 이탈화 상도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악해 

볼 수 있다. 한편, 모형(1)과는 달리 모형(2)에서   계수는 0.374의 유의 인 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편입종목과는 차별 으로 퇴출종목에서 발생한 수익률 이탈화 상은 외국인투

자자의 거래행태와도 련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책임투자지수에 변경 ·후 12개월(장기)을 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에도 모형(1) 

는 모형(2)의 3개월(단기)와 일 된 결과를 보인다. 우선 모형(3)에서   계수는 0.376의 

유의 인 양(+)의 값을 보이며, 모형(4)에서도   계수는 0.512의 유의 인 양(+)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퇴출)의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책임투자에 한 시장의 심이 크게 증 되고 있으며, ESG는 기업의 

생존에 필수 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  흐름을 감안할 

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는 다양한 투자자가 심을 기울일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률 동조화 상은 보다 다양한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으로 1세 와 2세 로 각각 구분하여 투자자별 거래행태와의 련성을 

분석한다.

<표 12>는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과 투자자별 거래행태에 해 

창기 지수(1세 )  신-사회책임투자지수(2세 )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14) 

모형(1)과 모형(2) 그리고 모형(5)와 모형(6)은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 ·후 3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_)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것이다. 한 모형(3)과 모형(4) 

그리고 모형(7)과 모형(8)의 경우 지수변경 ·후 12개월에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베타 

변화(_)를 종속변수로 한 것이다.

우선, 1세 에 한 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1)에서   계수는 유의 이지 않으나 

모형(2)에서   계수는 0.395의 유의 인 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지수 

퇴출 이후 단기간(3개월)에 발생한 수익률 이탈화 상은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 련성이 

높을 수 있다. 한편, 지수변경 ·후 12개월(장기)에 한 모형(3)의 분석결과에서는 와 

  계수가 각각 0.654과 0.621로 유의 이며, 모형(4)에서 는 0.607의 유의 인 

값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편입종목의 동조화 상은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 투자자와도 련되어 있으나 퇴출종목의 이탈화는 주로 개인투자자와 연 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체 으로 1세 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동조화 상은 개인투자자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2세 에 한 분석에서는 1세 를 상으로 한 경우와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우선, 모형(5)에서 과   계수는 각각 0.373과 0.362로 유의 이며, 모형(6)에서도 

과   계수가 유의 인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세  사회책임투자지수의 

14) <표 9>의 사회책임투자 통합지수 여부로 구분한 분석 결과에서 편입 는 퇴출 종목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표 10>에서는 1세 와 2세  간 차별 인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추가 으로 

1세 와 2세 로 각각 구분하여 지수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와 투자자별 거래행태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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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수편입( 는 퇴출) 이후 단기간(3개월)에 발생한 수익률 동조화(퇴출화) 상은 개인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수변경 ·후 12개월(장기)에 

한 모형(7)과 모형(8)의 분석 결과에서는   계수만 각각 0.351과 0.437의 유의 인 

양(+)의 값을 보인다. 즉, 장기 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퇴출)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종합하면, 사회책임투자지수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상은 반 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책임투자의 요성이 확 되고 

있으며 ESG 펀드 등의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세 에 나타나는 수익률 동조화 상은 

개인투자자와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수요 증가에 의해서도 향을 받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15)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서 산출·공표하는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사건을 

이용하여 해당 지수에 신규로 편입( 는 퇴출)된 기업에서 기존의 지수구성 종목과 주식수익률의 

동조화(이탈화) 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 다. 한,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익률 동조화가 투자심리 측면에 기인하는지를 규명하기 해 개인, 국내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와 수익률 동조화 간의 련성에 해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책임투자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 단기(3개월)  장기(12개월)에 한 분석에서 편입종목은 베타가 증가하여 수익률 동조화가 

확인되었으나, 퇴출종목은 베타가 감소하여 수익률 이탈화 상이 발생하 다. 둘째, 사회책임

투자지수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ESG 통합지수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별지수 

모두에서 수익률 동조화 상은 공통 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기 사회책임투자지수(1세  

지수)와 2015년부터 산출되기 시작한 신-사회책임투자지수(2세  지수)로 구분하면 일부 

차별 인 결과가 나타났다. 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 3개월의 경우 1세 와 2세  지수 모두에서 

수익률 동조화가 나타났으나, 지수 구성종목 변경 이후 12개월로 확장하면 2세  지수에서 

수익률 동조화 상이 약화됨이 확인되었다. 셋째, 단기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률 동조화 

상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 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재 운  인 

2세  지수의 경우 단기(3개월)에 발생한 수익률 동조화 상이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와도 

연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체 으로 기업의 본질가치 측면이 아닌 비재무 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회책임투자

15)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ESG 정보를 극 활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의 험 리를 행하고 있는데, 

ESG 수 이 높은 기업에 투자 비 을 확 하며 환경이나 노동 그리고 공정경쟁 등과 련된 규제 

험에 노출 수 이 상 으로 더 큰 기업군에서는 ESG 수 을 보다 정 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Kwack and Rhee, 2021). 따라서 시장을 표하는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을 정 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지수구성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 편입종목을 동시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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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종목 변경에서도 지수에 편입(퇴출)되는 종목은 수익률 동조화(이탈화) 상이 확인

되었다. 이는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하나, 보다 최근 기간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의해서도 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에 한 개인

투자자의 정 인 인지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 투자자의 일시 인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수익률 동조화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악해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ESG로 표되는 사회책임투자의 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학술  는 실무 으로 다음과 같은 요한 시사 을 달해  것으로 기 된다. 

우선 본 연구는 기업의 본질가치 측면과 무 하며 특히 비-재무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책임

투자지수의 경우에도 S&P500이나 코스피 200 등과 같은 시장 표 지수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함을 실증 으로 규명하고 있다. 

한, 본질가치와 무 하게 발생하는 수익률 동조화가 투자자의 투자심리 측면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투자자별 거래행태가 주식수익률의 동조화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Barberis et al.(2005)이 제시한 행태재무 측면에서의 범주 

는 역 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 으로 요한 시사 을 달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1세  지수와는 차별 으로 2세  지수에서는 단기 으로 동조화가 

강하게 나타나며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행태도 수익률 동조화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최근 사회책임투자의 요성 증   투자규모 확 에 따라 

지수에 편입되거나 퇴출되는 종목은 지수연계상품 등과 같은 사유에 의해 수요가 확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ESG 험을 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에 한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해서는 해당 지수가 꾸 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수 구성종목 선정 

방법 등을 보다 향상시키거나, 투자자 니즈를 충족하기 해 더욱더 다양한 사회책임투자 련 

지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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