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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E), 사회책임

(S), 지배구조(G)로 대변되는 ESG는 기업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ESG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외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

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도 ESG 활

동을 투자지표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

에서도 ESG에 대한 투자가 급증, 지속가능투

자(sustainable investment)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40.5조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으며 

현금유입액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 배씩 증가

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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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 ESG활동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

리 잡았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분식회계, 배임, 횡〮령, 

불공정거래 등 반 ESG, 즉 예상하지 못하는 우

려사안(controversy)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항

공의 회항사건이나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및 

최대주주 친인척 일탈 행위들이 대표적인 ESG 

우려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한 행동보

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ESG보다 ESG 우려사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Kothari et al. 

(2009) 등 많은 행태재무학 연구들은 부정적 사

건이 긍정적 사건에 비해 투자자 반응을 더 빠

르고 지대하게 유발함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Krüger(201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경우 부정적

인 CSR 뉴스는 주가를 강하게 하락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CSR 뉴스로 인한 주가의 상승폭은 제

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를 ESG 우려

사안으로 인식할까? ESG는 비교적 최근에 선 

보인 개념으로 이 보다 앞서 시장에 도입된 유

사개념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ESG의 유사

개념으로는 CSR,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ocial Value)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반 

CSR, 반 지속가능성, 반 공유가치창출 관련 활

동을 한 경우 ESG 우려사안으로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 CSR을 

일컫는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SiR: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이다. 하지만 CSiR은 주

로 사회나 윤리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일탈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 및 지배구조까지 포함

하는 ESG 우려사안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즉 CSiR등 유사 개념들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호혜성에 방점을 두는 반면, ESG 우려

사안은 비재무적 리스크 측면 혹은 이와 연계된 

투자의사결정 및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ESG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인

지여부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반 ESG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투자의사결정

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자 입장에서 ESG 우려사안에 대한 정보는 SNS

나 풍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습득 가능하겠

지만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미디어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정

적 활동의 경우 그 인지효과는 긍정적 활동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정적 활동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여부에 미디

어의 정보 전달 역할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SG 우려사안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즉, ESG 등

급을 부여받은 29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0개 미디어에 노출

된 ESG 우려사안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머신러

닝의 한 방법론인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 mining)을 통해 ESG 우려사안 키워드를 도

출한다. ESG 우려사안 키워드를 환경, 사회, 지

배구조로 구분하여 미디어에서는 관심을 갖고 

투자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워드를 알아본다. 

또한 키워드 간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키워드간 

인과관계를 모색하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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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간 중요성, 연관성, 근접성 등을 파악한다. 

  본 논문은 ESG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 데이

터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SG 성과나 등급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지

배구조원(KCGS) 등 일부 기관이 자료를 제공

하고 있는 반면 ESG 우려사안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 ESG 등급뿐 아

니라 ESG 우려사안에 대한 DB를 제공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공헌도는 적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ESG 우려사안의 키

워드 도출을 통해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

는 기업들의 반 ESG 활동을 정의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ESG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문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연

관규칙 분석을 통한 동시출현 키워드군 구축을 

실시, 투자심리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빅데

이터 분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표본선정, 연

관규칙 분석 등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분석결과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설명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ESG 우려사안

ESG 우려사안(controversial issues)이란 기

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의심스

러운 사회적 행동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

는 제품 스캔들로 인해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2). 

ESG 우려사안은 ESG 염려(ESG concern)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술, 담배, 도박, 총기 

등 사회에 해가 되는 산업 자체(controversy 

industry)를 지칭하기도 한다. 

ESG 우려사안은 비교적 최근에 개념화되었

다. ESG 우려사안 보다는 CSiR이라는 용어가 

더 대중화되어있다. 왜냐하면 ESG가 CSR의 

후속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SR은 시

장자유화와 글로벌화로 많은 수익을 창출한 기

업들이 윤리 중심의 경영으로 사회공헌에 앞장

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투자 

주요지표로 활용되었다. 즉, CSR은 사회와 윤

리 중심의 투자원칙 프레임워크로서 환경은 사

회책임 영역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CSR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 

중 5개가 사회책임 관련이며 환경과 지배구조

는 각각 1개에 불과하다3). 하지만 최근 지구온

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로 환경(E) 이슈

가 제기되고, 소득 및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

면서 기업의 역할수행에 지배구조(G)의 중요성

이 인식되면서 ESG 개념이 확립되었다. ESG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코

피 아난(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2004

년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에 지속 가능한 투자

를 위한 가이드라인(UN 책임투자원칙: UN 

2) Cai et al.(2012), Klein and Dawar(2004)
3) 인권, 노동관행, 공정거래,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기업지배구조, 환경 

https://iso26000.info/iso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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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며 ESG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ESG의 반대개념인 ESG 우려사안

에 대한 선행연구는 CSR의 반대개념인 CSiR

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극히 제한적이다. 국내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일부 연

구가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der theory)과 정당성이론(legitimacy 

theory)에 근거해 Orlitzky(2013)와 Adams 

(2002)는 ESG 우려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가치는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자이론

이란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통제의 대리인 역할

을 수행함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이 도덕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정당성이론

이란 기업의 행동이 규범, 가치, 신념 및 정의측

면에서 바람직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Aouadi and Marsat(2018)은 전 세계 58개

국 기업을 대상으로 ESG 우려사안이 기업가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SG 우려사안이 오히

려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했다. 다만 CSR 활동과 결합하는 경우 ESG 우

려사안과 기업가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는 CSR과 CSiR이 반드시 상반되는 개념이 아

니므로 CSiR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

양할 수 있다는 Arora and Dharwadkar(2011)

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2.2 정보제공자로서의 미디어 역할 

ESG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미디어의 관

심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ESG 우려 관련기사는 기업의 미래 전망을 불

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평판에 대한 리스

크로 발전되어 결국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것

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부정적 정

보를 취득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미디어인 것

이다. 

기업가치 변화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

된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Freeman and 

Cavusgil(1984)과 Siegel and Vitaliano(2007)

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정 사건이

나 이슈와 관련해 미디어의 관심은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줄 뿐만 아니

라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Du et al.(2010)도 기업의 행태에 대한 심층취

재는 관련자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성적인 

기대나 판단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

한다.  

또한 부정적 기사와 관련하여 Pollock & 

Rindova(2003)는 부정적 기사는 기업의 적법성

과 명성에 손상을 주면서 기업의 미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Gurun 

and Butler(2012), Tetlock(2007), Tetlock et 

al.(2008)은 실증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기사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소비자가 부정적인 기사에 언급된 기업이 생산

한 제품의 소비를 피하게 되며 투자자는 손상

된 명성으로 인해 증대된 리스크에 대해 보상

받기를 원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고 설명한다.

특히 ESG 우려사안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이해관계자의 회의적 시각을 증대시키고 기업

의 위선행위에 대한 인지를 촉발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Maignan and Ferrell(2004)은 ESG 우려사안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와 ESG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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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관계자의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의심

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은 정체성과 평판 변화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Krüger(2015)는 부정적 ESG 뉴스에 대해 투자자

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

표했고, Chollet and Sandwidi(2018)은 종업원과 

환경, 지역사회 관련된 이슈일수록 이 같은 관계

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따라 Jiao 

(2010)은 이해관계자가 ESG 정보와 기업가치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고 주장한다.

     

2.3 ESG 우려사안 데이터 

앞 절에서 ESG 우려사안이 기업 가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

렇다면 ESG 우려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

까? 어떤 사건이 ESG 우려사안에 해당되고 기

업별로 어느 정도의 ESG 우려사안이 발생하며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ESG 우려사안의 보다 본질적인 개념인 기업

의 ESG 성과 정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한

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 일부 기관에서는 

기업들의 ESG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ESG의 중요성의 증대됨에 따라 정보의 

구체성이나 신뢰성이 강화되고 있다4). 한국기

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2011년부터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을 추가하여 ESG평가를 통해 국내 상

4) 기업들의 ESG 등급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외에 서스틴베스트와 에코파트너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
으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평가항목 분류 소분류

환경

환경경영계획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환경목표 및 

계획수립, 환경친화적 조직문화, 환경친화적 조직체계

환경경영실행
환경친화적 생산,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 공급망 관리, 환

경위험관리

환경성과관리 및 보고 환경성과 관리, 환경회계, 환경감사, 환경정보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환경보호 활동

사회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인력 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소비자
소비자와 공정한 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 정

보 보호, 소비자와 소통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배구조

주주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의 책임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선임, 사외이사,  이사

회의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평가 

및 보상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공시, 기업 경영권 시장, 기관 투자자

<표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경 , 사회책임경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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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한

국기업지배구조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

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통합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7개의 등급(S, A+, A, B+, 

B, C, D)으로 구분된 ESG등급을 발표한다5). 

평가대상부분은 <표 1>에서와 같이 환경경영

부문(E)은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

응, 사회책임부문(S)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

사, 소비자,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 지배구조부

문(G)은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등이다. 

하지만 ESG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활용할 만

한 DB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에는 

ESG 평가기관이 우려사안에 대한 평가도 실시

하여 우려사안 점수(controversy score)를 별도

로 공시한다. ESG 대표 평가기관인 MSCI에서

는 우려사안을 매우심각(very severe), 심각

(severe), 보통(moderate), 경미(minor)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또 다른 ESG평가기

관인 Refinitiv와 Morningstar에서는 우려사안 

이슈 발생 시 기존 ESG 점수를 할인하는 방법

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Refinitiv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ESG관련 부정적 사건을 23개 

토픽으로 분류하여 계산한 값을 제공하고 있으

며 Aouadi and Marsat(2018)와 Li et al.(2019)

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6). 

2.4 키워드 도출 관련 선행연구

키워드는 텍스트마이닝, 정보검색, 자연어처

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문

서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문서

에서 자동적으로 키워드를 도출하는 텍스트마

이닝 분야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주요 속성을 

추출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

었다.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법은 TF-IDF, 토픽모

델링, 연관규칙 분석 등 다양하다.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문서 안에 존재하는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TF-IDF모형은 벡터공간

모형을 사용하여 정보검색 목적으로 문서를 표

현하는 원리이다. TF는 한 문서 내에서 특정 단

어가 출현하는 빈도수를 나타내며 주어진 단어

가 문서 내에서 자주 출현 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가정을 내포한다. IDF는 문서집

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 수를 특정 단어가 출

현한 문서의 수로 나눈 값으로 상대적으로 많

은 문서에 출현한 단어의 IDF는 작은 반면 한 

문서에 편중하여 출현한 단어의 IDF는 크다. 

즉, IDF가 작은 단어는 보편적일 가능성이 크

며, 큰 단어는 문서내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문서내에서 개

5) 다만 A+와 A 등급비율이 지극히 낮고 기업지배구조(G) 등급을 제외하고는 B이하 등급을 통합하여 
공시, 정보의 활용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 Refinitiv는 ESG등급과 ESG우려사안에 대한 평가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Refinitiv는 
2009년 ESG정보분석업체인 ASSET4를 인수하여 ASSET4 ESG Database를 Refinitiv 서비스에 포함
하여 제공하고 있다. 10개의 카테고리, 450개의 기업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ESG점수를 산출하는
데 현재 전세계 10,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ESG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ESG 우려사안에 대해
서는 환경 1개, 사회 18개(지역사회, 인권, 제품책임, 근로자 등 4개 중분류), 지배구조 4개(주주와 경
영자 등 2개 중분류) 등 23개 항목에 대해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
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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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단어의 빈도 뿐 아니라 상대적 중요도를 나

타낼 때 이를 활용한다. 그러나 TD-IDF를 기반

으로 한 연구들이 동시 출현하는 키워드의 연

관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

냄에 따라 Matsuo and Ishizuka (2004)는 한 문

장에서 동시에 출현한 횟수를 연구하거나 

Mihalcea and Tarau(2004)와 Brin and Page 

(1998)는 출현한 키워드로 구성된 그래프를 이

용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

집단에서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

적 모델 중 하나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을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추론하는 

모델이다 (Steyvers and Griffiths, 2007; Blei 

2012; 최병설, 김남규, 2019). 하지만 토픽 모델

링은 특정 분야에 대한 동향 분석에 주로 사용

되고, 키워드간 선후행관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키워드 분석 이전에 토픽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하는 탐색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데이터간 유의미한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

로 유사도 분석이 활용되기도 한다. 유사도 측

정은 동시출현 건수를 총 출현 빈도수로 나누

는 보정작업을 통해 개체간의 연관관계를 측정

하는 것으로 단순 출현 회수와 동시출현 건수

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때 나타나는 단점을 극

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도 측정지수는 두 단

어 간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두 단어가 동시 출현했을 때 빈도

수에 따른 연관관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한 단

어가 출현했을 때 다른 단어도 같이 출현할 확

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연관규칙 분석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

도를 기반으로 키워드간 동시 발생여부 및 선

후관계를 밝혀주어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인한 

중복문제나 키워드 선정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

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Agrawal et al.(1993)에 

따르면 연관규칙 분석은 어떤 두 키워드가 동

시에 발생하는가를 알려주는 규칙들을 생성하

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장바

구니 분석(market basket analysis)’이라고도 명

명되는 연관규칙 분석은 ‘특정 A제품을 구매할 

시 B제품 역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

으로 자주 설명된다. 마케팅에서 매장 진열, 묶

음상품 개발, 교차 판매등의 판매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A→B’로 표현되는 의미

는 ‘상품A를 구매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품B를 구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연관

규칙을 설명하는 3가지 지표인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사용한다. 지지도(support)는 전체 거

래의 상품A와 상품B가 동시에 거래된 비율을 

의미한다. 지지도를 통하여 해당 규칙의 유용성

을 확인한다. 신뢰도(confidence)는 상품A를 구

매한 거래 중에서 상품A와 상품B가 동시에 나

타난 비율을 의미하는데 조건부확률 형태로 연

관규칙의 강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향상도

(lift)는 상품A와 상품B가 동시에 거래된 비율

에 상품A와 상품B가 각각 거래된 비율로 나눈 

값이다. 이는 신뢰도를 상품B가 나타난 확률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상품B를 임의로 구매하는 

경우와 상품A와 관계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

우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향상도는 

연관규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실제 연관성

이 있는 것인지 알려준다. 즉 두 상품간의 향상

도가 1보다 크다면 두 상품은 서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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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awal et al.(1993)이 최초로 연관규칙 분

석을 소개 한 후 Agrawal and Srikant(1994), 

Tan et al.(2005)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국내 문헌의 경우 강경수와 박세민

(2019)이 연관규칙 분석을 이용하여 KCI등재

지에 게재된 경영학 논문을 분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가정신’, ‘고객 만족’, ‘직무 

만족’, ‘신뢰’와 같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안

민욱 등(2019)은 향상도 기반 연관규칙 네트워

크를 통하여 농식품 판매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황현석과 유기동(2013)은 인터넷 뉴스 사

이트 방문자들의 웹로그를 활용하여 방문자가 

읽은 온라인뉴스간의 연관규칙을 분석했다. 전

익진과 이학연(2016)은 연관규칙 기반 동시출

현단어 분석을 활용하여 기술경영 분야 연구주

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태원 등

(2020)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국

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직무역

량과 국내 지방대학의 MIS 교과과정에서의 차

이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 및 연구분석 절차

ESG 우려사안 기초 자료는 딥서치7)

(DeepSearch)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딥

서치는 국내 130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신문

기사 뿐만 아니라 기업공시, 증권사리포트, IR

리포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기반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등급을 부여받은 

294개 기업의 신문기사 23,837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ESG 관련 키워드 

분석이 제한적으로 존재하였으나 환경이나 지

배구조와 같은 특정 이슈 또는 배임, 횡령, 담합

과 같은 특정사건에 대한 분석이었으며 특히 

지나치게 적은 표본을 활용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Christensen and 

Murphy(2004)는 기업의 조세회피 사건에 대해 

분석했으며, Demacarty(2009)는 사기사건, 가

격담합, 입찰담합, 뇌물사건 등에 대한 제한된 

분석을 수행했다. Capelle-Blancard and 

Monjon(2012)은 사회적 책임투자(SRI)에 관한 

유사키워드 4개만을 이용하였고, Daugaard 

(2020)은 ESG투자에 대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활용한 바 있다.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다. 먼저 ESG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294개 기

업의 신문기사 23,837건에 대해 각 기사별 다양

한 키워드를 살펴본다. 기사별 키워드 중 ESG 

우려사안과 관련된 잠재적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대상으로 1,2차 태깅을 실시하여 

ESG 우려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추

출한다. 추출된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경제면과 사회면에서 ‘논란’이라는 키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정제과정

을 거친다. 이후 키워드의 동시출현 여부를 분

7) 딥서치는 AI기반의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딥서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외감법 대상, 
비대상 포함) 150만개 기업의 재무정보 및 이들의 기업분석 및 관련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deep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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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키워드의 결합과

정을 거쳐 최종 키워드를 도출한다. 

3.2 ESG 우려사안 사건기사 도출

ESG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사별 키

워드를 대상으로 잠재적 ESG 우려사안 키워드

를 활용하여 1차 태깅을 실시했다. 환경과 관련

된 키워드인 ‘연비조작’, ‘폐수방류’, ‘환경오

염’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환경(E)으로, ‘골

목상권위협’, ‘담합’, ‘불공정거래’, ‘불매운동’ 

등은 사회(S)로, ‘배임’, ‘주가조작’, ‘차명계좌’, 

‘탈세’, ‘횡령’ 등 기업의 오너와 경영진이 저지

르는 일탈행위는 지배구조(G)로 1차 분류했다.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갑질’, ‘비리’, ‘밀어내

기’, ‘불공정거래’, ‘논란’ 등 공통적인 키워드

는 미분류(Unclassified:U)로 표기했다. 미분류 

기사는 연구자가 직접 기사의 전문을 읽고 판

단하는 2차 태깅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로 분류하였다. <표 2>는 1차 및 2차 태깅 후 

완성한 키워드 분류표이다. 

<그림 1> 연구과정 차도

키워드 1차태깅 2차태깅 키워드 1차태깅 2차태깅

갑질 U G 블랙기업 U G

경영비리 G G 비리 U G

계약사불법지원 G G 비자금 G G

고액체납 G G 살인기업 G G

고용세습 G G 성과급잔치 G G

골목상권위협 S S 소비자우롱 G G

군대식조직 G G 솜방망이처벌 U G

기습인상 U S 연비조작 E E

내부자거래 G G 이물질 U E

<표 2> 1차  2차 태깅 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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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태깅 후 ESG 우려사안 사건기사 리스트

1차 및 2차 태깅 후 최종 분류한 기사리스트 

일부는 <그림 2>에 있다. 이 리스트는  날짜, 

카테고리, 섹션, 언론사, 분류, 키워드, 제목, 본

문링크, 산업라벨, 산업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 본문링크를 통해 뉴스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SG관련 우려사안 사건기사 데이터의 연도

별 분류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8).

8) 사건기사 빈도 수 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키워드 도출 연구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하나로 간주한다거나,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사건 관련 

논란 U S 일감몰아주기 G G

뇌물 G G 조세회피 G G

담합 S S 주가조작 G G

독과점 G G 집단손배소 U G

리베이트 G G 차명계좌 G G

미공개정보이용 G G 차명주주 G G

밀어내기 U G 채용비리 G G

배임 G G 총수구속 G G

부당해고 G G 탈루 G G

분식회계 G G 탈세 G G

불공정거래 S S 폐수방류 E E

불매운동 S S 품질조작 U G

불법고용 S S 하도급문제 S S

불법상속 G G 환경오염 E E

불법증여 G G 횡령 G G

불법파견 S S

U: 미분류,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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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ESG 련 우려사안 사건기사

연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G합계

2013  15   604   2,115   2,734

2014   11   427   1,674   2,112

2015   18  1,283  1,580   2,881

2016  10  1,004  3,528  4,542

2017   13  865   3,675   4,553

2018  36 3,685  3,294   7,015

합계
  103

(0.4%)

  7,868

(33.0%)

  15,866

(66.6%)

  23,837

(100.0%)

<표 4> 산업별 ESG 련 우려사안 사건기사

산업 기업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G합계

제조   31   5   24   584   613(2.6%)

운송유통   65   36   4,561   4,653 9,250(38.8%)

서비스통신   26   6   565   2,459 3,030(12.7%)

철강건설전기   85   40   1,454   3,526 5,020(21.1%)

전자   33   6   767   2,749 3,522(14.8%)

소매   34   2   361   501  864(3.6%)

의료   20   8   136   1,394  1,538(6.5%)

합계   294   103   7,868   15,866 23,837(100%)

전체 구성을 보면 환경이 103개(0.4%)에 불

과한 반면 사회는 7,868개(33.0%), 지배구조는 

15,866개(66.6%)로 지배구조 관련이슈가 2/3

를, 사회관련 이슈가 1/3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에 CSR에서 배제된 지배구조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은 ESG관련 연구가 CSR관련 연구

와 차별화되는 이유이다. 반면 환경관련 기사가 

적은 이유는 폐수방류나 환경오염 등 환경관련 

이슈는 대형사건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추론된

다. 반면 지배구조관련 기사가 많은 이유는 비

리, 뇌물, 담합, 분식회계 등 주로 재벌총수나 

경영진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기사화

되기 용이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초 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도출되는 키워드는 상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키워드 도출이므로, 키워드의 동시출현 방향
성도 함께 고려하는 연관규칙 분석을 위해서는 ‘출현빈도’가 가장 적절한 집계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추가적인 집계 방식을 통한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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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우려사안을 산업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산업별 ESG관련 우

려사안 사건기사는 운송/유통과 철강/건설/전기

가 각각 9,250개(38.8%), 5,020개(21.1%)를 차

지하고 있어 전체의 60%에 해당한다. 운송유통

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업 당 사회와 지배구

조 관련 우려사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한항

공의 땅콩회항과 최근의 경영권다툼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많이 언급되는 ‘갑질’사건

이나 불공정거래가 주로 계약관계에 약자에 해

당하는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유통 및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키워드 추출 및 정제 

기업들의 ESG 우려사안 관련 기사를 대상으

로 다음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쳐 키워드

를 도출한다. 먼저 딥서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된 기사 중 경제면 뉴스의 각 뉴스별 단어들

을 추출한다. 추출된 단어가 ‘논란’이라는 키워

드와 빈번하게 동시발생할 경우, ESG 우려사

안 키워드 후보로 선정한다. 이후, 딥서치 데이

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사회면 뉴스의 각 뉴스별 

단어들을 추출한다. 만약 앞서 추려낸 ESG 우

려사안 키워드 후보가 사회면의 뉴스에서도 빈

번히 발생한다면, 이는 ESG 우려사안에만 특

징적인 단어가 아니라 ‘논란’이라는 단어와 보

편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단어로 판단하여 후

보에서 제외한다. 즉, 기준이 되는 단어가 매우 

보편적임에 따라 이와 함께 검색되는 키워드들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지, 혹은 기업의 

ESG 우려사안과 관련한 단어인지 구분할 필요

가 있었다. 만약 경제면과 시사면 구분없이 고

르게 등장하는 키워드라면 기업활동과 관련된 

단어일 가능성이 낮은 반면 경제면에서 비중이 

높은 키워드들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단어일 가

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후보 단

어들을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ESG 우려

사안 키워드를 선정한다. 기업의 ESG 우려사

안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뉴스기사를 통해 추

출하였기에, ESG 우려사안에 대해 요구되는 

높은 시의성을 충족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

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키워드 추출 및 정제과정을 거쳐 

도출된 키워드를 보여준다. 총 49개의 ESG 우

려사안 관련 잠재적 키워드 중 정제과정을 거

쳐 ‘고액체납’ ‘독과점’ ‘리베이트’등 21개 키워

드가 삭제되고 총 28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경제면 ‘논란’과 

같이 출현한 

키워드 추출

사회면 ‘논란’과 

같이 출현한 

키워드 추출

경제면 및 

시사면 동시출현 

키워드 제거

정제된

키워드 간 

연관규칙 분석 

적용

최종 키워드 

추출

<그림 3> 키워드 선정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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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제 후의 ESG우려사안 키워드

정제 정제후 정제 정제후

갑질 갑질 블랙기업 삭제

경영비리 삭제 비리 비리

계약사불법지원 삭제 비자금 비자금

고액체납 삭제 살인기업 삭제

고용세습 삭제 성과급잔치 성과급잔치

골목상권위협 골목상권위협 소비자우롱 삭제

군대식조직 삭제 솜방망이처벌 삭제

기습인상 삭제 연비조작 삭제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이물질 이물질

논란 논란 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

뇌물 뇌물 조세회피 조세회피

담합 담합 주가조작 주가조작

독과점 삭제 집단손배소 삭제

리베이트 삭제 차명계좌 차명계좌

미공개정보이용 삭제 차명주주 차명주주

밀어내기 밀어내기 채용비리 삭제

배임 배임 총수구속 총수구속

부당해고 삭제 탈루 삭제

분식회계 분식회계 탈세 탈세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 폐수방류 삭제

불매운동 불매운동 품질조작 삭제

불법고용 불법고용 하도급문제 하도급문제

불법상속 불법상속 환경오염 환경오염

불법증여 삭제 횡령 횡령

불법파견 불법파견

3.4 연관규칙 분석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단순 키워드의 도

출이 아닌 키워드간 관계 파악에 있다. 언어 네

트워크 분야에서 키워드간 관계는 동시출현으

로 설명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한다. ESG 우려사안의 경우 관련된 다양

한 키워드가 존재하고 하나의 키워드가 출현할 

때 다른 키워드도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동시 출현의 방향성을 고려한 연관

관계 측정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연관규칙 분석은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인한 

중복문제나 키워드 선정의 주관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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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유사한 방법론인 TF-IDF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의 경우, 키워드들의 문

서 내 발생 빈도를 바탕으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개별 키워드들 간의 발생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연관규칙 분석은 키워드 

군집화가 가능하다. 연관규칙 분석의 군집화는 

사전에 군집의 개수를 설정해야 하는 토픽모델

링 방식과는 다르게, 높은 연관성을 갖는 키워

드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상에서 군집을 형

성하므로, 군집의 개수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설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 연관규칙AB란 어떤 회사에 A

라는 ESG관련 우려사안이 발생하면 B라는 우

려사안도 발생한다는 패턴을 의미한다. 연관규

칙 분석은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를 통해 분석된다. 각 ESG관련 이

슈 키워드가 전체 ESG 이슈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지지도가 된다. A라는 ESG관련 이슈를 

발생시킨 기업이 B라는 ESG 이슈 또한 발생시

키는 비율은 신뢰도가 된다. 키워드A와 키워드

B와 관련해서 계산된 신뢰도를 키워드B가 발

생한 확률로 나눈 값은 향상도(lift)도 된다. 즉, 

향상도는 키워드B가 임의로 나타나는 경우와 

키워드A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나는 경우

의 비율이며, 향상도(A→B)와 향상도(B→A)는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 

정제과정을 거쳐 선정된 ESG 우려사안 키워

드를 대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연관규칙

<그림 4> ESG 우려사안 키워드별 신뢰도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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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여 ESG관련 부정적인 사건의 키

워드들의 동시발생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ESG사건이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른 ESG사건

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ESG사건 키워드들을 

군집화하여 유사한 ESG사건 키워드로 간주하

였다. 또한 개별 ESG사건 키워드는 최초 키워

드 설정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된 것으로 판

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특정 

ESG사건 키워드가 제거 대상이지만 다른 키워

드와의 신뢰도가 1을 나타낸 경우, 두 키워드의 

발생 빈도값을 합산하였다. <그림 4>는 ESG 

우려사안에 해당하는 키워드 별 신뢰도 매트릭

스와 개별 키워드 신뢰도이다. 분석결과 정제 

과정을 거쳐 선택된 ‘불법상속’의 경우, 연관규

칙 분석에 따라 ‘불법상속’ 이슈 발생 시 ‘비리’ 

이슈가 100%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차명주주’와 ‘탈세’도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불법상속’ 뉴스 기사 빈도값은 

‘비리’로, ‘차명주주’ 뉴스 기사 빈도 값은 ‘탈

세’로 이전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ESG 우려사안 관련 키워드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해 설정 및 정제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ESG 우려사안 키워드

는 총 26개로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

과 ‘갑질’이 5,857건(2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아직도 갑의 강압

적 역할이 존재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투자자들

이 ‘갑질’을 기업들의 반 ESG 활동 중 가장 중

순 키워드 빈도수 순 키워드 빈도수

1 갑질 5,857 14 밀어내기 337

2 비리 3,474 15 차명계좌 289

3 뇌물 2,008 16 주가조작 243

4 담합 1,766 17 불공정거래 220

5 분식회계 1,257 18 성과급잔치 211

6 비자금 1,246 19 하도급문제 206

7 일감 몰아주기 1,234 20 총수구속 180

8 배임 1,179 21 조세회피 141

9 횡령 1,064 22 논란 92

10 탈세 904 23 환경오염 55

11 불법파견 760 24 이물질 48

12 불매운동 615 25 내부자거래 21

13 불법고용 416 26 골목상권 위협 14

<표 6> 최종 선정된 ESG우려사안 키워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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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비리’ 3,474건(14.6%), ‘뇌물’ 2,008건(8.4%), 

‘담합’ 1,766건(7.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단어는 모두 지배구조와 관련된 키워드로 

사회정의 실천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가

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 이들 

상위 4개 키워드의 누적빈도수는 50% 이상을 

넘어섰다. 즉,  ESG 우려사안 키워드는 행위 주

체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회적 무책임(CSiR: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과 관련된 사건

으로 그것에 수반되는 미디어의 관심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키워드는 ‘성과급잔치’나 ‘이물질’

과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업의 일탈행위

부터 ‘총수구속’과 같이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

사가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광범위한 반 ESG관

련 활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인 ESG사건 범위의 유동성과 시의성이 반영되

어 “갑질”이나 “밀어내기”와 같은 키워드가 

ESG 우려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ESG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파

장과 심각성, 재발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같은 키워드는 해외 ESG정보 제공업체인 

Refinitiv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와 비교했을 때 

비즈니스윤리(business ethics)나 불공정거래

(anti-competition), 인권(human right), 회계

(accounting), 내부자거래(insider dealings) 등

의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공통부분이 있으나, 소

비자(consumer),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사생활(privacy), 공공보건(public 

health)등의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

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ESG 우려사안 키워드 분류

ESG 우려사안으로 도출된 26개 키워드에 대

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구분과 <표 1>

에서 제시된 ESG 모범규준에 따른 대분류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최종 선정된 키워드 

중 지배구조 관련 키워드는 16개, 사회관련 키

워드는 8개였으나 환경관련은 2개에 불과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ESG 우려사안 상

위에 랭크된 키워드들은 모두 ESG 모범규준 

상 주주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소분류로 

보면 주주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다. 즉 일명 

오너로 일컬어지는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들

이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 투

자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주요 요

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 대분류 

상 가장 많은 키워드를 포함한 것은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 감사기구와 관련된 것이다. 최

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

된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

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강

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회부문과 관련해서는 ‘담합’,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비자 권

익증대와 관련된 키워드는 ‘불매운동’ 하나에 

그쳤다. 환경부문은 ‘환경오염’이나 ‘이물질’ 

등 대분류 상 환경경영실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9) 갑질이나 비리, 뇌물 등은 지배주주가 아닌 사회문제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관련기사에 등장하는 대
부분의 행위주체가 대주주나 경영진이어서 지배주주로 분류한다. 



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ESG 우려사안 키워드 도출에 관한 연구

- 139 -

4.3 키워드 신뢰도 분석

ESG 우려사안 키워드 26개의 신뢰도 분석은 

<그림 5>부터 <그림 8>까지 도식화 되어있다. 

<그림 5>는 신뢰도 80% 이상, <그림 6>은 신

뢰도 50% 이상, <그림 7>은 신뢰도 30% 이상, 

<그림 8>은 신뢰도 10% 이상의 관계를 보이는 

키워드를 연결하여 나타낸다. 

<그림 5>에 따르면, 8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총수구속과 배임, 뇌물만이 존

재한다. 이들의 관계는 총수구속이 발생하는 경

우 80% 이상이 배임과 뇌물 키워드를 동반하는 

것으로 배임과 뇌물이 총수구속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은 신뢰도 

50% 이상의 키워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크

게 사회책임 부문과 지배구조 부문 등 두 군집

으로 구분된다. 사회책임 부문은 근로자 및 공

정거래와 관련된 이슈들이고, 지배구조 부문은 

비자금, 횡령, 비리 등 최대주주나 경영자들의 

일탈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한 가지 흥미로

운 사실은 사회책임 이슈와 지배구조 이슈가 

각각 집단화되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나 차명

계좌의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아닌 사회책임 이

슈와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이들 이슈는 

지배구조와 사회책임 이슈를 모두 포함하는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키워드 분류 분류 키워드 분류 분류

1 갑질 지배구조 주주 14 밀어내기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2 비리 지배구조 주주 15 차명계좌 지배구조 감사기구

3 뇌물 지배구조 주주 16 주가조작 지배구조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4 담합 사회
협력사 및 

경쟁사
17 불공정거래 사회 협력사 및 경쟁사

5 분식회계 지배구조 감사기구 18 성과급잔치 지배구조 이사회

6 비자금 지배구조 주주 19 하도급문제 사회 협력사 및 경쟁사

7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주주 20 총수구속 지배구조 이사회

8 배임 지배구조 감사기구 21 조세회피 지배구조 감사기구

9 횡령 지배구조 감사기구 22 논란 사회 지역사회

10 탈세 지배구조 감사기구 23 환경오염 환경
환경경영

실행

11 불법파견 사회 근로자 24 이물질 환경
환경경영

실행

12 불매운동 사회 소비자 25 내부자거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13 불법고용 사회 근로자 26
골목상권

위협
사회 협력사 및 경쟁사

<표 7> 최종 선정된 ESG우려사안 키워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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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뢰도 80% 이상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6> 신뢰도 50% 이상의 키워드 네트워크



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ESG 우려사안 키워드 도출에 관한 연구

- 141 -

<그림 7> 신뢰도 30% 이상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8> 신뢰도 10% 이상의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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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30% 이상의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그림 7>도 <그림 6>과 유사하게 지배구조와 

사회책임 두 부문이 각각 집단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그림 6>에 비해 관련도가 있는 키워드

들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배구조 집단

에서는 ‘비자금’이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키워

드와 많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책

임 집단에서는 ‘불공정거래’와 ‘담합’이 양 극

단에 위치하며 다른 키워드와의 많은 신뢰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8>은 신뢰도가 10% 이상인 키워드 관

계를 도식화 한 것으로 <그림 6>, <그림 7>과 

같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와 사회책임 두 부문

으로 집단화 되어있다. 다만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네트워크 연결선은 증가된다. 또한 사회책

임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신뢰도 10% 수준

에서는 지배구조 이슈와 사회책임 이슈가 상호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논란’, ‘이물질’, 그리고 ‘밀어내기’ 키

워드는 이들 두 집단과 동떨어져 별도의 신뢰

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책임관련 키

워드인 ‘논란’, 지배구조관련 키워드인 ‘밀어내

기’, 그리고 환경관련 키워드인 ‘이물질’이 상

호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환경오염은 환경관련 키워드임에도 불

구하고 신뢰도 면에서는 사회부문 키워드와 연

결관계를 보이는 것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4.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ESG 우려사안과 관련되어 도출된 26개 키워

드들의 빈도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

림 9>에 도식화되어 있다. 분석 결과 예상과 같

이 빈도수가 많았던 ‘비리’, ‘횡령’이나 ‘담합’, 

‘일감 몰아주기’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

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상 중심부에 위치하

는 키워드일수록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관성이 

높고 주변부의 키워드보다 이슈의 파생성이나 

보편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별 키워드의 단독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원

의 크기는 ‘비리’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갑

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갑질’은 다

른 키워드와 동반하여 발생하는 반면 ‘비리’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키워드 간의 동시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선의 굵기와 키워드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거리

를 감안할 때, ‘비리’, ‘횡령’, ‘배임’, ‘뇌물’ 등 

지배구조관련 키워드는 키워드간 연관성이 상

당히 높고 동시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반면 ‘몰

아주기’, ‘답합’, ‘불공정거래’ 등 사회책임관련 

키워드는 지배구조관련 키워드에 비해 연관성

과 동시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갑질’의 경우는 

‘비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관성 분석은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이 

어떠한 ESG 우려사안을 발생시켰을 때 후속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ESG 우려사안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ESG 우려사안별 기업의 가치나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

므로 과거 ESG 우려사안 발생 여부는 리스크

관리관점에서 미래에 있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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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SG 우려사안 키워드 빈도의 네트워크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ESG

와 관련, 투자자들이 인지하는 기업들의 반 

ESG 활동이 무엇인가를 검증했다. ESG 등급

이 존재하는 294개 상장기업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0개 미디어에 노출된 반 ESG 활

동 관련 기사 23,837건을 대상으로 머신러닝의 

한 방법인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ESG 우려사

안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결과 총 26개의 ESG 우려사안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갑질’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

했다. 이어 ‘비리’, ‘뇌물’, ‘담합’ 순으로 빈도

수가 높았다. 26개 키워드 중 지배구조관련은 

16개, 사회책임관련은 8개, 환경관련은 2개 이

었다. 상위랭크를 기록한 키워드는 대부분 지배

구조관련으로 투자자들은 후진적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위험요인

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

배구조관련 ESG 우려사안 키워드는 대부분 주

주의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최대주주나 지배주

주의 일탈행위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책임관련 ESG 우려사안 

키워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것이 많아 아직

도 사회의 공정성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지배구조관련과 사회책임

관련 키워드는 각각 군집을 이루어 각 집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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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키워드간 상호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보였

다. 특히 ‘총수구속’의 경우 80%의 신뢰도로 

‘뇌물’과 ‘배임’이 그 원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는 ‘비리’가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단독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고 ‘배임’, ‘횡령’, ‘뇌물’과 높은 관련성이 있

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기업이 발생시

키는 예상하지 못한 ESG관련 우려사안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미시적인 키워드 수준에서 동시

출현 단어의 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키워드간 

방향성과 우려사안 발생 시 초래할 수 있는 결

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의 ESG 우려

사안을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실무적으로 투자자

나 기업들이 이를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적

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ESG 우려사안에 대한 중대성 평가 지표로 활

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 ESG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ESG 활동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폭보다 반 ESG 활동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폭이 훨씬 큰 현실을 감안할 때 

ESG 우려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시급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SG등급은 자료를 제

공하는 기관이 존재하는 반면 ESG 우려사안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결

과를 활용해 기업들의 ESG 우려사안 등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관점에

서는 앞 다투어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는 상

황에서 ESG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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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eyword Extraction for ESG Controversies 
Through Association Rule Mining

Ahn, Tae Wook․Lee, Hee Seung․Yi, June Su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anti-ESG activities of companies recognized by media 

by reflecting ESG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This study extracts keywords for ESG controversies 

through association rule mining. 

Design/methodology/approach

A research framework is designed to extract keywords for ESG controversies as follows: 1) From 

DeepSearch DB, we collect 23,837 articles on anti-ESG activities exposed to 130 media from 2013 

to 2018 of 294 listed companies with ESG ratings 2) We set keywords related to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and delete or merge them with other keywords based on the support, 

confidence, and lift derived from association rule mining. 3) We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keywords and the relevance between keywords through density, degree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on network analysis.

Findings

We identify a total of 26 keywords for ESG controversies. ‘Gapjil’ records the highest frequency, 

followed by ‘corruption’, ‘bribery’, and ‘collusion’. Out of the 26 keywords, 16 are related to 

governance, 8 to social, and 2 to environment. The keywords ranked high are most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within corporate governance. ESG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social issues are often related to unfair trade. As a result of confidence analysis, the keywords 

related to social and governance are clustered and the probability of mutual occurrence between 

keywords is high within each group.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wner’s arrest”, it is caused 

by “bribery” and “misappropriation” with an 80% confidence level. The result of network analysis 

shows that ‘corruption’ is located in the center, which is the most likely to occur alone,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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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related to ‘breach of duty’, ‘embezzlement’, and ‘bribery’.

Keyword: ESG, Controversies, Association Rule Mining,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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