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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mplementation is increasing and CSR activity

has become a core activity for firms. The increase on CSR activity expenditures also increases the need for

strategic. When firms implement CSR strategically, firms need to consider consumers' perspectives toward

CSR. This research investigated how Korean fashion companies integrate consumers' CSR expectations into

CSR implementation. Through a qualitative study, we researched a firm's consideration of consumers which

are reflected in detailed procedures of CSR implementa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xecu-

tives and managers in charge of CSR and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motivations for CSR implem-

entation were both strategic and moral along with consumers who play a crucial role in CSR motivation.

Second, firms conducted various strategic CSR activities differentiating themselves using a specific resource.

Third, self-CSR evaluation was not active and structured. Few companies were collecting consumer respon-

ses to CSR activities. Last, executives and managers have difficulties to perform CSR activities due to gaps

between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nd the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measurement of CSR ef-

fect,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strategic CSR. The results of our study show that firm's consideration of

consumers is insufficient despite executives and managers who strongly agree with the need for strategic CSR.

Key words: Strategic CSR, Korean fashion companies, Consumer, In-depth interview; 전략적 CSR, 한국

패션기업, 소비자, 심층면접

I. 서 론

CSR 활동이 기업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 234개 사가 지출한 사회공헌 비용

이 2013년도 기준으로 2조 8천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2014), CSR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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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업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SR 수행을 통해 기업이 경제적 이윤 역시 추구할

것을 주장하는 전략적 CSR(Burke & Logsdon, 1996)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적 CSR은 CSR 수행을 통

해 경제적 이윤 역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의 경

제적 이윤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적 가치나 규범을 따

르는 것보다, 소비자의 윤리적 욕구에 대한 이해 및 고

객의 CSR 기대에 대한 분석을 수반한 CSR 활동은 더욱

성공적이며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의 CSR 요구를 이해하여, 그를 CSR 활동

으로 반영하는 것이 전략적 CSR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이 CSR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소비자의 CSR 기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기업의 주요 이

해관계자로서 소비자가 CSR 활동 동기의 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존재하나(Bronn & Vidaver-Cohen,

2009; Graafland & van de Ven, 2006), CSR 수행의 구체

적 절차들에 있어 소비자의 CSR 기대 반영 양상을 체계

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한국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CSR 수행에 있

어 소비자의 CSR 기대 반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패션기업은 아동노동 착취, 과소비 조장, 생산과정 상

의 환경 오염 등의 문제들로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으며 비윤리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CSR 활동들

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는 패션

기업들의 성공적인 전략적 CSR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

다. 탐스슈즈는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한 켤레를 빈

곤국가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공익연계마케팅으로 소비

자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역시 친환경적 생산방식과 친환경 CSR 활동을 통해 높

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

응을 얻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면서 현지 은행과

의 합작, 현지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하여 제품 원가구조

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한 유니

클로의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CSR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CSR 수행을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시키거나, 현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에 이바지하는 CSR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격경쟁력 역

시 달성한 성공적인 전략적 CSR 사례들이다. CSR 활동

역사가 오래되고 CSR 관련 문화가 성숙한 해외 패션기

업들에 비해 CSR 관련 기업 문화가 아직 발전 단계에 있

는 국내 패션기업들이 소비자의 CSR 기대를 반영하여

전략적 CSR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패션

기업의 CSR에 대해 상당히 높고 세분화, 구체화된 기

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Ahn & Ryou, 2013), 한국 패

션기업의 CSR 수행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Ahn, 2013), 한국 패션기업 대상의 실증

연구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CSR 관련 이론에 따른 CSR 수행에 있어 소비

자의 의미

CSR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CSR 수행에 있어 소

비자의 의미와 역할은 달라진다. CSR 관련 이론들을 검

토하여 기업이 CSR을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CSR 기

대를 반영하고 소비자와 협력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먼

저 알아보도록 한다.

기업을 철저히 경제주체로 파악하고 기업과 소비자

의 관계를 시장 기구 안에서만 이해하는 신고전주의 경

제학자들은 CSR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신고

전주의 경제학자 Friedman(1970)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

할 것을 전제로 대리인으로서 선정된 기업인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의 수익을 지출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매출을 발생시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좁은 의미

의 전통적 기업 활동만 인정하였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

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기제에 의해 적절한 자원 분배

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회주의적 시각이며 사회적 목적

을 위한 비용은 정부가 세금으로부터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vitt(1958) 역시 기업의 이윤추구는 자유

경제체제 하에서 생존을 위한 당연한 귀결로서,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 목표를 추구할 때 생존 가능성이 커지

므로 복지는 정부가 담당하고 기업은 경제적 활동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

계를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신고전주의적

입장에서, 기업에게 소비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

여 경제적 이윤을 달성시켜 줄 도구적 대상이며, 소비자

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경제적 영역으로 한정된다. 따

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

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CSR의 근간이 되는 이론인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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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비자의 관계를 경제적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

향을 받는 집단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Freeman, 1984),

기업은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

계자들에 대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 복잡한 현대의 기업 환경에서는 주주뿐 아니라 공

급업체, 지역 공동체, 정부, 조합, 직원, 고객, 정치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Donaldson & Pre-

ston, 1995),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창출은 기업의 성

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Freeman et al., 2004). 이

해관계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신경을 쓰고 이해관계자

들을 잘 관리해야 기업 성과가 향상되며 기업의 목적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관리 차원에서 CSR

수행이 당위성을 갖는다(Donaldson & Preston, 1995). 즉,

이해관계자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 공동구성원인 이

해관계자의 CSR 요구에 부응해 CSR을 수행하고 혜택

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기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CSR 활동의 동기이자

수혜 대상이 된다.

CSR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CSR 활동이 기업의 경제

적 이윤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등장한 개념인 전략적 CSR에 의하면 소비자가 CSR 수

행에 가지는 의미는 CSR 활동의 동기나 수혜 대상을 넘

어선다. 전략적 CSR이란 기업의 핵심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경영이념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CSR(Burke & Logsdon, 1996)로, 전략적 CSR에 있어

소비자의 의미와 역할은 Porter and Kramer(2006, 2011)

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의 논리에서 잘 드러난다. CSR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도출한 개념인 공유가치란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

해 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가치에 사회적 차원을 포

함시킨 개념으로(Porter & Kramer, 2006), 기업경쟁력과

기업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동시

에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이다(Porter & Kramer, 2011).

기업이 CSV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제품을 생

산하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치제안에 사

회적 차원의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써, CSR에 대한 요구

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이윤창출

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제품에 윤

리적 속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독

특한 포지션과 차별화를 실현하여 지속적 성장을 가능

케 하는 경쟁우위(Barney, 1991)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CSV 활동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와 CSR

의 기업 효용(Business Case)에 대한 해답이 되며, 기업은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CSR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

윤도 창출할 수 있다. 전략적 CSR, 나아가 CSV를 실현

하고자 할 경우, 기업에게 소비자는 매출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달성시켜 줄 도구적 대상이나 일방적으로 CSR

활동을 베풀어야 하는 CSR 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 참

된 의미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을 위한 동반자이자 협력자

이다. 본 연구도 CSR의 수행이 경제적 이윤추구에 도움

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소비자를 CSR 수행의 동

반자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CSR 관련 이론들에 따

른 CSR 수행에 있어 소비자의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다

음의 <Table 1>과 같다.

2. 윤리적 소비의 증가: 전략적 CSR에의 함의

최근 윤리적 소비자 및 이들의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CSR의 수행을 통해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적 CSR에 큰 시사점을 갖는다. 윤

리적 소비란 윤리적 고려에 영향을 받은 구매행위(Coo-

per-Martin & Holbrook, 1993), 가격이나 품질과 같은

전통적 구매기준에 더하여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

등의 새로운 추가적 기준을 적용한 구매의사결정(Harri-

son et al., 2005) 등을 일컬으며, 윤리적 소비자란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의 윤리적 가

Table 1. Meaning of consumers in CSR implementation

Theoretical
approach

Neoclassical economics,
stockholder theory

Stakeholder theory
Strategic CSR,

resource-based view

Relevant research
Levitt (1958),

Friedman (1970)

Freeman (1984),
Clarkson (1988),

Donaldson and Preston (1995),
Mitchell et al. (1997)

Burke and Logsdon (1996),
Porter and Kramer (2006, 2011)

Meaning of
consumers in CSR

implementation

Economic player that generate sales;
Instrumental object for

profit maximization

Motivation for CSR implementation;
Beneficiary by CSR implementation

Partner for CS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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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이다(Huh & Kim, 2012). 즉, 윤리

적 소비자는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지각하고 윤

리적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소비자이며,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소

비윤리의 실천이자 사회적 책임의식의 적극적 발로이다

(Hong & Song, 2010; Huh, 2011). 따라서 윤리적 소비자

및 윤리적 소비의 증가는 소비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을 통감하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윤리적 변화를 반영하

며, CSR 수행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CSR 수행이 윤리적 소비자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아 시장 기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만 전략적 CSR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 CSR 수행이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검증되고 있는데, 기부, 지역 공동체 활동, 공익연계

마케팅 등의 다양한 CSR 활동들이 제품 및 기업에 대

한 소비자의 가치지각, 태도, 평가, 구매의도, 지불의사,

긍정적 구전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Dacin, 1997; Ferreira et al., 2010; Romani et al., 2013).

인터뷰를 통해 윤리적 소비의 양상을 질적으로 탐색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소비자가 CSR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가

지며 CSR 활동이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ray et al., 2011; Mohr et al., 2001; Öberse-

der et al., 2011). CSR 활동이 구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CSR 활동이 기업의 이윤추구

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의 기대와 반응을 고려한 CSR 활

동을 통해 기업이 전략적으로 CSR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소비자의 CSR 요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CSR의 전략적 수행

CSR 수행을 통해 경제적 이윤 역시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전략적 CSR은 학계와 업계의 큰 관심사이자 어려

운 문제이다. 전략적 CSR 수행을 위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전략적 CSR은 경영이념, 전

략적 문제, 경쟁우위, 보유 자원, 고객욕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CSR 활동

을 계획하여(Galbreath, 2009),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명

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Burke & Logsdon,

1996). 전략적 CSR 수행 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이해관

계자들의 CSR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그를 바탕

으로 한 적합한 CSR 활동의 선정 및 실행, 이해관계자

들과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피

드백 수집을 통한 지속적 평가와 개선 등을 전략적 CSR

수행을 위한 필수적 절차들로 제시하고 있다(Maignan

et al., 2005; Maon et al., 2009). 즉, 전략적 CSR은 이해

관계자들의 CSR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유한 상황에 적합하고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CSR 활

동을 실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

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 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직접

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는 전략적 CSR

의 수행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명확한 법규나 규정의

형태로 나타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부응하는 것이 어렵

지 않은 정부나 환경 단체 등의 CSR 요구에 비하여, 소

비자의 CSR 기대 및 요구는 소비자 단체 등의 제도화

된 기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그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많은 선

행연구들이 기업이 CSR 활동을 활발히 실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비자와 잘 커뮤니케이션하지 못

하여,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CSR 활동이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Bray et al., 2011; Mohr et al., 2001; Öberseder

et al., 2011). 이는 기업이 CSR 정보를 통해 기업 및 제

품의 윤리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강력한 욕구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기업이 CSR 지

출을 늘리고 CSR 활동을 활발히 실행하더라도, 소비자

의 CSR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CSR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CSR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CSR 기대

및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CSR

수행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즉, 소비자의 CSR 기

대를 반영하지 않은 CSR의 수행은 전략적 CSR이란 측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기업은 소비자의 CSR 기대를

반드시 이해하여 CSR 수행의 구체적 절차들에 체계적

으로 반영해야 한다.

4. 패션기업의 전략적 CSR

최근, 패션기업의 CS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는데 해외에서는 패션기업에 있어 CSR의 수행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패션기업에 적합한 CSR 수행 전략

을 제시하는 개념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Laudal, 2010;

Perry & Towers, 2009).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실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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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제한적인데,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열악한 제조국

근로 환경이 문제가 됨에 따라 CSR 수행 차원에서 글로

벌 패션기업의 아웃소싱이나 공급사슬관리(SCM)를 살

펴본 연구(Lim & Philips, 2008; Mamic, 2005; Park-Po-

aps, 2010), 패션제품 생산과정 상의 환경 오염 문제로 인

해 친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패션기업의 CSR 수행

을 살펴본 연구(Goworek, 2011),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17개 패션리테일러의 웹사이트

를 분석해 CSR 수행 현황을 알아본 연구(Mann et al.,

2014) 등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 의류제품 생산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패션기업의 CSR

수행 현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Cooke & He, 2010;

Lattemann et al., 2009; Xu & Yang, 2010). 국내에서도

구매의도나 브랜드 태도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패션기

업의 CSR 수행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들

은 많이 진행된 반면(Choi, 2012; Jeon, 2011; Lee & Lee,

2013; Lee & Lee, 2014; Lee & Shin, 2011), 기업 대상의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인터넷상의 기사를 검색하여 패

션기업의 CSR 활동 현황을 세부 영역별로 알아본 Choi

and Sung(2013)의 연구, 기업 웹사이트에 나타난 내용을

조사하여 한국 패션기업의 CSR 활동 실태를 알아본 Ahn

and Ryou(2011)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한국 패션기

업의 CSR 활동이 어떠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CSR 수행에 소

비자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CSR 수행이 기업의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어

야 한다는 전략적 CSR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CSR 수행

의 동반자로 파악하고, 실무진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패션기업의 전략적 CSR 수행 현황 및 CSR 수행

에 있어 소비자의 CSR 기대 반영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파악한 전략적 CSR의 기

준들을 적용하여, CSR 활동이 고유 자원 및 핵심 역량

과 연계되어 있는지, 타 기업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 매출로 이어져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윤리적 가

치를 지닌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가치창출 과정을

변화시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CSR의 수행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CSR

수행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CSR 기대 파악 및 그의

CSR 활동으로의 반영,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의 피드백 수집 및 그를 통한 수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를 통해, 소비자를 고려하여 성

공적으로 전략적 CSR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CSR 수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기의

한국 패션산업계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시대적, 상황

적 배경 하에, 윤리적 소비의식 고취 및 윤리적 소비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본 연구의 시대적, 상황적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행연구 및 한국 패션기업의 CSR 수

행에 있어서 소비자의 CSR 기대 반영 양상을 알아본 선

행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부족하

고 시대적, 상황적 맥락이 중요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가

능케 하며, 연구자의 인위적 통제 없이 특정 현상이 ‘어

떻게’ 혹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적

합한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Berg, 2009; Silverman,

2004; Yin, 2003)을 활용하였다. 패션기업의 CSR 수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패션기업

실무진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 자료인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본 구체적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패션기업의 전략적 CSR 수행 현

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패션기업 실무진들은 CSR 수행의 구체

적 절차들에 있어 소비자의 CSR 기대

를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1. 표본

인터뷰 대상자는 홈페이지 및 미디어 자료를 통해 CSR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패션기업을 선별하여, 각

기업의 CSR 수행 현황에 대해 잘 알려줄 수 있는 실무

진 중에서 선정하였다.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

일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 소비자의 중요성 및 CSR

수행에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원단제조업체, 프로모션 업체, OEM 기업 등, 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유통

기업도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로 전이되고 제품 평가

로 이어지는 양상이 제조기업과 다를 수 있으므로, 패션

브랜드를 직접 소유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들로 제한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라 CSR

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Battaglia et al., 2010)

다양한 규모의 30개 패션기업을 선정해, 메일 및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보다 많은

기업 및 실무진들과 접촉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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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였으나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적으로 8개 기업으로부터 인터뷰 협조 약속을 받았다.

대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견기업은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는데, 8개 기

업 중, A, B, C, D, E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대

기업, F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으로 중견기

업, G와 H는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로 중소

기업에 해당한다. 기업 규모 분류 시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 등,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CSR 수

행은 각종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기업 규제 시 적용되는 기업 규모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명확히 구분하였다. 독립된 CSR

업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

우, CSR 수행과 관련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사

람이 없다거나, CSR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는 등의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

업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표본에 적게 포함되

었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 실무진들과의 인터뷰 수행

시 최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려 노력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질적 연

구에서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대기

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가치 있는 결과라 판

단된다. 인터뷰를 위해, 선정된 기업에서 CSR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거나 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경영진

을 섭외하였다. 기업 핵심 활동인 제품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영역에서 소비자의 CSR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기업의 기본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실

무진들도 섭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6명의 실무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업들의 간략한 개

요와 각 기업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Table 2>와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주 자료는 질적 자료인 기업 실무진들과의

심층면접 내용이다. 심층면접은 면접 대상자들에게 자

신의 경험을 심도 있게 서술하게 해주며(Mason, 2002;

Yin, 2003), 선행연구가 부족한 비서구권의 CSR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성적이고 해석적인 연구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Lockett et al., 2006), 실무진들과의 심층면

접 내용은 한국 패션기업의 전략적 CSR에 관한 실제적

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

된다. 심층면접은 사전 약속에 의해 각 기업의 회의실

이나 접견실에서 <Table 3>과 같은 반구조화(Semi-struc-

tured)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면접 시작 전에

연구목적, 면접내용과 진행방식, 면접내용의 활용계획,

연구참여를 그만두고 싶을 경우의 의사표시권리 등에

관한 사항들이 고지되었으며, 40분에서 7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연구자의 통제 없는 자유로운 발언들에서 인

터뷰 대상자의 진실된 경험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Spra-

dley, 1979), 인터뷰 대상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인터뷰를 진행하

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 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하

여 면접이 끝난 후 전사하였다. 각 기업의 CSR 관련 기

업 철학, 실시 중인 CSR 활동, CSR 관련 기업 지침 등,

Table 2. Company and interviewee profile

Company Sales*
Operating

profit*
Number of
employees

Interviewee

A 17,751 657 5,100 CSR assistant manager (A-1), general manager (A-2)

B 13,897 1,016 922 CSR manager (B-1)

C 12,708 738 3,296 CSR assistant manager (C-1), general manager (C-2)

D 7,883 333 841 CSR senior manager (D-1), CSR manager (D-2)

E 5,382 378 3,912 general manager (E-1), general manager (E-2)

F 5,421 622 680
CSR senior manager (F-1), CSR assistant manager (F-2),
general manager (F-3)

G 1,016 80 272 CSR manager (G-1), marketing director (G-2)

H 121 9 103 CEO (H-1), PR team manager (H-2)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in 2012.
*: Unit -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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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CSR 수행에 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 후, CSR을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에 대한 고려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

적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 구체

적 질문과 분석초점이 비교적 명확히 존재한다. 따라서

질적 정보인 텍스트로부터 개념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기존의 모델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이 진행되는 내

용분석의 분석지침(Neuendorf, 2002)과 근거이론(Stra-

uss & Corbin, 1990)의 자료해석 기법 중, 개념 파악을

위한 1단계 기법인 개방 코딩 기법 등을 참고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뷰 내용 중, 전략적 CSR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CSR 활동, CSR 업무의 진행 절

차, 소비자 관련 CSR 업무 등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추

출하여 전략적 CSR 수행 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하고,

후속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소비

자에 대한 고려가 CSR 수행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어

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CSR 수행 단계는 크게 계획, 실행, 커뮤니케이

션,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인터뷰 내용을 반

복적으로 읽고 분석하여(Glaser & Strauss, 1967; Miles

& Huberman, 1994) 각 단계에 해당하는 CSR 활동들을

파악한 후, 소비자와 관련된 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

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

로, 소비자를 지칭하거나 소비자와 관련된 표현을 도출

하여 CSR 수행에 있어 소비자가 실무진에게 가지는 의

미도 파악하였다.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뷰

시 앞선 실무진과의 인터뷰 분석결과를 간략히 알려주

고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용 가능한 결

과인지를 물어보는 참여자점검(Member Check)을 실시

하였으며(Merriam, 1998),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이메

일이나 전화를 통해 추가 질문을 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

악하였다. 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석자료 및 분석

자의 삼각화(Triangulation)도 시도하였는데, 웹사이트,

뉴스레터, 홍보자료, CSR 보고서, CEO의 출간서적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2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자료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2차 자료들에 나타난

소비자 관련 표현을 분석하여 인터뷰 내용과 상호참조

(Cross-reference)하여 검토함으로써 종합적, 체계적 분석

을 시도하였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2명의 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은 의류학과 대학원생 3명에게 분석결과에 대한 검

토를 부탁하여 분석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

의 인터뷰 대상자 외에 패션기업에 오래 몸 담은 실무진

2명을 섭외하여 인터뷰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을 보여

주고 인터뷰 내용의 현실적합성 및 해석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전략적 CSR 수행에 대한 높은 의지

기업의 고유 자원과 관련 있고 기업의 핵심 활동을 용

이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CSR은 기업의 고유

한 사업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기부와 같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회공헌 활동

을 넘어 CSR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실무진들의

높은 의지를 알 수 있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한 CSR

활동, 자사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CSR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실무진들의 공감이 인터뷰 내용에 잘 드러나 있었

다(A-1, F-1).

“남들이 안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

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사업특

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과제에요. 우리도 패션산업

Table 3.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CSR motivation What is your company's motivation for CSR? How do consumers motivate your company's CSR?

CSR implementation
process

What do the procedures for your company's CSR implementation consist of? Do you condiser consum-
ers' perspective in th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communication of CSR?

Ethical consumption
As a manager, do you think ethical consumption is actually increasing? Is your company's activity influ-
enced by increases in ethical consumption?

Difficulty in CSR
implementation

Do you experience any difficulties when you perform CSR activity?

– 32 –



한국 패션기업의 전략적 CSR 수행에 있어 소비자의 CSR 기대 반영 양상 33

특성을 반영한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CSR 활동도 많이 고민

하고 있구요.” (A-1)

“업종에 따라 CSR 활동을 사업의 특성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F-1)

2. CSR 수행 동기로서의 소비자

CSR 수행 동기는 선행연구들(Bronn & Vidaver-Cohen,

2009; Graafland & van de Ven, 2006)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동기, 사회

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 이해관계자들의 압

력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장기적 성

장을 추구하기 위해 CSR을 수행한다는 응답(A-1)과 도

구적 목적 없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순수하게 사회

에 환원하고 베풀기 위한 목적으로 CSR 활동을 수행한

다는 응답(G-1)에서 CSR 수행의 전략적 동기와 자발적

동기가 잘 드러나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부응하기 위

해 CSR을 수행한다는 응답(B-1)을 통해 외부압력이 CSR

수행의 결정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SR 동기는)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고 봐야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패션기업이다 보니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좋은 기업의 옷을 입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를 생각해도 이미지가 좋은 기업의 브랜

드에 대해 충성도가 더 높을 거에요.” (A-1)

“CSR 활동 동기는 기본적으로는 오너의 의지입니다. 회장님의

사회환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우리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CSR 활동은 하지 않

아요. 우리 회사의 CSR 활동은 어디까지나 회장님의 의지로, 위

로부터 내려오는 기업 철학이에요.” (G-1)

“CSR 활동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외부압력입니다. NGO, 대중,

매스컴들에서 기업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라

고 가하는 압력이 CSR 활동의 동기죠.” (B-1)

소비자 역시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CSR 수행

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무진들은 윤리적 소

비의식의 향상을 인지하여 CSR 수행에 소비자에 대한

고려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D-1, C-

2). 공익연계마케팅의 반응이 좋아 꾸준히 진행하고 있

다는 인터뷰 내용(A-1)은 CSR을 수행하는 기업을 좋게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가

기업에게 지속적인 CSR 수행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윤리적 소비의 대

표적 한 유형인 친환경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소

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분야에서의 CSR 수행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반환경적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친환경 관련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인터뷰 내용(C-2)을 통해 소비자의 불매운동

이 CSR 수행의 직접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의류브랜드

를 보유한 H기업 대표의 경우, 브랜드의 성공으로 인하

여 친환경 패션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환경 패션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었

다(H-1).

“고객들이 착한 소비를 원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소비자 트렌

드라는 점은 인정해요. 윤리적 소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환경 트렌드는 활용해 보고 싶어요.” (D-1)

“우리 기업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

니다. 그런 것이 이슈가 되는 걸 보면 소비자 의식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거에요. 소비자 단체들과 언론이 이슈화하고 문제를

부각한 건데,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들을 대표한다는 명목 하에

기업 행위를 문제 삼는 건 근래 일이에요. 소비자 의식이 형성되

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을 계기로 발수코팅도 불

소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발수코팅으로 다 바꾸었어요. 사실

발암물질 검출은 5, 6년 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기 때

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적극적인 윤리적 소비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

요.” (C-2)

“우리 브랜드 중 매년 장애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브

랜드가 있어요. 캠페인용 티셔츠를 개발하고 판매수익금을 기부

하는데, 캠페인 제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반팔 티셔츠이긴 하지만 좋은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매년 고정

적으로 사는 고객분들이 있고, 임직원 중에도 매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A-1)

“사실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은 못했어요.

스스로가 즐거워 시작한 거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

기도 했었고... 지금은 고객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느낌을 많

이 받아요. 이런 옷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이 이미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안을 못해서

못했을 뿐이지 이미 소비자들은 이러한 컨셉을 원했다고 생각해

요.”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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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수행 절차들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고려

의 미비함

다양하고 차별화된 CSR 활동을 계획해 실행하고 있

는데 반해 CSR의 평가 및 수정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고려 정도에 있어, 소

비자 분석을 반영한 CSR 계획, CSR 활동에 대한 소비

자 평가 및 그를 반영한 수정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CSR 계획

CSR 계획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

행 가능한 사업인지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 기업 특성

을 살릴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기업과의 적합성, CSR

활동 실행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

미하는 시의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담당자들의 기안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며, 소비자가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F-2, B-1). 소비자들이 어떠한 CSR 활동을 기

대하는지, 특정 CSR 활동을 실행할 경우 소비자의 반응

이 어떠할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없었다. CSR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한 번

예상해 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A-1).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가, 단발성으

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사업인가 등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

고 국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생각하여 실시

하기도 하구요. 최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연

초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등 사회복

지사들의 복지가 이슈화되어 실시하게 된 행사였어요.” (F-2)

“기업에 가해지는 압력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합니

다. 지속될 수 있는 CSR 활동을 위해, 우리 사업과 연결되는 CSR

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죠. CSR 계획은 CSR 부서 담당자나 비즈니

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주로 CSR 부서

담당자들의 기안이죠. 제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

악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회적 니즈만

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활동은 없습니다.” (B-1)

“CSR 계획은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윗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

충 그래요.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계획 단계에서 한 번 생

각해 보기는 하지만 사실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

에요.” (A-1)

2) CSR 실행

기업 특성을 살린 전략적 CSR이란 측면에서, 고유 자

원을 활용하거나 기업 이미지에 적합한 CSR 활동을 개

발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타 기업과

차별화한 다양한 CSR 활동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패션

기업으로서 의류제품 기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8개 기업

모두 실시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직접 판매해 수익금

을 기부하는 바자회, 신진디자이너 후원, 청소년 미술교

육 등을 통해 기업마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D-1,

F-3, E-1, A-1).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CSR이

란 측면에서 판매와 연계시킨 공익연계마케팅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용 제품

판매 및 수익금 기부, 신진디자이너 후원을 위한 협업

제품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

아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을 생

산하고 있는 H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활동들 중, 소비자

의 윤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가

치를 지닌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가치창출과정을

변화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CSV 활동은 진행되

고 있지 않았다.

“패션기업 특성을 살려 의류기부를 많이 합니다... 소비자 측면

을 반영한 CSR 활동은 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그럴 수준이 못됩니

다. 하지만 이제는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참여형 CSR 활동을 확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착한 소비를 원하는 트렌드가

있고 고객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도 있으니

까...” (D-1)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처럼 참여하는 바자회 행사가 있습니

다. 패션회사로서 옷을 기부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 디자이너 등

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고 판매금액은 전액

기부됩니다. 옷만 기부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

고 옷을 만든 디자이너들을 포함한 전 직원이 판매원으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패션기업으로서 보유 자원으로 차별화한 CSR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F-3)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진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어요.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은 아

니지만 신진작가들을 후원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해마다 출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과 판매가 굉

장히 좋아요. 소비자들이 아티스트를 돕는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여 나오는 결과라 생각

해요.” (E-1)

“패션이 미술, 예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멘토링이나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미술교육, 예술교육 등을 중요하게 진행해요.” (A-1)

– 34 –



한국 패션기업의 전략적 CSR 수행에 있어 소비자의 CSR 기대 반영 양상 35

3) CSR 커뮤니케이션

CSR 커뮤니케이션은 CSR 업무 중, 적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CSR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주요한 채널은 홈페이

지로, 모든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CSR에 관련된 기업

철학과 CSR 활동을 홍보하고 있었다. 기업의 대외적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 CSR 활동의 언론보

도는 홍보팀에서 담당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지속

가능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대

상 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은 그

룹 차원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대기업 두

곳(B, E) 뿐이었다. 일반 대중이 아닌 소비자나 기업 제

품을 구매하는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CSR 커뮤니케이

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없었는데, 기존의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제외하고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CSR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거나 소비자와의 CSR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CSR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

고 있는 기업은 없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CSR 활동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경우 보상을 바라고 의도

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중들의 반감

을 사게 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CSR 활동을 적극적

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낮기 때문이었다(A-1, G-1,

F-1).

“CSR 홍보는 홍보팀에서 해요. 그 동안 사회공헌 활동은 홍보

를 많이 안 했어요. 굳이 떠벌리면서까지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

이에요.” (A-1)

“우리 기업은 CSR에 있어 두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일회성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과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

에요. 2009년에 중국에 학교를 지어주었는데 한국의 매스컴 아무

곳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혹

은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CSR 활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회장님께서 일류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좋은 활동을 열심히

알리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업을 진정한 일류기업이라

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기업으로 알아주는 기업이 중요한 거겠죠.” (G-1)

“수혜 받은 단체들에게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갑과 을의 관계

가 형성되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히 물어봅니다. 조금 도와

줘 놓고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생각이 들면 좋지 않으니까요.”

(F-1)

4) CSR 평가

CSR 평가 역시 활발하지 않았는데, 지속가능보고서

를 발간하는 기업 중, 보고서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를

일괄 수집하는 기업이 있었으며(B-1), 지속가능보고서

를 발간하지 않는 기업 중, 수혜 대상자들에게 CSR 활

동을 통한 도움이 어땠는지를 간단히 물어봄으로써 개

별 CSR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는 기업도 있었다

(F-1). 실행한 CSR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CSR 활동이 기대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

가하여 그를 바탕으로 기존의 CSR 활동을 수정하고 있

는 기업은 없었다. 또한 실시한 CSR 활동에 대한 소비

자나 고객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 소비

자로부터의 피드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CSR 활동

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는 기업들은 설문회수율이 낮음

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B-1, D-1), CSR 활동에 대

한 평가를 수집하다 실익이 없어 그만 둔 경우도 있었

다(D-1).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CSR에 대한 평가를 포함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회수율이 높진 않고... 반영할 만

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기도 합니다.” (B-1)

“지속가능보고서는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혜 받은 단체

들로부터 기본적인 피드백은 받고 있습니다. 감시 목적은 아니고,

수혜 받은 단체들 스스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되는 측

면이 있을 거라 보고 하는 겁니다.” (F-1)

“2007년까지 CSR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의견을

주시지도 않고 주더라도 만족도에서 거의 만점만 나왔어요. 지금

은 안 해요. 정책상 반영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의 리얼

한 상황이 보고 싶었는데 그냥 좋다는 평가만 나왔었죠.” (D-1)

4. 전략적 CSR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1) 윤리적 소비의식과 윤리적 소비 간 차이

전략적 CSR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윤리

적 소비의식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리적 소비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무진들

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CSR 활동이

윤리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부정적이었다. 선

진국 대비 우리나라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수준을 낮게

인식하거나(A-2, C-2), 윤리적 소비의식의 향상에 공감

하더라도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Bray et al.,

2011; Nicholls & Lee, 2006) 실제 윤리적 소비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B-1).

매장에서 고객을 접할 때 고객의 윤리적 변화를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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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윤리적, 사회적 가치가 실제 구매에서는 중

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F-2), 윤리적, 사

회적 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

거나 기존의 가치가 조금만 희생되면 소비자들이 외면

하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를 지닌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

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C-1). 이는 기존 가격선에서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을 때만 윤리적 가치가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

(Öberseder et al., 2011)와 일치한다.

“윤리적 소비를 기업 이윤과 직결시켜 고려하지는 않아요. 글

로벌 브랜드들은 하고 있을 거에요. 유럽, 미국 등 CSR이 성숙하

고, 관련 법률기준,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는 CSR 요소를 고

려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SR 활동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높

아지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A-2)

“해외 트렌드 쇼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친환경 트렌드

가 옛날부터 많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리사이클링 제품들도 꾸

준히 출품되었구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소

비자들이 친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먼저 민감하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C-2)

“한국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인식의 변화가 실제

구매행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소비

자들은 실제 구매시점에 제품의 사회적, 환경적 평가를 확인하고

구매행동에 그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아직 그렇지 않

은 것 같아요. 소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업 활동으로는 한계

가 있다고 봐요. 일개 기업이 대국민 행동 프로젝트로 소비자 행

동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B-1)

“사실 영업부서에서 근무할 때 고객들을 직접 응대했던 경험

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제품 품질을 제일 중요히

여기고 그 제품이 윤리적 과정을 거쳤느냐는 실제로는 중요한 기

준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F-2)

“소비자는 가격대비 가치를 따져요.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

으면서 가격은 낮아야 산다는 거죠. 업사이클링 제품들의 홍보에

대한 반응을 보면, 재활용인데 왜 비싸냐는 반응이 많아요.” (C-1)

2) CSR 효과 측정의 어려움

CSR 수행으로 인한 매출 증가나 홍보 효과 등, CSR

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F-1). 소비자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CSR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CSR 수행이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져, 그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향상되는 기업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에

의한 CSR 활동의 보상 및 CSR의 직접적인 효과 측정

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CSR 기대 효과로, CSR 활동을 고객들이 알게 되어 기업 이

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 CSR 활동을 통해 기업 문화가 좋다

고 알려질 경우 좋은 인재가 몰려 인재 채용에 혜택을 볼 수 있다

는 점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미지 향상, 특히 매출

등과 관련한 CSR의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사실 CSR 활동이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고

객들을 통한 직접적 효과도 크지 않다고 봐요.” (F-1)

3) 영리추구 활동과 CSR 활동 간의 추구가치충돌에

서 오는 혼란

소비지향적인 패션제품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수재와 달리 패션제품 구매 시에

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제품을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무진들도 패션기업이 윤리적 소비의 주요 하

위 차원인 절제와 간소(Huh & Kim, 2012)라는 가치에

반하는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패션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가 윤리적 소비의 가치와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나, 패션

제품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와 CSR 수행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CSR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자가당착적 혼란을 겪고 있었

다(D-1, E-1). 전략적 CSR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실무진들이 전략적 CSR 및 CSV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하지

만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

는 CSR 활동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충

분치 않아 전략적 CSR 수행을 위한 근본적 전략 수립

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었다.

“영리기업에서는 진정한 CSR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려면 패션기업에서 모피 안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CSV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CSV는 CSR에 너무 영리적

개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도 영리

기업이다 보니 그 개념을 버릴 수는 없어요. CSV를 하긴 해야 하

는데 방법이 너무 모호해요.” (D-1)

“패션은 착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패션의 경

우 CSR은 소비자들이 사려고 갔는데 착하면 소비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을텐데...

비주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입는 건데, 윤리적인 것이 1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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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패션에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기준

이 다른 제품들보다 확 떨어질 것 같아요.” (E-1)

5.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CSR 수행에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D, B 등의 대기업은 외부압력과

기업 이미지 제고가 CSR 수행의 주요한 동기인 반면,

F, G기업과 같은 중견 ·중소기업은 자발적 동기나 오너

의 의지가 CSR 수행의 근본적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대중

들의 부정적 정서와 그에 따른 대기업의 CSR 수행에 대

한 강한 요구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대기업이 CSR 수

행에 대한 압력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

다(B-1, G-1). 또한, 중견 ·중소기업 중, 지속가능보고

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기업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의 CSR 커뮤니

케이션이 덜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는, 중견 ·중

소기업의 경우 CSR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부

서에서 CSR 업무를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중견 ·중소기업이 CSR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기업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

의 CSR 수행이 활발하지 않다는 Choi and Sung(2013)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기

업들이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3배입니다.” (B-1)

“대기업은 어두운 면이 자꾸 부각되다보니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기대가 높을 거에요... 우리는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시작한

거에요.” (G-1)

대기업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의 CSR이 덜 체계적

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으나 CSR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

성은 중견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CSR 활동을 CSR 부서에

서만 담당하거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경우, 부서별로 신

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중견 ·중

소기업은 제품 개발과 판매 등 기본 업무를 진행하는 직

원들이 환경 정화 활동, 바자회 등의 CSR 활동에도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CSR이 조직 문화에 잘

융합되어 차별화된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그에 대한 직

원들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패션기업 실무진들과의 인터뷰를 통

해 전략적 CSR 수행 현황 및 CSR 수행에 있어 소비자

의 CSR 기대 반영 양상을 알아보았다. 심층면접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먼

저, 차별화한 CSR 활동, 자사의 고유 특성을 살린 CSR

활동 등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CSR을 수행하고자 하

는 실무진들의 높은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들

의 압력,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동기, 사회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 등의 다양한 CSR 수

행 동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비자 역시 주요한

CSR 수행 동기였다. 전략적 CSR 차원에서 고유 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업 이미지에 적합한 CSR 활동, 매출로 연

계시킬 수 있는 공익연계마케팅 등, 다양한 CSR 활동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반응이 좋아 만족도가 높았

다. 하지만 CSR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를 반영한 CSR

활동의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CSR 커뮤

니케이션 역시 체계적이지 않았다. 소비자의 CSR 기대

를 반영한 CSR 계획이나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 평가

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윤리적 욕구

를 파악하여 제품 개발이나 생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CSV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낮았다. 전략적 CS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겪는 어려움은 윤리적

소비의식과 윤리적 소비 간의 차이, CSR 효과 측정 상

의 어려움, 영리추구 활동과 CSR 활동 간의 추구가치

충돌에서 오는 혼란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중

견 ·중소기업의 CSR 수행은 자발적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하며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CSR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는 더 잘 형성되어 있었다.

전략적 CSR의 논리는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윤

역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CSR의 수행이 소비자

에게 가치를 인정받아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자

가 CSR 수행을 위한 협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

만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진들이 CSR을 전략적으로 수

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있으나 소비자를 CSR 수행

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무

진들은 윤리적 소비의식의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윤리적 소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여, 소

비자의 CSR 기대를 파악하여 CSR 수행에 반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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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가 낮았다. 따라서 CSR 수행의 구체적 절차들

에 소비자의 CSR 기대가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

았으며, 소비자가 CSR 수행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즉, CSR 수행 업무를 진행

함에 있어서 실무진들은 소비자를 전략적 CSR 수행을

위한 협력자가 아니라 CSR 활동을 통해 혜택을 베풀어

기업의 수익을 일방적으로 환원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

하고 있었으며, CSR의 수행이 소비자로부터 시장 기제

에 의해 보상받는 전략적 CSR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전략적 CSR 수행

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무진들은 CSR 계

획에 소비자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

는 사회적 문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CSR 활동을 계획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이 실시 중인 공익연계마케팅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지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가치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CSR 활동을 계

획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나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소비자 욕구나 소비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CSR 관련 이슈를 알아보기 위

한 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일반 소비자

들이 아닌, 충성 고객을 비롯한 기업의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사회적 가치와 시장성을 겸비한 제

품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SR 수행에 있

어 취약한 과정으로 드러났던 CSR 평가와 커뮤니케이

션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CSR 수행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

는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한 CSR 활동을 평

가하고 수정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인 CSR 활동일

지라도 수혜 대상이 느끼는 혜택은 그에 못 미칠 수 있

으므로, 수혜 대상의 피드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한 CSR 활동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수집하여 CSR

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조율하고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기업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SR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CSR

수행에 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 객관

적인 언론기관이나 신뢰도 있는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무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없는 한국 패션기업의 CSR 수행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고려 양상을 상세히 밝혔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그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고려하여 성공

적으로 전략적 CSR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

공하였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실무진들과의 인터

뷰를 통하여 CSR 수행 현황에 대한 현실적 자료를 수

집하였으나, 표본 모집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비하여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적고 CEO 및

사장급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

다. CEO나 사장 등 최고 경영자의 의견은 중간 관리자

및 실무진들과 다를 수 있으며, CSR 수행에 대한 또 다

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략적 CSR 수행에 대한 패션기업들의 의지는 높으나,

전략적 CSR, CSV를 실현함에 있어서 상당한 개념적 혼

란과 방법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

션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사례를 상세히 밝힌 사례연구

가 필요하다. 특히 성공적으로 소비자와 윤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례를 분석하여 CSR 커뮤니케

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전략적 CSR 수행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이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전략적 CSR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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