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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ch of the conceptual work in the fiel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riginated 
from studies that were conducted in general corporations; however, many issues were peculiar to 
the area of fashion br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ashion brands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scientifically 
based marketing strateg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at disclosed 59 items regarding CSR and 
result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 developed 23 items per-
taining to fashion br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measurement items were organized into five di-
mensions: economic, legal, ethical, environment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We found the 
23-item scale to have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We also found that fashion brand social re-
sponsibility positively influenced brand loyalty, including repurchase intention, continuance in-
tention, and word of mouth. Thus, strategic planning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regards to fash-
ion brands is essential in order to secure loyal customer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brands 
compete in the fashion mark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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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윤창출이었다면 현

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을 넘

어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소셜 미디어의 발달

로 기업정보에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기업들은 착

한기업, 기업시민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 부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역에서 그 활동이 통합적

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최근 존경받는 기업 선정기준으로 사용

되어 매출, 호감도, 브랜드 가치, 명성 등 유·무형자

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업의 사회책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프레임 워크(frame work)를 개발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으로 혼용되었던 기업의 사회

적 책임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1)

국내 외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

자들은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고,

만일 서로 다른 두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 가

격 등이 서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회적 책임활동을 더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2) 이

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을 평가하는 척

도로 이용되고 또한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광고, 마케팅,

홍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활

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을 분석,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은 긍정

적인 기업 이미지와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도록 하

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4) 최근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은 현금이나 현물기부 또는 봉사활동 이

외에도 그 기업이 지닌 전문성을 기부하면서 기업

전략에 비즈니스를 연계하거나 나아가 사회문제 해

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부형태의 다양화, 사회

공헌활동과 기업 비즈니스의 전략적 연계 강화, 사회

적 목적 실현을 위한 투자활동 부각, 일자리 문제 해

결 등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의미한다.5)

한편, 패션업계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의

정착으로 해외 유명인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패션 소비자들도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기 럭셔리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환경경영 선언, ’구찌'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 그리고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패스

트 패션의 대표적 브랜드 ‘H&M’의 ‘사회적 책임활

동 리포트’와 ‘Fashion Earth Project’ 등이 주목을 받

으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좋은 기

업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정착된 것에 고무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중심으로 더 빠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 패션산업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다양한 차원의 연구들

에 비해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실증

적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책

임활동과는 달리 패션업체는 브랜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활동영역이 제

한적일 수 있고, 패션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일반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하

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측정척도는 기업 차원에서 개발

하였기 때문에 패션브랜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으며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할 수 있

는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윤영, 이진화6)는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이 연구되지 않은 점

에 동감하며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하여 다섯 가지

차원의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제안하였지만

각 차원의 구체적인 측정 척도를 제시하지 않아 실

증적으로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연구하기

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브랜

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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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패션학계 및 패션업계

전문가들의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문항을 도출하여 새로운

측정 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척도는 패션브랜드가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마케팅적 전략을 수

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패션브랜드

가 특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노출시킴

으로써 소비자의 장기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개념과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

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

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

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

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

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

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문적 개념은 Bowen8)

이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행동방침들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그러한 정

책을 추진하는 의무” 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고, 이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되어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9)

Carroll10)의 사회적 책임 네 단계 피라미드 모형은

이론적 틀이 되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어

왔지만, 사회적 책임 영역들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중첩되는 사회적

영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후 Carroll11)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

업에 거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기대

를 모두 포함한 구성적 개념(construct concept)으로

체계화 하였다. 이때 주장한 개념을 각 차원별로 살

펴보면,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기본 경제적

단위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책임을 의미하며,

법적 책임은 기업이 법의 체계 내에서 주어진 의무

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

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하는 행동과 활동이며, 자

선적 책임은 기업의 개별적 판단이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책임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

동 등을 말한다.

Wood12)는 Carroll이 주장한 기업의 네 가지 책임

요소에 대해 동의하지만, 기업의 사회제도적 기능이

단순히 경제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을 경제적

기능과 동시에 사회 통합, 사회유형유지, 그리고 목

표지향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조직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기업의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윤

리적 책임에 대한 이행 없이 경제적 책임만을 최우

선시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기업이 사회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야

하나, 이윤의 창출은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해룡 외13)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을 한

국의 소비자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 개념

을 종합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역·문화사업활동, 소비

자 보호, 환경보호, 경제적 책임의 다섯 가지 차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종철 외1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차원을 기존 연구와 다르게 제시하였는데,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인식이 문화적 특성

혹은 경제 개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측정척도를 제안하였다.

2.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대한 연구는 1990

년대 이후 친환경 제품 및 디자인, 패션 복제품, 그

리고 노동착취공장(sweatshop)등 패션산업 내의 윤

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으로써 그에 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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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 진행되었으며15), 나아가 종합적인 패션브랜

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16)

Mason, Mayer17)는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하여 소비자 만족과 관련된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구성요소가 사회와의 관계에

서 강한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지므로 소매업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려 깊고 감성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Dickson, Littrell18)은 패

션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패션산업의 제조업

자, 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 행동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Berman, Evans19)

는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매업자가 사회나 그

들 스스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 발

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도전은 공정한 이익과 기업시

민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Carroll20)이 언급한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경제적 중

요성과 윤리적 기업 활동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비

즈니스의 유지와 성장에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저개

발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으나, 이후 인권, 환경, 그리고 소비자 안전

등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요인을 포함시킨 사회

적 책임활동을 강조하였다.21) 최윤정, 이유리22)는 패

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중 가장 중요시 되고 있

는 활동으로 재활용, 친환경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높아진 환경의식으로 인해 환경 친

화적인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환경

보호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활동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윤영, 이진화23)는 패션브랜드

의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으로 기부성 판매 및 모금

활동, 장학·문화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활동, 재활용·

친환경 활동, 그리고 윤리적 책임활동의 5가지 유형

으로 제안하였으며,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은 패션브랜드의 윤리적 책임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패션 제품의 감성

적인 특성과 디자인에 대한 도용이나 노동착취 등의

윤리적 문제와 의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오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책임활동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Dickson, Eckman24)은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패션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주변상황에

의한 패션제품을 만들고, 마케팅과 소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책임과 둘째,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전략에 의한 이익과 윤리/도덕

사이의 균형을 잡는 ‘비즈니스 철학’의 책임이 있어

야하며 셋째,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성과’의 책임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에 기업의 이윤창출과 이해관계자들의 혜택까지

포함시킨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해당 브

랜드와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

를 들어 이승희, 김보영25)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환경보호, 사회공헌, 소비자경제책임, 지역문

화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친숙도, 호감만족도, 기업신뢰도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

정임, 신수연26)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유

형에 대해 의류제품 기부가 가장 적합하고 자원봉사,

학술·문화 활동지원 순으로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은 소비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활동은 패

션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

고 아울러 구매의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브

랜드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척도가 부재

하여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척도를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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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그룹 직업 성별 나이

패션 전공 대학원생

여 27

여 32

여 32

패션 업계

실무자

해외 명품 브랜드 홍보 부서 여 27

패션 스타일리스트 및 대학 강사 여 39

패션 스타일리스트 남 28

패션 홍보대행사 대표 여 35

패션 잡지 편집장 여 38

패션 에디터 여 28

패션 포토그래퍼 남 35

남성복 디자이너 여 35

여성복 디자이너 여 39

<표 1>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달리 패션산업이 브랜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활동

을 전개하여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전략에 의거하여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항목 제안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는 가운데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가 수행해야 할 사

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하위차원과 측정척도를 개발

하고자 Churchll27)의 척도개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

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

한 측정척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척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Carroll28)이 제시한 네 가지 책임활동 즉, 경제적, 법

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활동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

에 알맞게 개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항목

들29)과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들30)을 참고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8개 차

원에 대한 59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2. 측정항목의 정제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항들의 1차 척도정제

를 위해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대상자는 모두

패션을 전공한 사람으로 의상학 전공 대학원 전문가

집단 3명, 패션업계 실무자 집단 9명의 총 12명을 대

상으로 2010년 10월에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FGI 조사는 연구자들에

의해 최초 추출된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

정항목 중 패션 산업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문항과,

제시된 차원이 패션브랜드를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대

부분이 동의한 패션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

른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항목과 차원에 대하여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이 확인된 5개 차원의 35개

측정항목을 이끌어 냈다<표 2>.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척도 개발을 위

한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1차 정제

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패션브랜

드의 지각된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가 선호하거나

구매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그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평가하게 하였

다. 패션브랜드 충성도는 재구매의도와 지속사용의도,

구전의도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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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항목

법적

책임

1. 패션브랜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

2. 패션브랜드는 정확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3. 패션브랜드는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패션브랜드는 공정거래를 잘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5. 패션브랜드는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패션브랜드는 법적 기준에 의해 경영해야 한다.

7. 패션브랜드는 윤리적 기업이어야 한다.

8. 패션브랜드는 디자인을 불법 도용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회

봉사적

책임

1. 패션브랜드는 판매액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2. 패션브랜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3. 패션브랜드는 수익 상품 판매 이외의 기부와 후원을 위한 판매도 해야 한다.

4. 패션브랜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 사업을 해야 한다.

5. 패션브랜드는 자사의 이익창출을 넘어 착한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6. 패션브랜드는 공익사업(문화, 예술, 교육 등)을 지원해야한다.

7. 패션브랜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8. 패션브랜드는 사회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환경적

책임

1. 패션브랜드는 친환경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2. 패션브랜드는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패션브랜드는 자원 재활용을 잘 하여야 한다.

4. 패션브랜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패션브랜드는 유기농 원료로 만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적

책임

1. 패션브랜드는 고객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2. 패션브랜드는 과대(또는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패션브랜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패션브랜드는 고객 불평 요청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5. 패션브랜드는 리콜을 잘 실시해야 한다.

6. 패션브랜드는 고객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패션브랜드는 재디자인(리폼)을 해주어야 한다.

8. 패션브랜드는 보상판매를 해야 한다.

경제적

책임

1. 패션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2. 패션브랜드는 국가경제에 공헌을 해야 한다.

3. 패션브랜드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패션브랜드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5. 패션브랜드는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6. 패션브랜드는 고용창출에 힘써야 한다.

<표 2> 1차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척도정제 풀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과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10대~5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94부의 설문지가 배포·

수거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과 부적절한 응답

을 제외한 17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에서 응답자를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한 이유는 패션

제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구매에 대한 접

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이와

같은 응답자 범위를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남성이 75명(43.4%), 여성이 98명(56.6%)이며 연령대

비율은 10대가 37명(21.4%), 20대가 33명(19.1%), 30

대가 36명(20.8%), 40대가 42명(24.2%), 50대가 25명

(14.5%)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패키

지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

자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을,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Varimax)를 이용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Amos 18.0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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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 목
요인

적재량
공통량 고유치

설명량

(%)

누적

변량

(%)

신뢰도

(cron-

bach's α)

1

사회

봉사적

책임

1.패션브랜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

에 동참해야 한다
.919 .707

3.333 14.49 14.49 .894

2.패션브랜드는 판매액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817 .885

3.패션브랜드는 수익 상품 판매 이외의 기부와 후원을

위한 판매도 해야 한다
.755 .633

4.패션브랜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 사업

을 해야 한다
.721 .615

5.패션브랜드는 자사의 이익창출을 넘어 착한 기업시민

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551 .421

2

소비자

보호적

책임

1.패션브랜드는 고객 불평 요청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769 .511

3.312 14.40 28.89 .870

2.패션브랜드는 과대(또는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688 .643

3.패션브랜드는 고객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657 .485

4.패션브랜드는 리콜을 잘 실시해야 한다 .614 .707

5.패션브랜드는 고객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

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91 .494

6.패션브랜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88 .464

3

법적

책임

1.패션브랜드는 공정거래를 잘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법

을 잘 지켜야 한다
.822 .453

2.911 12.66 41.55 .866
2.패션브랜드는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736 .591

3.패션브랜드는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 .697 .530

4.패션브랜드는 정확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616 .787

5.패션브랜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 .613 .593

4

환경적

책임

1.패션브랜드는 친환경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813 .759

2.694 11.71 53.26 .885

2.패션브랜드는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02 .733

3.패션브랜드는 자원 재활용을 잘 해야 한다 .740 .645

4.패션브랜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04 .546

5

경제적

책임

1.패션브랜드는 국가경제에 공헌을 해야 한다 .828 .531

1.909 8.30 61.56 .8252.패션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699 .785

3.패션브랜드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89 .642

<표 3>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Ⅳ. 연구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문헌조사와 FGI를 통해 도출된 총 35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com-

munality)값을 기준으로 .4이하인 항목과 각 요인의

항목 중 회전된 성분행렬 값이 .5이하인 항목을 제거

하면서 반복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쳐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유

치(eigenvalue) 1.0 이상인 5개 요인과 23개 항목이 채

택되었고 전체변량은 61.56%이다. 본 모형의 5개요

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두 .8 이

상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인 1은 사회봉사적 책임활동으로 모두 5문항에

설명량은 14.49%이며, 요인 2는 소비자보호적 책임

활동으로 모두 6문항에 설명량은 14.40%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법적 책임활동으로 모두 5문항에 설명량은

12.66%이며, 요인 4는 환경적 책임활동으로 모두 4

문항에 설명량은 11.71%, 마지막으로 요인 5는 경제

적 책임활동으로 모두 3문항에 설명량은 8.30%이다.

이와 같이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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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p CMIN/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219.136 .253 1.064 .036 .902 .869 .910 .994 .019

<표 4>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의 모델 적합도

요인 측정 항목
표준화

요인부하량
AVE Estimate C.R

사회

봉사적 책임

AB2 .874

.880

1.000

.910

AB3 .819 .918***

AB5 .814 .966***

AB8 .646 .703***

AB1 .784 .951***

소비자

보호적 책임

AD4 .789

.851

1.000

.924

AD1 .694 .866***

AD5 .672 .805***

AD8 .689 .874***

AD3 .730 .912***

AD2 .798 1.058***

법적 책임

AA7 .865

.860

1.000

.905

AA6 .707 .881***

AA3 .682 .778***

AA8 .759 .912***

AA4 .751 .813***

환경적 책임

AC2 .765

.863

1.000

.906
AC3 .845 1.128***

AC4 .773 1.025***

AC1 .802 1.137***

경제적 책임

AE3 .873

.866

1.000

.797AE4 .807 .842***

AE2 .676 .841***

<표 5>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의 수렴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분석 결과는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활동의 4가지 차원으로 구별

되는 것과는 달리, 환경적 요인이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환경에 대한 책임이 패션브랜드에는 중요

한 사회적 책임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정윤영, 이진화31)가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을 재활용, 친환경 활동을 포함시켜 제시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개발된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모형의 구성요인들과 각각의 측정변수들을 대상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척도는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델 적

합지수인 χ2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χ2=219.136,

p=.253) 기존의 공분산과 추정된 공분산 간의 차이

가 없어 본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CMIN/DF 수치가 1.064로 나타나

표준 지표인 3보다 작으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32) <표 4>에 제시된 적합도 지수는 0에서 1사이

값을 나타낸다. 기초적합도(GFI), 표준적합도(NFI),

비교적합도(CFI)는 일반적으로 .9 이상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정적합도(AGFI)는 GFI보다 일반적

으로 낮은 수치가 산출되는데 대략 .58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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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잔차평균자

승이중근(RMR)은 구조방정식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원래데이터부분에 대한 지수이며, 근사오차평균자승

이중근(RMSEA)은 모델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할 때 기대되는 적합도로 이들 지수는 .05이하 일

때 모델채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33) 이러한 기

준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모델은 RMR=.036, GFI

=.902, AGFI=.869, NFI=.910, CFI=.994, RMSEA

=.01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합도 검증 기준에 부

합되어 본 연구의 모델이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의 하위개념들이 서로 상관관

계에 있으며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개념

을 어느 정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은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각 문항들이 유의미한 요인부하량을

가지는가를 평가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항목들

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그 항목들

간에는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

인부하량이 비록 낮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각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최소한 .5 이상은 되

어야 하며 .7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34)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

임활동 측정 항목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최소값이 .646이며 최고값은 .874로 나타났

고,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p＜.001 수준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모델이 수렴타당도를 확

보했다고 볼 수 있다.

수렴타당도의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

추출값(AVE)과 잠재요인 신뢰도(C.R)가 추가적으로

검증되었는데, AVE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을 의미하며 .5보다 크면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35) 본 모델의 AVE는 값은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항목이 AVE의 측면에

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요인 신뢰도(C.R) 값은 .7보다 크면 일반적으

로 신뢰도를 가지며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받

아들여진다. 본 연구의 잠재요인 신뢰도는 .797~.924

에 분포되어 있어 모든 잠재요인이 신뢰도와 수렴타

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판별타당도 검증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첫째, 잠재요인간 상관을 1로 고정시

킨 모형과 원래모형 비교하여 원래모형이 더 우수하

면 두 잠재요인 간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과 둘째, 두 요인의 상관관계 제곱 값이 AVE보

다 작아야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

다.36) 본 연구에서는 후자 쪽을 선택하여 판별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표 6>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의 상관관계가 .06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소비자보호 책임과 법적 책임의 상관

관계가 .34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기준

치인 .9에 못 미치며, 또한 AVE보다 더 적게 나타나

각 요인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하

여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

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사회봉사적 책임 요인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3.488, p<.01). 사후분석 결과

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봉사적 책임활동

과 환경적 책임활동은 20대보다 40~50대가 더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책

임활동은 50대보다 30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50대를 타겟으로 전개하는

패션브랜드는 사회봉사적 책임활동과 환경적 책임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30대를 타겟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는

법적 책임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법적 책임활동에서만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t=2.251, p<.05), 이는 남성

이 여성에 비하여 법적 책임활동을 더 중요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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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AVE r r
2

결과

사회봉사 ↔ 소비자보호
사회봉사=.880

.407 .166 확보
소비자보호=.851

사회봉사 ↔ 법적
사회봉사=.880

.336 .113 확보
법적=.860

사회봉사 ↔ 환경적
사회봉사=.880

.418 .175 확보
환경적=.863

사회봉사 ↔ 경제적
사회봉사=.880

.492 .242 확보
경제적=.866

소비자보호 ↔ 법적
소비자보호=.851

.585 .342 확보
법적=.860

소비자보호 ↔ 환경적
소비자보호=.851

.572 .327 확보
환경적=.863

소비자보호 ↔ 경제적
소비자보호=.851

.429 .184 확보
경제적=.866

법적 ↔ 환경적
법적=.860

.389 .151 확보
환경적=.863

법적 ↔ 경제적
법적=.860

.262 .069 확보
경제적=.866

환경적 ↔ 경제적
환경적=.863

.441 .194 확보
경제적=.866

<표 6>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의 판별타당성 검증

연령

요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F

사회봉사적

책임

3.59
ab

(.583)

3.43
a

(.799)

3.63
abc

(.782)

4.01
c

(.680)

3.92
bc

(.670)
3.488**

소비자

보호적 책임

4.39a

(.593)

4.26a

(.551)

4.43a

(.490)

4.32a

(.556)

4.13a

(.762)
1.177

법적 책임
4.22

ab

(.573)

4.08
ab

(.676)

4.36
b

(.541)

4.20
ab

(.663)

3.98
a

(.833)
1.436

환경적 책임
3.78ab

(.591)

3.61a

(.716)

3.81ab

(.662)

4.00b

(.595)

4.00b

(.661)
2.136

경제적 책임
3.82

a

(.710)

3.64
a

(.792)

3.89
a

(.710)

3.90
a

(.684)

3.94
a

(.848)
.854

** p<.01

abc는 Duncan 사후분석 결과

<표 7>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

M(SD)

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M=4.31 vs.

4.09).

5. 준거 타당도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도구가 어떤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여 본 도구의 실

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충

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표 8>과 같이 패션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책임활동은 브랜드 충성도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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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
2

브랜드 충성도

패션

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사회봉사적 책임 .141 .114 .139 1.237

6.062*** .154

소비자 보호적 책임 .326 .107 .283 3.054**

법적 책임 .092 .115 .080 .800

환경적 책임 -.180 .103 -.181 -1.741

경제적 책임 .094 .106 .084 .881

** p<.01, *** p<.001

<표 8> 지각된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6.062, p<.001), 그에 대한 설명력은 15.4%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적 책임의 표준화 계수 β

=.283(t=3.054, p<.01)으로 나타나 브랜드 충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적 책임(β=-.181, t=-1.741), 사회봉사적 책임

(β=.139, t=1.237), 경제적 책임(β=.084, t=.881),

그리고 법적 책임(β=.080, t=.800) 순으로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

경적 책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경험이 있는 패션브랜

드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한

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패션브랜드는 고객의

불평에 신속히 응대하고 고객의 안전과 신뢰형성에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 보호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거나 환경보호에 앞장서

는 등 환경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마케팅적 중요성

은 활발히 논의되어왔으나, 국내 패션업계에서는 아

직까지 두드러진 활동과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

에서는 명품 브랜드나 유명 디자이너들이 사회적 책

임활동에 앞장서서 수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

내 패션브랜드들은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아이

덴티티나 브랜드의 가치를 접목시킨 브랜드 운영업

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착한 소비’

로 대두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미 몇몇 소규모 개인

디자이너들은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 책임활동을 염

두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가

게’와 같은 비영리 기구의 활동이 소비활동의 일부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

가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활동과 일반 기업들

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활동과는 다를 것이라는 판

단 하에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 것과는 달리 패션브

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봉사적, 소비자보호

적, 법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의 다섯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었다. 즉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 유

형에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는 달리 환

경적 요인이 별도로 분리되어 새로운 유형으로 추

가되었으며, 이는 패션브랜드가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패션브랜드는 보다 사람의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또한 제

품을 만들 때 화학 염료 방출에 의한 수질오염이나

빠른 처분에 의한 쓰레기 증가로 환경오염을 발생

시키는 제품생산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하여 연령간의 차이

는 사회봉사적 책임활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에서는 환경적 책임

활동과 법적 책임활동에서도 연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패션브랜드가 전개하

고자하는 타겟이 40~50대라면 사회봉사적 책임활

동과 환경적 책임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

며, 30대라면 법적 책임활동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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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성

별간의 차이는 법적 책임활동만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남성을 타겟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는 법적

책임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브

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소비자의 지각된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

임활동은 그 브랜드에 대한 재구매의도, 지속사용의

도, 그리고 구전의도에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패션 시장에서 보다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계획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유

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지금까지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

한 연구는 기업차원에서 개발된 측정척도를 사용함

으로써 패션브랜드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현 시대의

요구인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접

근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패션브랜

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임을 증명하였으므로 패션브랜드의 충

성도 연구에 더 많은 개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향후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 개인특성이나 감정적 반응 등 다양한

조절변수에 의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세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패션브랜드는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제품이나 긍정

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하는데, 패션브랜드 사

회적 책임활동 유형과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에 대

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마케팅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척도를 활용하

여 자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필요와 욕

구를 파악하면 브랜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사회와 인류

에 공헌을 한다고 판단되면 소비에 대한 자긍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충성고객 확보에 보

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적 책임활동

이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이므로 고객 지향적 비

즈니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자사 브랜드의 비

젼과 컨셉에 맞게 재구성하여 꾸준히 전개한다면 향

후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다면 그 브랜드는 친

환경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각인되어 구

매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브랜드 확

장이나 아웃소싱 등 브랜드 차원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도 환경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하면 마케

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FGI에서 더욱 다양한 패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패션

전문지의 에디터들과 디자이너, 대학원생들로 이루어

져 실질적으로 학문적 견해를 제시해줄 전공학자의

면접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학계와 실

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 척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을 지역별

연령대별로 골고루 분포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적 공

간적 불충분의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표

본의 대표성에도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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