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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mong textiles and apparel manufacturers and retailers 

in Korea, based on the Triple Bottom Line (TBL). We also investigat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CSR practices on the websites of 

companies.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website disclosures of 61 listed companies categorized in the textiles, 

apparel, shoes, and luxury industry. Analysis was focused on the 

presence, accessibility, and the level of CSR website disclosure. Seven 

themes emerged by applying the constant comparison analysis. Using 

Scott’s formula for pi, a high level of inter-coder reliability was achieved, 

ranging from 0.91 to 0.97. Regarding the three dimensions of CSR 

suggested in TBL, economic dimension was relatively more emphasized in 

the website disclosures of most companies, compared to social and 

environment dimensions. Website disclosures were further investigated, 

based on the product categories of each compan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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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하나의 기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연결되어있다 상품과 .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라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기업이나 내부의 계열사, 

다양한 정부기관 지역사회 구성원 노동자 등 그 수는 , , , 

헤아릴 수 가 없다 또한 이 관계망에는 비인격적인 이해. 

관계자 예를 들면 자연과 동물도 포함되어 있다 외연을 , , . 

더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사회. 

의 구성원 역시 하나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영향, 

력 그 내적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Warhurst, 2005).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관(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한 논의가 발전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  ‘

면 투자로 볼 것인가 혹은 투자효용이 과연 실재하는?’, ‘

가 와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

있다 하지만 기업 역시 사회의 (Falck & Heblich, 2007). , 

구성원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인식, 

이 이미 우리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었다(Carroll, 1979; 

뿐만 아니라 자유재량의 영역에 머Shin & Thai, 2015). , 

물러있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의 의무로 편입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년 제정된 지속가능 발전법을 비롯하여, 2007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 , 

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 

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Kim, 2014).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법제화는 더 구체적이다 기업의 비. 

윤리적인 행위 특히 노동자의 처우에 있어 비윤리적인 행, 

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제화, 

한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California 

과 영국의 현대노예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이다 기업(Modern Slavery Act) . 

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얻은 노동력

을 이용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정보로부터 건전

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공급자가 경주하고 있

는 노력의 수준까지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 

의 강제력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Ma, Lee, &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Goerlitz, 2015).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의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국내 패션 시장은 년 조 억원에서 년   2006 28 5,609 2015

조 억으로 큰 폭 성장하였는데63 7,840 (Kostat, 2016; Lee, 

이 과정에서 노동 및 원 부자재의 해외 아웃소싱2014), 

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패션제품 생산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산업이고 재봉 등의 핵심공정은 완벽한 기계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노동비용의 절감은 패션기업의 경쟁

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hlstr m, Ä ö
이런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기준에 못 미치는 저2010). 

임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환경 아동노동 강압적 노, , , 

동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실제 국제 반노예. , 

기구를 통해 목화채취에 동원(Anti-slavery international) 

된 우즈베키스탄 소년 소녀의 노동 실상이 고발되었고, 

년 기준 시간당 원 미만의 (Skrivankova, 2015), 2010 , 230

임금을 받던 방글라데시아 봉제노동자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국제기구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도 했다(Institute for Global Labour and Human Rights, 

비단 노동에 관련해서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2010). 

아니다 패션제품의 공급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정. 

은 환경 혹은 사회와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 

공급체계 내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는 다양한 측면에서 효용을 갖는다 전 세계 약 . 

조원에 이르는 패션산업의 종사자수는 천 백만여 3,400 5 7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의 (Fashion United, 2016),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일,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보는 . 

소비자가 윤리적인 구매결정을 내리기위한 필요조건이 되

기도 한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형. 

성과 평가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중요한 기

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Ha & Lee, 2016; Han, Lee, 

현재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매체와 & Lee, 2014). , , , NGO 

단체가 패션산업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비윤리적인 생산과정을 고발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개별, 

업체 혹은 브랜드와의 연관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소

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Lee(2014)

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의류매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의류매출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시에 접. 

하게 되는 패션기업 혹은 브랜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

보가 중요한 이유이다(Capriotti & Moreno, 2007).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 하  

에서 전개되어 왔다 사회적 책임의 수행여부가 소비자로. 

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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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 Ryou, 2011, 2013; Lee & Lee, 2014; Choi & 

를 비롯하여 패션브랜드의 사Yoon, 2010; Choi, 2012) , 

회적 책임활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Kang & 

등이 있었고 소비자가 패션기업에 기대하는 Kim, 2012) , 

사회적 책임활동을 규명한 연구 역시 수행되었다(Ahn, 

하지만 국내 패션 생산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소비2013). , /

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한 정보에 집중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 

목적은 첫째 국내 패션 생산 제조 및 유통업체가 기업의 , /

사회적 책임을 경영이념이나 철학에 명시하고 있는 수준

을 모델 을 적용하여 분석하고TBL (Triple Bottom Line) , 

둘째 국내 패션 생산 제조 및 유통업체가 그들의 사회적 , /

책임경영 현황을 웹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

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환경에서 국, 

내 패션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기업의�사회적�책임�1.�

한 사회 내에서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위와 강제성 여부가 규정되

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가 달, 

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Branco & Rodrigues, 2007).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유일하며 불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자유주의 관점에. (Neoclassical economics) 

서의 기업은 순수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최우, 

선의 목표는 주주 의 이윤확대이다 이러한 (Shareholder) . 

관점에서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윤추구 방법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시 말해 비윤리적인 . 

방법일 지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기업의 이

윤추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Carr, 1968). 

들어 거래 관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허풍이나 과장,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와 누군가에게 (Business bluffing),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즉 의도된 침묵 을 , ‘ ’

사용하는 것도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목적에 부합

한다면 용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문제의 개선이나 자. , 

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비용은 주주의 이윤을 상계하므로 

기업의 존재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지, 

출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와 같은 (Freeman, 1998). 

지출의 당위성은 전략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 , 

정부 등 비즈니스상 연관되어 있는 관계자들의 관심사를 

외면하여 그들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장기

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추구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역시 장기(Sternberg, 1997). 

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통해 추구하는 목. 

표는 주주의 이윤확대이고 그 수행여부는 자유재량의 판

단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주주이론이다(Shareholder 

theory; Friedman, 1970). 

반면 이해관계자 이론 은 기업의 모  (Stakeholder theory)

든 결정에는 주주이외에도 고려해야할 존재가 있다는 관

점이고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 단체 혹은 개인 등 기업. , 

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혹은 그 권

리를 존중받거나 침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자이다 따라서 기업의 최우선 (Freeman, 1998). 

목적은 주주의 이윤확대 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이 다른 이해관

계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차별적 지위도 부정된다

(Werhane & Freeman, 1999; Freeman, Wicks, & 

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Parmar, 2004). Clarkson(1995) 

주요 이해관계자와 부수적 이해관계자의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란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존립할 수 없는 이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주주 투자자 직원 소비자 정부 등, , , , , 

이 포함된다 이 밖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거나 기. 

업의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존재를 부수적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능력이 결여(Clarkson, 1995). 

되어 있는 혹은 말없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자연, ‘ ’ 

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세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Warhurst, 2005; Jacobs, 1997). 

회적 책임의 수행은 주주의 이윤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기

업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 경. Lantos(2001)

우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정의구현 등을 통해 적극적으, , 

로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며 이를 , 

위해 모든 기업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갖는 주요 이해관  

계자와 부수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구체적

으로 구분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은 이를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Carroll(19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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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은 경. Schwartz and Carroll(2003)

제적 법적 윤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는 , , , Lantos(2002)

윤리적 책임 이타적 책임 전략적 책임으로 나누기도 하, , 

였다 그 중 이 제시한 . Elkington(1999) Triple Bottom 

모델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Line(TBL )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전통적으로 은 . bottom line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유일무이한 기업의 평가지, 

표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업은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 

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추가적인 기업평가 지표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재무 혹은 경제상태 와 더불어 사회(Economic)

와 환경 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Social) (Environment) TBL 

이 제안되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간결하게 사람. (People), 

지구 이익 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기업은 (Planet), (Profit) ,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그것이 기업의 유일무이한 존재   , 

목적이었으므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과 환

경적 책임은 최근까지도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 

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

용되거나 어느 기업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들어 (Gimenez, Sierra, & Rodon,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면

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논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품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감축

유해물질 사용의 감축(carbon footprint management), , 

폐기물의 감축 환경사고의 예방 등이고 사회적 책임에 관, 

하여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 다양성 장려 삶의 질 보장, , , 

민주적 절차의 확립 책임있는 지배 구조의 확립 등이라는 , 

개념이 정리되고 있다(Elkington, 1999; Pullman,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Maloni, & Carter, 2009). 

라면 이상 언급된 모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패션기업의�사회적�책임과�정보공개2.� �

기업이 스스로를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가와 상관

없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명제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

하고 있다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대중과 직(Rosen, 2001). 

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호적인 평판이 매출로 이어질 수 , 

있고 또한 친환경 혹은 윤리적이라는 프리미엄을 제품에 , ,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Jose & Lee, 2007). 

선결과제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

개하는 일이다 하지만 해당정보를 담은 출판물 혹은 책자. 

를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

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Jones, Alabaster, & Walton, 1998). 

로 거의 모든 기업이 저렴하고 신속하며 또한 누구나 접, , 

근할 수 있는 정보배포창구로서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활

용하기 시작하였고 공공관계 개선에 미(public relations) 

치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관련 정보를 효과적으, 

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각 기업 웹사이트

의 영향력이 급성장하였다 그 (Esrock & Leichty, 2000). 

결과 기업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사회적 책임 수행

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Basil & 

Erlandson, 2008; Capriotti & Moreno, 2007; Gomez 

& Chalmeta, 2011; Ma et al., 2015; Ahn & Ryou, 

는 매출기준 미국의 2011). Gomez and Chalmeta(2011)

상위 개 기업 중 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50 82%

적 책임 수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었음을 웹사이트 

내용분석연구를 통해 밝혔으며, Cappriotti and 

는 스페인 주식거래 상위 개 기업의 웹사Moreno(2007) 35

이트에 게재된 사회적 책임 수행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그 

내용에 따라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사회적10 . 

인 참여 환경적인 참여 경제적인 참여에 대한 내용을 웹, ,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74.3%, 68.6%, 

였다 은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37.1% . Ma et al.(2015)

위해 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2012

의 실시 이후 그 준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개 패션, 204

기업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였고 패션 제조기업의 약 , 41%

와 패션 유통기업의 약 가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자사 49%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대 패션기업에 한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100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의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기업의 사Ahn and Ryou(2011)

회적 책임 활동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 혹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국내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활동은 형지. , 

패션의 허그 를 비롯하여 신세계 인터' (hug)' (Shin, 2014), 

내셔널의 유니세프 기부 세정의 쌀기부(Kim, 2015), (Park,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2015) , 

기업의 웹사이트상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도 적극 보도되면서 소비자에게 중복 노출되고 있다 사회. 



이민정 마윤진 이민선� 국내� 섬유패션산업의�사회적� 책임�경영에�관한� 연구· · /� � � � � � � 49

적 책임 수행의 초점이 기업의 홍보에 맞춰져 있다는 인

상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성 사회적 책임  

활동을 논의하기 보다는 실제로 기업들이 그들의 사회적 , 

책임을 경영철학이나 이념에 어느 정도 적용시키고 있으

며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수준

의 구체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패션산업은 제조와 판매 유통의 . /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Yu, Jung, & 

따라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패션기업Hwang, 2012). 

을 구분하여 사회적 책임 수행 현황을 연구하는 해외의 

경우 와는 다른 기준의 분류가 필요(e.g., Ma et al., 2015)

하다 특히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의 위험성이 높은 섬유 및 . 

의류 제조 생산 기업과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이지고 / ,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모피 및 피혁 생산 제조 /

기업을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본 연구는 국내 패션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패션기. , 

업을 주요 취급 제품에 따라 섬유 및 원사 의류 및 잡화, , 

피혁 및 모피 취급기업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패션 생산 제조 및 유통기업을 모두 연구대상, /

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내 패션관련 상장기업의 웹사이트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국내 패션관련 상장기업의 웹사이트에 사  1. 

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공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테고리와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국내 패션관련 상장기업의 웹사이트에 명  2. 

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공시 유무를 조

사한다.

연구문제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패션관련 상장  3. TBL 

기업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카테고리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국내 패션관련 상장기업의 주요 취급제품  4. 

에 따른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공시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연구대상�및�범위2.�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기준 한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2016

에 상장된 기업으로 섬유 의류 신발 호화품 업종으로 , , , , 

분류되어있는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상장기업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패션산업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의 중요성이 특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생산 및 제조업체

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며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을 연구하

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상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 

상장기업 목록 중 년 현재 패션관련분야가 기업(1) 2016

의 주요 사업이고 기업의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기업, (2) 

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개의 기업목록 중 현. 67

재는 패션관련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의 기업과 우선1

주 또는 지주회사가 분리되어 중복되는 개의 기업목록을 5

제외한 개의 패션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61 , 

기업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2) 

본 연구는 웹사이트상에 공시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경영

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현

황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구체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

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맞게 본 연구의 내용. 

분석에 해당되는 범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이념

이나 경영방침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예. 

를 들어 회사소개나 경영지침 경영철학 등의 카테고리 , , 

하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많

은 기업들이 홍보성 기사를 링크하거나 자체 제작한 홍보

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게시물은 기업의 실제 경영이념이라고 보기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된 보도

자료 및 공지사항의 내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방법3.�

국내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공시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해 각 기업의 웹사이트에 명시되어있는 해당 정

보를 양적내용분석 을 이(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에서 제시되는 세 가지 기업. TBL 

의 사회적 책임 영역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경영, , 



50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1

을 바탕으로 지속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analysis; 

을 이용하여 코딩가이드를 수립Corbin & Strauss, 2008)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된 개의 주제 고객에 대한 윤. 7 (

리 주주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 , , 

본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사회공헌경영 환경친화경, , , 

영 가 도출되었다) (Table 1).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정보공시의 유무를 분석한 후 관련   ,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비중에 따라 

높은 혹은 낮은 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 ’ ‘ ’

였다 각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명시만이 되어있는 경우. 

Table� 1.� Established� Themes

Themes Description

Customer Code of Ethics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 

customers 

e.g.,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ervices 

Stakeholder Code of Ethics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 

stakeholders

e.g., maximizing stakeholder value, fiscal transparency

Code of Ethics toward 

Employee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 

employees

e.g., employee benefits, welfare, and human rights

Employee Code of Ethics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expectations of employee's 

workplace behavior

e.g., appropriate workplace behavior, conflict of interest

Contractor Code of Ethics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 

contractors 

e.g., fair trade

Contribution to Society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to return 

some of profits to society

e.g., community service, don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busines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to reduce 

any harmful impacts of their business on the environment

e.g., environmental equipment, monitoring and education of environmental issues

Table� 2.� Inter-coder� Reliabil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61)

Themes
Percent�

Agreement
Scott's� Pi N� of� Agreements N� of� Disagreements

Customer Code of Ethics 96.7% .95 59 2

Stakeholder Code of Ethics 98.4% .97 60 1

Code of Ethics toward Employee 96.7% .95 59 2

Employee Code of Ethics 98.4% .97 60 1

Contractor Code of Ethics 98.4% .97 60 1

Contribution to Society 96.7% .94 59 2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95.1% .91 58 3

가 비중이 낮은 경우로 코딩되었으며 간단한 명시뿐만 아, 

니라 자세한 지침 및 수칙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그 비, , 

중이 높은 것으로 코딩되었다 수립된 주제와 코딩가이드. 

를 바탕으로 각 기업 웹사이트상의 사회적 책임관련 내용

에 대해 두 명의 훈련된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연구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 

경우에는 상호조정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두 , 

코더간의 신뢰도 는 각 주제별 동의수(inter-coder reliability)

준과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주제Scott's Pi (Table 2). 

에 대해 코더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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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IV.�

국내� 섬유패션기업�개요1.�

총 개의 패션 상장기업 중 의류 및 잡화를 취급하는 기61

업(n 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섬유 =40, 65.6%) , 

및 원사 취급기업(n 과 피혁 및 모피 취급기업=15, 24.6%)

(n 의 순으로 나타났다 년 연매=10, 16.4%) (Table 3). 2015

출액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천억 천억 미만이 개 기, 1 2 20∼

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억 천억 미만이 개 (32.8%) , 2 5 15∼

기업 천억 이상이 개 기업 천억 미(24.6%), 5 14 (23.0%), 1

만이 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12 (19.7%) . 

사회적�책임경영에�대한�정보공시�카테고리�및�접근성2.�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공시는 일관적인 

카테고리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Table� 3.� Characteristics� of� Textiles� and� Apparel�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 � � � � � � � � � � � � � � � ��(N=61)

Note. a: Due to companies offering more than two product categories, the total number is above 61.  

Category n %

Products offered 

Textile and Yarna

Apparel and Accessory

Leather and Fur

15

40

10

24.6%

65.6%

16.4%

Annual sales (2015)

Less than 100 billions

100 200 billions ∼

200 500 billions∼

More than 500 billions

12

20

15

14

19.7%

32.8%

24.6%

23.0%

Table� 4.� CSR�Website� Disclosure� of� Textiles� and� Apparel�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N=61)

Themes

Presence� of� CSR� website� disclosure
No Yes

Total Low High
n % n % n % n %

Customer Code of Ethics 17 27.9 44 72.1 30 49.1 14 23.0

Stakeholder Code of Ethics 35 57.4 26 42.6 15 24.6 11 18.0

Code of Ethics toward 

Employee
33 54.1 28 45.9 15 24.6 13 21.3

Employee Code of Ethics 35 57.4 26 42.6 9 14.8 17 27.9

Contractor Code of Ethics 38 62.3 23 37.7 9 14.7 14 23.0

Contribution to Society 34 55.7 27 44.3 15 24.6 12 19.7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38 62.3 23 37.7 12 19.7 11 18.0

이는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Ahn and Ryou(2011)

다 회사소개나 경영이념 및 철학 비전 및 가치 윤리경. , , , 

영 사회공헌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 책임경영 또는 이. CSR

라는 명확한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기업은 총 개 업체 61

중 단 세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책임경영에 . 

대한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시된 경우 그 내용은 일반적으, 

로 번 정도의 클릭 이내에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접근2 3∼

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책임경영에�대한� 정보�내용�및� 공시� 현황3.�

국내 상장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웹사이트 

분석 결과 총 개의 주제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 7 ( ,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 윤리 협력업체, , , 

에 대한 윤리 사회공헌경영 환경친화경영 가 정리되었다, , ) . 

이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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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개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 어떤 내용도 51 83.6% ,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개로 를 차지하였다10 16.4% . 

총 개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7

개의 기업 이었으며 모든 주제에 대해 높은 수12 (19.7%) , 

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은 개 인 것으로 5 (8.2%)

조사되었다.   

개의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공시 유무는 에서   7 Table 4

보여지듯이 고객에 대한 윤리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경우가 , 

약 72.1%(n 로 가장 높았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44) , 

와 환경친화경영에 대한 내용이 약 37.7%(n 로 가장 =23)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주제에 대한 책임경영 정보가 . 

높은 비중으로 명시된 경우의 조사 결과 임직원의 기본윤, 

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n 고객에 =17, 27.9%), 

대한 윤리관련 내용(n 과 협력업체에 대한 윤=14, 23.0%)

리관련 내용(n 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14, 23.0%)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공헌경영. , (n 환경친화=12, 19.7%), 

경영(n 주주에 대한 윤리=11, 18.0%), (n 에 =11, 18.0%)

대한 내용은 비교적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및 원사를 취급하는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살펴  15

보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정보가 웹사이트, 

에 명시된 기업은 개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 어13 86.7% , 

떤 내용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개로 를 차2 13.3%

지하였다 총 개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 7

있는 경우는 개의 기업 이었으며 모든 주제에 대4 (26.7%) , 

해 높은 수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은 개2 (13.3%)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SR�Website� Disclosure� of� Textile� and� Yarn�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N=15)

Themes

Presence� of� CSR� website� disclosure

No Yes

Total Low High
n % n % n % n %

Customer Code of Ethics 5 33.3 10 66.7 7 46.7 3 20.0

Stakeholder Code of Ethics 9 60.0 6 40.0 3 20.0 3 20.0

Code of Ethics toward 

Employee
9 60.0 6 40.0 1 6.7 5 33.3

Employee Code of Ethics 9 60.0 6 40.0 2 13.3 4 26.7

Contractor Code of Ethics 11 73.3 4 26.7 2 13.3 2 13.3

Contribution to Society 9 60.0 6 40.0 3 20.0 3 20.0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10 66.7 5 33.3 3 20.0 2 13.3

  

에서 보이듯이 고객에 대한 윤리 관련 내용이 명Table 5 , 

시된 경우가 약 66.7%(n 로 가장 높았으며 협력업체=10) , 

에 대한 윤리에 대한 내용이 약 26.7%(n 로 가장 낮은 =4)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윤리. (n=5, 

와 임직원의 기본윤리33.3%) (n 에 대한 책임경=4, 26.7%)

영 정보가 높은 비중으로 명시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 대한 윤리관련 내용(n 은 낮은 수준으로 =7, 46.7%)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 개의 의류 및 잡화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  40

면 개의 기업 이 총 개의 주제 중 적어도 한 , 33 (82.5%) 7

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개의 , 7

기업 은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공(17.5%)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개의 모든 주제. 7

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개의 기업9 (22.5%)

이었으며 모든 주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내용이 명시되어 , 

있는 기업은 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10.0%) . 

의류 및 잡화 취급기업의 경우 역시 고객에 대한 윤리  

적 책임 관련 정보(n 가 가장 빈번하게 명시되=30, 75.0%)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 6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Table 6). (n 와 협=12, 30.0%)

력업체에 대한 윤리(n 에 대한 책임경영 정보=12, 30.0%)

는 높은 비중으로 명시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 , 

대한 윤리관련 내용(n 은 낮은 수준으로 제공=19, 47.5%)

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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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SR�Website� Disclosure� of� Apparel� and� Accessory�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N=40)

Themes

Presence� of� CSR� website� disclosure

No Yes
Total Low High

n % n % n % n %
Customer Code of Ethics 10 25.0 30 75.0 19 47.5 11 27.5

Stakeholder Code of Ethics 20 50.0 20 50.0 11 27.5 9 22.5

Code of Ethics toward 

Employee
21 52.5 19 47.5 11 27.5 8 20.0

Employee Code of Ethics 22 55.0 18 45.0 6 15.0 12 30.0

Contractor Code of Ethics 22 55.0 18 45.0 6 15.0 12 30.0

Contribution to Society 20 50.0 20 50.0 10 25.0 10 25.0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25 62.5 15 37.5 8 20.0 7 17.5

Table� 7.� CSR�Website� Disclosure� of� Leather� and� Fur�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 � � � � � � � � � � ��(N=10)

Themes

Presence� of� CSR� website� disclosure

No Yes
Total Low High

n % n % n % n %
Customer Code of Ethics 3 30.0 7 70.0 5 50.0 2 20.0

Stakeholder Code of Ethics 7 70.0 3 30.0 2 20.0 1 10.0

Code of Ethics toward 

Employee
5 50.0 5 50.0 3 30.0 2 20.0

Employee Code of Ethics 6 60.0 4 40.0 1 10.0 3 30.0

Contractor Code of Ethics 7 70.0 3 30.0 1 10.0 2 20.0

Contribution to Society 7 70.0 3 30.0 3 30.0 0 0.0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5 50.0 5 50.0 1 10.0 4 40.0

개의 피혁 및 모피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총 개의 주  10 7

제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 

기업이 개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 어떤 내용도 9 90.0% ,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개로 를 차지하였다1 10.0% . 

모든 개의 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단 7

개의 기업 이 있었으며 모든 주제에 대해 높은 1 (10.0%) , 

수준으로 관련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

다. 

피혁 및 모피 취급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윤리  

(n 와 임직원에 대한 윤리=7, 70.0%) (n 환경친=, 50.0%), 

화경영(n 에 대한 정보가 가장 빈번하게 명시되=5, 50.0%)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및 원사 의류 (Table 7). , 

및 잡화 취급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한 윤리관련 내

용(n 은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5, 50.0%)

다 흥미롭게도 환경친화경영에 대한 정보를 높은 비중으. 

로 제공하는 기업(n 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4, 40.0%)

되었으며 사회공헌경영에 대한 내용을 높은 수준으로 명, 

시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결론�및�논의V.�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련된 정보의 웹사이트상 

공시현황을 국내 패션 상장기업에 한정하여 알아본 연구

로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 TBL 

정보공시 유무 및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재 . , 

국내 패션기업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가 기업별로 상이한 카테고

리에 위치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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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철학 비전과 가치 등의 다양한 단어들이 기업의 사회적 , 

책임에 대한 내용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Ahn and Ryou(2011) . 

러한 상황은 해당정보를 찾고자하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일관된 카테고리의 사용이 필요하

다 정부나 기업연합회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둘째 패션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 

책임경영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갖는 고객에 대한 책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에 관련된 , 

정보는 많은 경우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 

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피상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정보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객에 . 

대한 윤리에 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 고객감동 , 

등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임. 

직원의 기본윤리 및 생활윤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 

노력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셋째 패션기업의 주요 취급제품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 

사회적 책임 의 영역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CSR) . 

든 분야의 패션기업 섬유 및 원사 의류 및 잡화 피혁 및 ( , , 

모피 취급기업 에서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및 생활윤)

리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섬유 및 . 

원사 취급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복지향상 및 인

권제고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의류 , 

및 잡화 취급기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및 상생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정보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피혁 및 모피 취급기업의 경우에는 환경적 . 

책임 즉 환경친화경영과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 

명시되어져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의류 및 잡. 

화를 취급하는 패션상장기업들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있어서 관련된 협력업체의 수가 많은데서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혁 및 모피 취급 기업의 경우. 

에 있어서 환경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공시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피혁이나 모피제품의 생산 및 처

리공정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국내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Lee,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패션기업이 웹사이트를 통한 정  

보제공에 있어 그 내용의 부족과 편중성을 보여주고 있, 

다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입는 옷이 만들어. 

지는지 관심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정보의 부족과 

편중성이 생산과정의 비윤리성 혹은 반환경성을 추론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델이 제시하(Ma et al., 2015). TBL 

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윤리적인 노동환경

에 있다 기업의 이윤은 아동노동이나 강(Elkinton, 1999). 

제노동을 배제해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을 , 

조성하고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노동환경에서 창출될 때, , 

그 이윤의 절대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은 이런 관

점의 현실 적용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비윤리적인 노동.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소비자

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인데 외부감사결과 조직 내의 , , 

책임 소재 직원들의 교육 등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 

정보가 요구되므로(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제품을 만드는 과정의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노력 2012), 

없이는 그 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패션기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낮은 임금 아동노동 안. , , 

전하지 못한 노동환경 등 저개발 국가의 봉제를 포함한 , 

의류생산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관심은 그들의 구매결정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 

보 공급의 당위성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국내 패션기업의 정보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나 금전적 지원 사업 등에 집중되는 경

향을 보였다 사실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자선적 책임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Park, Lee, & Lee, 2011). 

책임이란 이윤의 배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

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해당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Thanetsunthorn,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국내의 문화적 특징이 반2015). 

영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을 조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국내 패션기업이 웹사이트. 

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정보는 모델에서 제안하는 TBL 3Ps(Profit, People, 

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Planet) . 

된 가지의 주제 중 주주에 대한 윤리는 모델에서 7 , TBL 

제안하는 이익 과 관련되며 임직원에 대한 윤리(Profit) , ,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사회공헌경영은 사람 과 환, (People) , 

경친화경영은 지구 와 부합되는 내용을 포함한다(Pl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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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윤리나 , 

임직원의 기본 윤리와 같은 정보는 모델의 세 가지 TBL 

가치와 정확하게 연관되지 않는 정보로 이는 국내의 사, 

회 문화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사, . 

회적 책임의 한 요소인 사람 이란 노동환경과 관련(People)

된 요소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의 유무 공정한 임금의 , 

제공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Elkinton, 1999). ,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수행 여부의 감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패션기업에서 (Ma et al., 2015). , 

제공하고 있는 정보 중 사람 과 관련된 책임경영 , (People)

활동의 주요 쟁점은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인들 임직원 에 ( )

대한 인권제고 복지향상에 국한되어 있었다 향후 패션기, . , 

업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정보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리적 친환경적 소비를 지향하는 . ,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정

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까. , 

지 이에 대한 국내 패션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보

여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시급하다. .  

본 연구는 국내 패션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에서 제한된 결과 해석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패션기업으. 

로 알려져 있지만 상장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 (e.g., 

이랜드 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 

과를 전체 국내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정보

공시 현황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패. 

션 상장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 

많은 패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 

한 패션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 중국(e.g., , , 

멕시코 와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그리고 유통에 집중하) , 

고 있는 나라 일본 미국 간에 정보공시에서 볼 수 (e.g., , ) , 

있는 내용과 형식상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유망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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