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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즈니스 윤리(business ethics)란 비즈니스 활동

에 있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규

범, 원칙, 기준을 말한다(Velasquez, 2017). 기업의 비

즈니스 윤리수준이 그 기업의 장기적 성과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비즈니스 윤리는 중요한 

경영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Cummings, 2000). 

기업의 윤리성은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고 여길 때 행복감을 느끼며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pley & 

Kumar, 2019). 미국의 대표적 소비재 기업 존슨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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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Johnson & Johnson)은 “비윤리적인 문제에 타협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신조를 내걸고 있으

며, 패션기업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최고의 제품

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통해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방안

을 실행한다”는 기업가치를 표방하는 등 윤리성 강

화에 노력하고 있다(Epley & Kumar, 2019).

패션산업에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노

동착취로 인한 인권침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산업

계 부조리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근본 목적

인 이윤추구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패션산

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제품 생산의 모든 공정이 환경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제품은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패션산업에서의 윤리성 실천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Phau et al., 2015). 노동착

취 없이 적절한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을 윤리적 제

품이라 여기던 시각은 환경적 · 사회적으로 지속가

능한 제품이 진정한 윤리적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확

장되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 못지않게 

그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

이 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성보다 지속가능

성을 추구하는 업체에 더 큰 호감을 보이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은 기업 이미지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eo, 2019).

기업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가 직원의 

일상행동에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돕는 방

법 중 하나가 비즈니스 윤리교육이다(Epley & Kumar, 

2019). 비즈니스 윤리교육은 참여자의 윤리의식 전

환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기

업의 태도와 철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으로 인식된다(Qablan et al., 2009). 이처럼 기업의 비

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기업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윤리적 비즈니스 실행수준을 높

여,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h & Kim, 2015).

국내외의 비즈니스 스쿨이나 경영전문대학원 등

에서 비즈니스 윤리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Wu et al., 2010), 특정 산업별로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윤리영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는 매우 적다. 패션 분

야에서는 미국 델라웨어대학교(University of Delaw-

are)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기업들도 온라인 강

의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지만 인권보

호 문제와 친환경 문제 등에 그 내용이 국한되어 있

다. 우리나라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가 121개에 달하

고 있지만(Textile & Fashion Industry Skills Council, 

2017), 비즈니스 윤리에 집중한 학부 교과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학생이 아니라 패션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Kim and Yoh(2019)의 연구에서 도

출된 패션기업의 비즈니스 윤리요소별로 교육요구

도를 조사한 후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대하

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패션기업에

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비즈니스 윤리요소를 파악하

고 이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시범적으로 개

발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패션기

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서 비즈니스 윤리교육의 효과

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배경

1. 비즈니스 윤리교육

비즈니스 윤리는 기업의 활동에 도덕적 기준을 적

용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철학, 시스템, 규정에서부터 윤리성이 확립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Vela-

squez, 2017). 경영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윤리를 학

부 및 대학원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시켜 왔다. 

Christensen et al.(2007)은 세계 상위 50위권의 비즈니

스 스쿨에서 비즈니스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조사 대상 대학의 84%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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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와튼

스쿨(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

nia)은 ‘윤리학(ethics)’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

으며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와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는 ‘윤리와 사회적 책임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컬럼

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와 런던비즈니스스

쿨(London Business School)은 ‘윤리학’과 ‘사회적 책임

과 지속가능성(CSR and sustainability)’ 과목을, 시카고

대학교(Chicago University)는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Wu et al.(2010)

은 경영학 분야에서 윤리학,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발전, 천연자원, 에너지, 문화 다양성과 이

해, 기후변화, 평화와 인류안전, 생태환경 등이 지속

가능성 관련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졌다고 하였다. 한

국에서도 경영대학원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기업

윤리’ 등의 비즈니스 윤리 관련 교과목이 제공되기도 

하며(H. C. Kim, 2007), 포스코, 신세계, 교보생명 등 

대기업에서는 자체 윤리부서를 두고 기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Y. S. Kim, 

2007). 일부 선도기업에서 진행하는 개괄적 윤리교육 

프로그램 외에 특정 업종의 업무와 관련된 비즈니스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패션 분야에서는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들

이 대두되면서 이를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있

었다. 특히, 미국 섬유 · 패션 관련 기업 및 학계,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 공동체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의류연합(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은 섬유 · 패션 업계의 윤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연합의 회원인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는 기

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SAI(sustainable apparel init-

iative)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공급망 관리자를 위한 안전과 위험, 공급사

슬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섬유 및 의류제품의 안전

성, 공급망 내의 근로자 관리, 기업 구매 관행 등과 관

련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

고 있는데, 34개의 글로벌 패션기업이 이 프로그램

을 이수하였다(University of Delaware, 2012). 또한 델

라웨어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도 1학점짜리 관련 

과목 9개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사회책임과 지속가

능 의류비지니스 자격증(certificate in socially respon-

sible and sustain-able apparel business)’을 수여하고 있

다(University of Delaware, 2012).

2.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교수

학습법은 강의법, 토의법,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이다(Park et al., 2015). 

그중 PBL은 학습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도출하여 학

습자가 수업의 중심이 되어 행하는 교수학습법이다

(Barrows et al., 1986). 이는 기업 내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 의사소통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

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교육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9). PBL 

교육은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에 주요 문제가 제시되

고 학습과정 중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은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교수법에 비해 37.5% 더 

높은 학습효과를 보이며(Hong, 2008), 특히 문제해결, 

학업성취, 이해력, 적용력, 과제수행능력, 개념획득 

등 학습성과 향상에 유용하다(Shin & Kim, 2016).

패션비즈니스에서의 윤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

발 연구가 있었는데, Dickson et al.(2013)은 패션 · 신

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위한 비

전 수립, 학습결과 확인, 학습평가 도구 개발을 시도

한 바 있으며, Lee and Choy(2014)는 학부생과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 패션제품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사이클의 의미와 재활용품의 가

치를 되새겼다. 또한, Jeon and Oh(2014)는 윤리적 의

류소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Jang(2015)은 

패션기업의 산학협동 과목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PBL을 적용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

행연구도 있었다. Waples et al.(2009)은 25개 비즈니

스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교육의 효과

로 도덕적인 사고와 추론능력이 강해졌다고 보고하

였다. May et al.(2014)은 경영대학원 ‘비즈니스 윤리’ 

교과목은 수강자의 도덕적 효능감(도덕적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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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도덕성 중요성 인식(직무에 적용하는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도덕적 용기(불이익에 맞서서 

옳은 편에 서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비즈니스 윤리 교과

목을 일정기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즈니스 윤리교

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효과 검증이 조금씩 

시도되어 왔으나 기업의 교육요구도를 바탕으로 비

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효과를 검

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3. 패션산업에서의 비즈니스 윤리요소

패션산업에서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ang and Lee(2014)는 윤리적 패션 인증제

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패션산업에서의 윤리요소를 

탐구하였는데, 친환경 소재,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사

용 억제, 환경메지지 전달, 동물생명윤리 보호, 노사

관계, 지역사회 공유, 경영철학의 개념이 논의되었다. 

Lee et al.(2009)은 환경, 노동, 제품디자인, 상거래 분

야로 나누어 패션산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비즈

니스 윤리요소에 대해 논하였으며, Lee et al.(2013)은 

패션디자인 영역과 관련하여 지속가능 요소에 대해 

논하였다.

Kim and Yoh(2019)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윤리요소를 도출하고 패션기

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윤리

요소 적용/비적용 사례를 수집하고 윤리요소를 확인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패션산업에서의 

비즈니스 윤리요소 21개를 도출하였는데, ‘원부자재 

생산 및 소싱’ 영역에서는 인간친화적 소재 사용, 지

속가능 기술 강화, 비건 소재 사용, 안전공정 추구, 폐

기물 저감 요소가,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는 복제 디

자인 회피, 재활용 디자인 개발, 디자인 효율성 제고, 

공익성 메시지 사용, 지역성 보호요소가, ‘유통 ·물

류’ 영역에서는 윤리적 공급망 활용, 공정무역 고려, 

에너지 절감, 유해요소 저감이, ‘경영 ·마케팅’ 영역

에서는 친환경 인증획득, 사회공헌, 소비자 권리보

호, 과대 · 부당광고 회피요소가, ‘노동관리’ 영역에

서는 법규범 준수, 인력에 대한 교육 투자, 노동자 권

리보호 증진에 대한 요소가 도출되었다.

4.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요구(need assessment for education)란 교육목

적과 목적달성 수준 간 차이를 의미한다(Borich, 1980). 

교육요구도 분석에서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Borich의 

교육요구도 분석법이다(Lee, 2019). 교육요구도 공식

에서 ‘요구되는 수준(required level)’은 응답자들이 해

당 항목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수준, 즉 중요도를 나

타내며, ‘현재수준(present level)’은 현재 이행수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 공식에서는 요구수준과 현

재수준 간 평균 비교를 넘어서 ‘요구수준’의 평균값

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요구도 점수를 산출한다(Lee, 

2019)(Eq. 1).

분석대상 항목이나 사례가 많은 경우 요구도 순위

를 바탕으로 어느 순위까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얻기 위해 Borich 요구도

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The Locus for Focus model

이다(Oh et al., 2014). The Locus for Focus model(Mink 

et al., 1991)은 가로축에 필요수준, 세로축에 필요수

준과 현재수준 차이인 불일치수준을 두어 이를 기준

으로 사분면에 각 요소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여 요

구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Fig. 1). 

이를 요구도 분석에 적용하면 필요수준(중요도)과 불

일치수준의 차이가 모두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한 항

목들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요구도 분석에 대한 결과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

해 우선순위 결정의 준거가 되는 중요도와 현재 수

준에 대한 단순비교 t검증,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model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우선순위 결정

에서 이 모든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Lee,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검증, Borich의 요구도 분석

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함께 사용하여 비즈

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자 한다.

                                              ｛Σ(RL-PL) × RL｝
Borich's needs assessment = ------------------------
                                                            N

RL (Required level; Importance); PL (Present level); 

N (Number of cases)

Eq. 1. Borich's (1980) need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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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difference

Low importance

4 quadrant: LH

Low difference

High importance
 

x-axis (Mean of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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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f 

difference)

Difference = (Importance–Present level)

Fig. 1. The Locus for Focus model. 

Adapted from Oh et al. (2014). p. 83.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윤리영

역별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 최우선순위 항목에 대

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기업의 업무영역별 비즈니스 윤리

요소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교육을 실

시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한다.

2-1. 패션기업의 비즈니스 윤리요소 중 교

육요구도 최상위 1개 영역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2. 패션기업의 비즈니스 윤리요소 중 교

육요구도 최상위 1개 영역에 대해 시

범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었다(Table 

1). 첫째, 21개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한 교육요구

도 조사를 위해 161개 패션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둘째, 교육요구도 상위 1개 요

소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PBL 기반의 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셋째,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11명의 패션 전공 대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실행하

고 교육 프로그램 수행과정과 내용을 점검하는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적용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12개 패션기업의 경영

진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비즈니스 

윤리교육을 실행하였는데, 교육 전과 후에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교육참가자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는

지를 알아보았다. 교육 직후 교육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표적집단 면접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도 교

육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후 70일

이 경과한 시점에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여 결과를 

교육 직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단어학습 후 30일 경

Stage Purpose Methods and participants

1 - Assess needs for education of 21 business ethics components - Survey with practitioners from 161 fashion companies

2
-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the business ethics 

component with the highest needs for education

-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based on problem- based 

learning

3
- Conduct a preliminary test of the business ethics 

education for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component

- Provide an education session to 11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4

- Implement the business ethics education for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component

- Compare survey data of the pre and post education

- Provide an education session to practitioners from 12 

fashion companies

- Conduct pre and post-education survey

5 - Collect opinions of participants on the given education
-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from 

12 fashion companies

6
- Compare survey data of the right after the education and data 

in 70 days after the education

- Repeat the post-education survey in 70 days after the 

education with practitioners from 12 fashion companies 

through e-mailing

Table 1. Purpose, methods, and participants of six stages of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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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 학습자의 80%가 이를 망각한다는 망각곡선 연

구가 있으나(Anderson, 2020),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와 참여자 토론을 통해 교육정보 전달성을 강화

하므로 이보다 더 긴 시간 후에 사후결과를 확인하

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교육 10주 후인 70일 

경과 후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효과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 패션기업 설문조사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패션기업의 비즈니스 윤

리교육 현황과 비즈니스 윤리요소별 교육요구도에 

대한 자료는 대구 · 경북 패션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다. 패션기업 종사자 3인을 대상으로 설문

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의 순서를 조

정하는 수정 · 보완을 실시한 후, 설문대행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3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 · 경

북 지역에 위치한 801개의 패션기업 리스트에 모두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

체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1개 업체

의 자료를 얻어 회수율 20%를 보였다. 이처럼 회수

율이 낮은 것은 조사대상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업체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도달율이 떨어져 최종 

응답한 기업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 

대상은 해당 패션기업에 근무하는 경력 5년 이상의 

관리자로 정하였으며 업체당 한 명만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총 21개의 비즈니스 윤리요소(인간친화적 소재활

용, 지속가능적 기술 강화, 비건소재 사용, 안전공정 

추구, 폐기물 저감, 디자인 효율성 제고, 재사용 · 재

활용 디자인 중시, 비복제 중시, 공익메시지 사용, 지

역성 보호, 공정무역 고려, 유해요소 저감, 윤리적 공

급망 활용, 에너지 절감, 친환경 인증획득, 소비자 권

리보호 중시, 과대 · 부당광고 지양, 사회공헌활동, 노

동자 권리보호, 법규범 준수, 인적 · 교육투자 강화)

별로 현재 실행수준과 향후 중요도에 대해 묻는 문항

이 포함되었다. 윤리요소 항목은 Kim and Yoh(2019)

의 연구결과에 기반한 것이며, 문항구성은 선행연구

(Lee, 2019; Oh et al., 2014)를 참고하였다. 모든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은 기업특성(업력, 근로자 수, 업종, 생산품

목, 거래대상, 매출액, 수출비중, 수출지역, 기업윤리

교육 도입현황)을 묻는 문항과 응답자 특성(근무부

서, 직위, 근무경력, 연력, 학력)을 묻는 문항으로 명

목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법으로는 기술통계, 요인

분석, t검증, Borich 요구도 분석법, The Locus for Fo-

cus model 분석법이 사용되었다.

설문응답자와 응답자가 종사하는 기업체의 특성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응답 회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회사업력에서는 20년 이상 기업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80.7%의 표본 기업이 5년 이

상의 회사업력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업종에 대해서

는 복수응답으로 측정하였는데, 유통이 23.7%, 봉제 

및 가공이 2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 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복수응답을 얻었는데, 여성정장이 

27.1%, 홈패션이 21.9%, 캐주얼웨어가 12.5%, 남성정

장 9.4%, 스포츠웨어 8.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한 개 이상의 업종과 생산품목

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아 복수응답을 얻었다. 상시 근

로자 수에서는 5명 미만이 67.1%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액은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35.2%, 50억 원 이

상 기업이 29.7% 순이었다. 수출여부에서는 수출하

지 않는 기업이 77.0%로 수출하는 업체보다 더 많았

다. 기업윤리교육과 관련하여 도입계획이 없는 기업

이 64.8%, 다음으로 도입 검토 중인 기업이 23.9%, 이

미 도입한 기업이 11.3%로 나타나 기업윤리교육 도

입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근무부서는 영업/마케팅 

파트 근무자가 33.5%, 경영/기획 부서가 31.7%로 가

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최고 경영자

가 55.9%로 가장 많았고 팀장급이 30.5%, 부장급이 

13.7%로 나타났다. 동종업계 근무경력은 5~10년 미만

이 31.1%, 10~20년 미만이 28.0%, 30년 이상이 23.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60세 이상이 41.6%로 가

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6.6%로 

가장 많았다.

3) 비즈니스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요구도 순위가 결

정된 이후 교육요구도 최상위 영역인 ‘사회공헌활

동’에 대하여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고등교육과정 개발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가직

무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참고

하여 ‘학습목표’과 ‘지식 · 기술 · 태도’ 파트를 작성

하였다(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d.). ‘학습목



패션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 843 –

Company characteristics n (%) Respondent characteristics n (%)

Company 

history

(year)

Less than 1     7 (    4.4)

Division

Sales/Marketing 54 ( 33.5)
1-less than 5   24 (  15.0)

Design 16 (   9.9)5-less than 10   31 (  19.4)

10-less than 15   21 (  13.1)

Production 25 ( 15.5)15-less than 20   19 (  11.9)

More than 20   58 (  36.3)

Management/Planning 51 ( 31.7)

Main business 

category*

Sewing and finishing   93 (  23.2)

Product planning   48 (  12.0)

HR/Finance 13 (   8.1)Pattern making   46 (  11.5)

Sample making   54 (  13.5)
Other 2 (   1.2)

Fashion brand   21 (    5.2)

Fashion designer   44 (  11.0)

Status

CEO 90 (  55.9)
Retailing   95 (  23.7)

Main item*

Women's wear   52 (  27.1)

Department head 22 (  13.7)Men's wear   18 (    9.4)

Casual wear   24 (  12.5)

Team head 49 (  30.5)
Sports wear   16 (    8.3)

Children's wear     5 (    2.6)

Innerwear     3 (    1.6)

Years in the 

same business 

category

5-less than 10 50 (  31.1)
Uniform   10 (    5.2)

10-less than 20 45 (  28.0)Home fashion   42 (  21.9)

Other   22 (  11.5)

20-less than 30 29 (  18.0)

No. 

of employees 

Less than 5 108 (  67.1)

5-less than 10   23 (  14.3)
More than 30 37 (  23.0)

10-less than 20   12 (    7.5)

20-less than 30     7 (    4.3)

Age

20-less than 30 9 (    5.6)
30-less than 40     6 (    3.7)

40-less than 50     2 (    1.2)

30-less than 40 19 (  11.8)More than 50     3 (    1.9)

Annual sales

(billion won)

Less than 1   45 (  35.2)

40-less than 50 36 (  22.4)1-less than 2   17 (  13.3)

2-less than 3   15 (  11.7)

50-less than 60 67 (  41.6)3-less than 4    9 (    7.0)

4-less than 5    4 (    3.1)

More than 60 30 (  18.6)
More than 5   38 (  29.7)

No response   33 (  20.5)

Export
Export 124 (  77.0)

Education

Graduated high school 91 (  56.6)

Not export   37 (  23.0)
Graduated 2-yr college 15 (    9.3)

Ethics 

education

Adopted   18 (  11.3)
Graduated 4-yr university 49 (  30.4)

Under consideration   38 (  23.9)

Completed graduate school 6 (   3.7)No plan to adopt 103 (  64.8)

*: Multiple answers are allowed.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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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NCS의 수행준거에 해당하며 학습자가 학습을 

마친 후 학습자가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제

시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역

할을 한다. ‘지식 · 기술 · 태도’는 학습자가 본 학습을 

통해 얻어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명확히 제시하

는 것이다.

PBL 학습법을 수정하여 적용한 Jeon and Oh(2014)

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제만나기, 문제해결계획 세우

기, 탐색 및 재탐색하기, 해결책 고안하기, 발표 및 평

가하기의 다섯 단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

성하였다. 패션전공 교수 · 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5명

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는데, 주된 보완점은 

동영상 및 읽기 자료 외에 교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활동지를 제공하여 이

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개발된 ‘사회공헌활동’ 영역에 대하여 시범교육

을 실시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로 대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실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직후 1시간 동안 표적집단 면접조사

를 통해 교육실행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서 편의표집된 패션기업 대표 및 임원 

12명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

다. 교육 전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사전설문

을 실시하였다. 사전설문에는 사회공헌활동 인식, 사

회공헌활동 관여도, 교육참여자가 속한 기업특성과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사회공헌활동 

인식’은 Jang(2015), Lee and Choy(2014)의 문항을 바

탕으로 사회공헌활동 시범교육 내용에 적용하여 수

정 · 보완한 6문항을 구성하였고, ‘사회공헌활동 관

여도’는 Jeon(2013)의 항목을 적용하여 6문항을 구

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업특성으

로 업력, 근로자 수, 업종, 생산품목, 매출액, 수출여

부, 기업윤리교육 도입현황에 대한 질문과 개인특성

으로 근무부서, 직위, 근무경력, 성별, 연령, 학력 등

을 묻는 문항이 명목척도로 제시되었다.

‘사회공헌활동’ 영역에 대한 교육자료는 기본적인 

교안 외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55장, 동영상 자료 

5개, 각종 사례 35개로 구성하였는데 슬라이드에는 

사회공헌활동의 개요, 등장배경, 사회공헌활동의 범

위(공익, 메세나, 교육, 자원봉사, 서민지원 활동)와 사

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방법과 사례, 패션기

업 사회공헌활동 사례, 사회공헌활동 접근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주제와 연관되는 읽기자료 

2건과 개인별 활동기록지 1건, 그룹 활동기록지 2건

을 제공하였다(Table 3).

교육 후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후설문

항목에는 사회공헌활동 인식, 교육 후 자기효능감, 교

육효과가 포함되었다. ‘사회공헌활동 인식’은 사전설

문과 동일한 6문항을 사용하되 설문자 피로도를 줄

이기 위해 항목순서를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교육 후 

자기효능감’은 Lee et al.(2011)의 항목을 바탕으로 개

발한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교육효과’는 Jeon(2013)

과 Jang(2015)의 문항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교육 

내용에 적용하여 수정 · 보완한 6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도

구로는 기술통계와 t검정 방법이 사용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과 보완을 위해 교

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직후 1시간 동안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교육내용

에 대한 이해(교육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교

육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내용, 교육내용 중 이미 알

고 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식습득,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 분석 · 활용의 기술습득, 사

회공헌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성립, 교육 전 인

식과 교육 후 인식의 차이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천

의지), 교육효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지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천의지, 교육만족도, 교육전

이 효과) 관련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응답내용은 녹

음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연구자는 녹음된 면접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기록을 3회에 걸쳐 숙독

하며 내용을 통합 · 정리하는 지속비교분석법(Corbin 

& Strauss, 201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의 

편파를 배제하기 위하여 패션마케팅 전공 교수 1인

이 면접 기록본과 분석내용을 대조 · 확인한 결과 응

답 일치율 98%를 보였다. 교육 후 70일 경과 시에도 

교육효과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메일 인

터뷰(회수율 100%)를 진행하여 그간 교육내용과 관

련하여 실천한 사항이나 변화된 태도가 있는지에 대

해 질문하였다. 본 교육과 교육효과 측정에 참여한 대

상자는 대구 · 경북지역에 소재한 12개 패션기업의 

대표나 임원진이었다(Table 4). 교육참여자가 근무하

는 회사의 특성으로는 15~20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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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s for 

education

Readings 

and 

discussion 

guide

Education 

photo

Table 3. Implementation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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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이 6개(50%)로 가장 많았으며, 연 매출액은 

10~50억 미만의 기업과 10억 미만 기업이 각각 4개

(33%)로 가장 많았다. 근무인력으로는 10명 미만의 

기업이 6개 (50%), 30명 이상의 기업이 4개(33%) 순

이었으며, 수출을 하는 업체가 8개(67%)였으며 내수

로만 유통하는 업체가 4개(33%)였다. 교육참여자의 

특성은 최고경영자가 7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3.64(SD=.96)

로 나타나 5점 척도의 중간 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을 알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1. 패션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패션기업의 21개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하여 현

재 기업이 실행하는 수준, 미래에 요구되는 수준(중

요수준)을 산출하여 그 차이를 보는 t검증을 실시하

고 Borich 요구도 공식에 적용한 값을 산출하여 순위

를 제시하였다(Table 5). 먼저 21개 전체 영역에 대한 

‘현재의 교육수준’ 평균과 ‘중요수준’ 평균 간 차이

를 보는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행정도에서는 법적규

제 준수(M=3.87), 노동자 보호(M=3.79), 디자인 효율

성 제고(M=3.75), 과대 · 부당광고 지양(M=3.72), 소비

자 보호(M=3.7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에

서는 소비자 보호(M=4.14), 법적규제 준수(M=4.13), 

노동자 보호(M=4.12), 과대 · 부당광고 지양(M=4.07), 

디자인 효율성 제고(M=3.9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

러한 영역이 중요한 동시에 실행 정도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실행수준의 범위가 5점 척도에서 2.49 

~3.87인데 비해 중요수준의 범위는 3.12~4.14로 나타

나 실행정도보다 중요성 인식수준이 높았다. 특히, 

사회공헌활동(t=9.80)과 인체친화 소재활용(t=9.55), 

인증중시(t=9.00)에서 실행정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와 t값을 보면 전체적으로 t값이 높

은 항목들이 Borich 요구도도 높은 편이었다. 결과에

서 t검증은 두 수준의 평균 차이만 반영한 반면, Bori-

ch의 요구도는 중요수준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Borich 요구도 값을 보면, 가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은 

사회공헌활동(M=3.20), 인증중시(M=2.91), 인간친화 

소재활용(M=2.91), 비건재료 활용(M=2.68), 지속가능

적 기술 강화(M=2.59), 안전공정 중시(M=2.52) 순으

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값과 연동하여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

다. The Locus for Focus model 결과에서 중요도와 차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HH분면에 몇 개의 항목이 포

ID

Company Participant

Company history

(year)

Annual sales

(bil. won)

No. of 

employees
Item Export Position Gender

F1 5-less than 10 1.2 30 Sports wear Casual wear EU, US Management board Male

F2 1-less than 5 0.2   2 Fashion accessory × CEO Female

F3 5-less than 10 0.9   6 Women's wear China, Japan CEO Male

F4 15-less than 20 1.0   6 Uniform wear US CEO Male

F5 1-less than 5 0.4   5 Women's wear × CEO Male

F6 5-less than 10 1.8   4 Sports wear Taiwan CEO Male

F7 15-less than 20 3.2 17 Home interior China CEO Female

F8 15-less than 20 6.0 30 Women's wear China, Japan Management board Female

F9 15-less than 20 - 53 Product planning × Team head Male

F10 15-less than 20 6.0 49 Home interior US, Japan Team head Female

F11 15-less than 20 8.0 28 Total fashion × Team head Male

F12 1-less than 5 0.6   5 Women's wear China, US CEO Male

Table 4.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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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Borich 요구도 순위와 비

교하여 최우선 순위 항목들과 차 순위 항목들을 결

정할 수 있다(Lee, 2019). 분석결과 HH분면에 포함된 

요소 중 Borich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사

회공헌활동’이었다. 즉, 패션 비즈니스의 윤리영역 

21개 항목 중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교육 프로그

램은 ‘사회공헌활동’ 영역에 대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2. 패션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적용

‘패션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21개 비즈니스 윤리영역들 중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사회공헌활동(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PSC)’ 영역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Table 6). 세 가지 학습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을 이해하기’, ‘패션산업

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

발하기’, ‘회사업무에 사회공헌활동을 접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기’를 정했다. 본 교육에서 요구되

는 지식ㆍ기술ㆍ태도로 ‘패션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지식,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식, ‘패션산업의 

시장자료 정보수집ㆍ분석ㆍ활용 기술,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아이디어 개발 기술, 다양한 정

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개방적ㆍ

적극적 태도’를 제시했다.

총 180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정리의 

Business ethics components
Present level

Importance

(Required level)
Difference Borich 

need
Rank

M SD Rank M SD Rank M SD t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3.08 1.06 10 3.84   .87   6  .75   .97 9.80*** 3.20   1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2.72 1.14 17 3.45 1.06 16  .73   .97 9.55*** 2.91   2

Acquiring certifications 2.90 1.12 13 3.61 1.02 12  .70   .97 9.01*** 2.91   2

Using vegan materials 2.59 1.15 20 3.28 1.11 19  .68   .99 8.61*** 2.68   4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2.97 1.08 14 3.59 1.02 13  .62   .92 8.48*** 2.59   5

Reducing waste 2.87 1.17 15 3.48 1.08 14  .60 1.05 7.18*** 2.56   6

Saving energy 2.75 1.05 18 3.39 1.06 17  .63   .88 9.09*** 2.55   7

Reducing harmful substance 2.76 1.06 16 3.38 1.07 18  .62   .92 8.40*** 2.53   8

Concerning safe processes 3.10 1.12 11 3.72   .94 10  .59 1.00 7.43*** 2.52   9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2.49 1.03 21 3.12 1.04 21  .62   .94 8.37*** 2.40 10

Using ethical supply chains 3.12 1.10   9 3.66   .96 11  .54   .91 7.41*** 2.26 11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3.71   .86   5 4.14   .74   1  .43   .87 6.16*** 2.06 12

Protecting regionality 2.61   .96 19 3.14 1.02 20  .52   .78 8.40*** 2.01 13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 3.36 1.19   6 3.83   .98   7  .47   .89 6.68*** 2.00 14

Avoiding to copy designs 3.35 1.11   7 3.79 1.02   8  .43   .92 5.92*** 2.00 14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3.32 1.05   8 3.74   .96   9  .41   .88 5.94*** 1.86 16

Concerning fair-trade 3.01 1.16 12 3.47 1.01 15  .45   .83 6.86*** 1.75 17

Avoiding exaggerative/false advertisements 3.72 1.04   4 4.07   .92   4  .35   .86 5.05*** 1.66 18

Promoting workers' rights 3.79 1.07   2 4.12   .85   2  .33   .74 5.65*** 1.43 19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3.75 1.04   3 3.91   .88   5  .24   .84 3.56*** 1.16 20

Complying with the law 3.87 1.00   1 4.13   .85   3  .22   .62 4.56* 1.00 21

*p<.05, ***p<.001

Table 5. Results of t-test and Borich's needs for business eth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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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도입’ 파트에서는 인사 

후 수업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사회 · 경제 · 환경적 차

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련 동영상 2개(ISO

26000 7 core subjects, The true cost)를 제시하였다. 또

한 관련 신문기사 읽기자료 1건을 제시하며 사회공

헌활동의 정의, 배경,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끝으

로 “우리 회사는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위한 활동지를 배

포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포함시켰다. 둘째, ‘전

개’ 파트 중 ‘문제만나기’에서 동영상 3건, 신문기사 

읽기자료 1건을 제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실행방법

과 다양한 패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 계획

세우기’에서는 그룹토론 활동지를 이용하여 앞서 제

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탐

색 및 재탐색하기’에서는 그룹별로 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신문, 서적, 잡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추가정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해결책 고안하기’에

서는 문제해결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룹원들끼

리 토론하고 이를 기록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발표 및 평가하기’에서는 그룹 활동지에 기록한 내

용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발

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

도록 하였다. 셋째, ‘정리’ 파트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교육 후 스스로 실천가능

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1.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2.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3. Acquiring certifications

  4. Using vegan materials 

  5.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6. Reducing waste

  7. Saving energy

  8. Reducing harmful substance

  9. Concerning safe processes

10.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11. Using ethical supply chains

12.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13. Protecting regionality

14.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

15. Avoiding to copy designs

16.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17. Concerning fair-trade

18. Avoiding exaggerative/false advertisements

19. Promoting workers' rights

20.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21. Complying with the law

Fig. 2. Results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for business ethics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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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nagementㆍMarketing Target Fashion industry personnel

Topic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PSC) Place Company/Institute

Purpose
1. Understand the overview and needs of PSC.
2. Develop ideas to implement PSC the fashion industry.
3. Build capabilities to implement PSC to the affairs in the company.

Knowledge 
Skill

Attitude

- Knowledge on business ethics of the fashion industry
- Knowledge on PSC 
- Skill to collect, analyze, and utilize information and data of fashion industry
- Skill to develop ideas and implications from the analyzed data
- Opened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searching, observing, organiz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Stage
Time
(min)

Education content Reference

Introduce 30

- Greet each other, noting the beginning of the education.
- Explain the education plan according to the topic including 

purpose, process, and considerations.
- Suggest general problems in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 Inform the need of PSC through Video 1.
- Confirm purpose and content of the education.
- Provide information of PSC through Reading 1.
- Suggest problems in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Video 2.
: Explain background, definition, and range of PSC.
: Explain the background of appearance of PSC and problems 

in the fashion industry.
: Explain the range and cases of PSC (Activities for the public 

interest, Mecenat, education, volunteer, etc.).
- Complete the work sheet and check the participation status of 

PSC.
: Check the PSC participation status of the company.
: Check the PSC participation status of the individual.
: Discuss experiences each other.

- Video 1
: ISO26000

7 core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ociety)

- Reading 1
: Article in the Hankyoreh newspaper

- Video 2
: The true cost

- Personal work sheet 1
: What kinds of PSC are participated by 

our company?

D
e
v
e
l
o
p 

Meet the 
problem

60

- Suggest diverse cases and performance of PSC through 
Reading 2.

: Induce to participate in PSC by providing information of 
policies (PSC-related issues in ISO26000, GRI INDEX).

- Provide cases of PSC through Video 2.

- Provide cases of PSC in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Video 3.

- Discuss what to do for PSC.

- Reading 2
: Article in Newsweek
- Video 2
: Activities for the public interest, 

Mecenat, education, volunteer
- Video 3
: Nike_lace up save lives (Global Sharing 

Award at the 2016 CSR Festival)
- Video 3

Sejung, Parkland, Right Route, Blanket 
America, Nike, Orgdot, Tailored Benz, 
etc.

Plan to solve 
the problem

10
- Make a group (by job category or company) and complete the 

group work sheet 1 based on discussion on what we know and 
what we have to know to solve the problem.

- Group work sheet 1
: How can we solve the problem?

Explore and 
re-explore

20
- Allocate information to search for further discussion to each 

member of the group and search the information from diverse 
sources.

- Information search
: Search information through newspaper, 
book, magazine, cell phone, etc.

Devise the 
solution

20
- Find out effective ways for PSC through discussion and 

complete the group work sheet 2.

- Group work sheet 2-1
: Solve the problem
: Actualize solutions

Present and 
evaluate

30
- Present solutions devised by the group and compare solutions 

of other groups.
- Evaluate the wok plan for PSC using the group work sheet 2.

- Group work sheet 2-2
: Evaluate the work plan

Wrap up 10
- Wrap up the session by confirming better understandings of 

PSC and intentions to activate work plans in the job.

180

Table 6.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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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12개 패션기업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총 180분간 시

범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중 이론중심 교

육은 약 90분, 참여중심 교육은 약 90분으로 진행되

었는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아

이디어를 도출하는 토론시간을 가져 교육 참여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

하고 기술하게 하였다. 교육자는 탐색시간 동안 활

동지를 작성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모든 그룹이 도출된 실천방

안을 발표하여 교육 참여자 간 정보 공유가 잘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3. 패션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 

효과검증

1)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시범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유지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70일 경과 

후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교육을 통한 ‘사

회공헌활동 인식’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교육 전과 

비교하여 교육 이수 후 교육 참여자들의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인식 항목 모두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a-

ble 7).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안

다’, ‘사회공헌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회

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안

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안다’, ‘회사가 사회공

헌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회사동료들

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6가

지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직후

에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 직후와 교육 70일 경과 후

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180분간 단 1회에 걸쳐 실시한 사

회공헌활동 교육일지라도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공

헌활동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정기간 계속 유지되었

음을 보여준다.

2) 교육 후 자기효능감

‘교육 후 자기효능감’은 교육 직후와 교육 70일 경

과 후에 측정되어 비교되었다(Table 8). 교육 후 자기

효능감 항목 중 ‘성공적인 교육이수에 대해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교육 후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감이 높

아졌다’, ‘교육내용을 잘 이해한 것으로 확신한다’, 

‘교육 후 미참석자보다 업무수행능력이 더 높아졌다

고 확신한다’, ‘교육내용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른 참여자들보다 교육주제/내용에 대

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교육내용을 비즈니스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항목 순으로 

평균값이 나타났다. 교육 직후와 교육 70일 경과 후 

결과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교육

을 통해 변화된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교육효과

‘교육효과’ 항목도 교육직후와 교육 70일 경과 후

에 측정되어 비교되었다(Table 9). 교육효과 항목 중 

‘나는 이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알게 

Item

Before the

education (A)

Right after the

education (B)

70 days after the

education (C)
B-A C-B

M SD M SD M SD t t

I know what to do for PSC. 3.33   .89 4.08 .67 4.42   .52 –2.69*** –1.48

I understand the meanings of PSC. 3.83   .72 4.42 .52 4.33   .65 –2.24*** –0.36

I know how our company can do for PSC. 3.17   .83 3.92 .67 3.75 1.05 –2.28*** –0.56

I know the need of PSC. 3.09   .94 4.18 .76 3.82   .75 –5.16*** –0.89

I will suggest our company to participate in 

PSC.
3.42   .79 4.08 .52 4.33   .88 –2.60*** –1.14

I will encourage peers to participate in PSC. 3.50 1.09 4.33 .49 4.33   .78 –2.59*** –0.00

*p<.05, ***p<.001

Table 7. Recognition of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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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나는 이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교육을 통해 사

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 ‘나는 내 직무

에 사회공헌활동을 적용시켜 실천할 수 있다’, ‘나는 

내 직무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교

육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내 지식이 증대되었

다’는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

으로 나타났다. 교육 직후와 교육 70일 후 측정치 비

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교육효과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교육효과에 대한 질적조사 결과

교육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교육 직후 참

여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모든 참여자가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의

적절하며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실천의지를 향상시

킬 수 있는 실질적 접근법이 제시되어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

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본 교육이 큰 도움이 되

었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육 후 바로 실천

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기에 이를 적용해 보

고자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활동이 사회공헌활동임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대답

도 있었다.

또한 교육 후 약 70일이 경과한 시점에 교육 참가

자들에게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간 교육내용

과 관련하여 실천한 사항이나 변화된 태도가 있는지

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

들에게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평소에 관심없었

던 기부나 공헌활동에 대한 광고에 눈길이 가기 시작

했고 이에 대한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등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보인다는 응답이 있었다. 

Content

Right after the

education

70 days after the

education t

M SD M SD

I am proud of successfully completing the education. 4.50 .67 4.17   .71   .61

Self-confidence on job performance became higher after education. 4.42 .66 4.00   .85 1.33

I am confident that I fully understanded the education contents. 4.33 .49 3.92   .90 1.00

I think that I have better job capabilities than peopl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4.25 .62 3.83 1.03   .48

I can effectively use the education contents to my job. 4.08 .66 3.92   .90   .51

I think that I better know the education topic /contents than others who participa-

ted in the education.
4.00 .60 4.08   .90 1.60

I am confident to apply the education content to the real world of business. 3.83 .57 3.83   .83   .00

Table 8. Self-efficacy after education

Contents
Right after the 

education

70 days after the 

education t

M SD M SD

I get to know the need of PSC through this education. 4.58 .51 4.50 .67 –0.43

I get to think that I have to do something for PSC through this education. 4.42 .79 4.25 .62 –1.01

I get more interested in PSC through this education. 4.33 .49 4.50 .67 –1.39

I can practice PSC applied to my job. 4.33 .77 4.42 .66 0–.43

I will make my efforts for PSC in my job. 4.25 .75 4.25 .75 0–.80

My knowledge on PSC is grown through the education. 4.00 .60 4.25 .75 –0.00

Table 9. Effect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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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에서는 ‘샘플제품 판매액을 불우아동을 위

해 기부하기 시작했다’던가 ‘재고의류를 기부에 대

해 고려 중’이라는 등 실제 사회공헌참여로 이어진 

사례가 있거나 구체적 실천방법을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시간에 불과했던 교육이 실

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적집단 면접내용과 70일 경과 후 인터뷰 응답 내

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0).

V. 결론및제언

본 연구의 목표는 패션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윤리

요소별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교육요구도 최상위 

요소에 대하여 PBL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여 이에 대한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1개 패션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패션기업

ID Focus group interview results right after the education E-mail interview results 70 days after the education

F1

ㆍI doubt the relationship between my business and PSC when 

I get to know the education topic, but I fully understand the 

needs of education on this issue.

ㆍIt is a crucial topic reflecting current societal situation.

ㆍI emphasized with the needs of PSC but it is regrettable to 

be pressed for time for the everyday work.

F2

ㆍI get more interested in PSC through this education.

ㆍI think that I can adopt and participate in PSC right after when 

it is ready.

ㆍI sincerely considered to participate in donation after educa-

tion when I watched some advertisements that I used to over

look.

F3
ㆍIt is not easy to immediately implement because of the small 

size of the business and financial burden.

ㆍI have considered of implementing PSC to my business but 

did not make a detailed plan yet. 

F4
ㆍI had no idea of PSC before the education but I am consider-

ing to implement PSC, referring to cases of other companies.

ㆍI am considering to implement PSC in my business through 

donating the stock clothing because I learned it would con-

tribute to make a better image of the company through a po-

sitive public relation.

F5
ㆍIt was useful education for me preparing the register for the 

social enterprise. 

ㆍI started to do something for PSC by donating money from 

the sales of sample products for unfortunate children.

F6
ㆍI newly acknowledged that our company is already partici-

pating in PSC. 
-

F7

ㆍI now understand the problems in manufacturing system in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ㆍI now get to know that the unethical business negatively aff-

ects the sales.

ㆍI am developing ideas of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of sewing factories.

F8

ㆍI rarely know PSC before the education but I get to know 

what it is now.

ㆍI learned it is possible to implement from very little things.

-

F9

ㆍIt is a good opportunity to start thinking of PSC and now I 

am considering to start it from little things.

ㆍI learned that the company can grow through PSC.

ㆍIt is possible to donate remnants of cloth and stock fabric 

rolls for practical exercise of schools and institutes.

F10
ㆍI am also interested in taking an education for the issue of 

business partnerships and welfare for employees. 

ㆍIt will be a good method to sincerely communicate with con-

sumers if companies are faithful to the essence of PSC.

F11

ㆍIt is not easy to get ISO26000 in the situation of the company 

without ISO9000, but I fully understand the need of PSC.

ㆍIt is possible to implement PSC by cooperation among work-

ers across streams of fashion industry before persuading the 

CEO to participate in.

-

F12
ㆍI got an idea to implement PSC to my job through cases int-

roduced in the education.

ㆍI think of donating scarves and table cloth made from recy-

cled fabrics and subsidiary materials.

ㆍI want to donate a certain portion of sales for nurturing de-

signers and supporting for cultural events.

Table 10. Interview responses after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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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요구도 1위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공헌활

동’이며 다음으로 ‘인증중시’, ‘인체친화 소재활용’이 

공동 2위로 나타났고, ‘비건재료 활용’이 4위, ‘지속

가능적 기술 강화’가 5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에

너지 절감’, ‘유해요소 저감’, ‘안전공정 중시’, ‘폐기

물 저감’, ‘공익성 메시지 활용’, ‘윤리적 공급체인 활

용’, ‘소비자 보호 중시’, ‘지역성 보호’, ‘인적 · 교육투

자 강화’, ‘비복제 중시’, ‘재활용/재사용 중시’, ‘공정

무역’, ‘과대광고 지양’, ‘노동자 보호’, ‘효율적 디자

인 강화’, ‘법적규제 준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을 통해 교육중요도

가 높으면서도 현재 교육실행 수준과 중요도 간 차이

를 가장 크게 보이는 요소가 ‘사회공헌활동’임을 확

인하였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이 교육요구도 최

상위 요소로 도출된 결과는 기업이 사회관계 속에서 

역할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정부와 소

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사회책임적 역량을 높이

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요구도 최상위 순위로 나타난 ‘사회공

헌활동’ 요소에 대하여 패션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이 개발되었다. 교육목표와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를 제시한 후, PBL 학습법에 기반하여 도입, 문

제만나기, 문제해결계획 세우기, 탐색 및 재탐색하

기, 해결책 고안하기, 발표하기, 정리하기의 순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자료는 학습주제를 반

영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영상 자료, 읽기자료, 

개인별 활동지, 그룹 활동지로 구성되었다. 총 180분

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부에서는 교육주

제인 ‘사회공헌활동’의 정의, 범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문제 만나기를 통해 활동

지를 작성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고 그룹 활동지에 기록하여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토론을 통해 해결책

을 고안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서로의 해결방법

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 의견교환과 정

보교류를 통해 활동적인 교육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

시하여 교육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을 실

시하기 전과 후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교육 70일 경과 후에도 변

화된 인식이 유지되었다. ‘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교

육효과’ 검증에서도 교육 직후의 결과가 교육 70일 

경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표적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관

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시

기적절한 교육내용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

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 후 패션기업이 사회공헌활

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 70일 경과 후 이메일 

설문을 통해 ‘그간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생각해본 

것이나 적용하고자 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였는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교육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 사회공헌 

실천방법을 계획 중인 경우도 있었고, 버려지는 원

단을 재활용해 다른 제품을 개발하려 노력한다거나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 · 실행된 비즈니스 윤리

교육이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되었을 

지라도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육 참여자의 직업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 내

용이 제시되고 참여자간 토론과 의견나눔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교육 내용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지속

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패션기업 종사자들이 어떠

한 비즈니스 윤리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요소에 대해 교육요구도가 큰지를 파악할 수 있

었다. 그간 패션산업의 스트림별로 다양한 윤리적 이

슈들이 도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도 

평가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패션기업 종사

자 대상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시도도 처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업사이클 제품개발

(Jang, 2015)이나 의류소비윤리(Jeon & Oh, 2014) 등 

윤리적 주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되

었으나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을 통해 패션기업 종사자들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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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필요한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윤리교육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해당 윤리요소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

을 인지하는 수준이 높아졌고 나아가 자신들의 업무

에 비즈니스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

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이 끝난 후 70일이 경과하여

도 자기효능감이나 실천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을 볼 때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비즈

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이에 따른 긍

정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된다. 본 교육 프

로그램은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사전 

조사단계에서 학부생 대상 시범강의를 통해 교육효

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패션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생, 

또는 중 · 고등학생까지 교육대상의 확대가 가능할 것

이라 생각되며 교육 분야와 윤리 연구에 있어서도 유

용한 기초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

로그램은 시범운영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

를 거쳤으나 강의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아 대구 ·

경북지역 패션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대상 또한 그 수가 적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추후 다

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

로그램 적용 관련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즈니스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

육요구도 최상위 요소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 다양

한 비즈니스 윤리요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

적으로 개발하여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면 교육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패션 분

야를 넘어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윤

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해외수출 

중심기업과 대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시도해 볼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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