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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 아웃도어 의류기업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총체적 결합이 

리스크 예방과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2010년대에 이르러 CSR은 단순히 사회공헌이나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회

적 책임과 규범의 성격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전략적 도구의 역할

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CSR 실행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비즈니스와 CSR의 총체적 결합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파타고니아 사례를 통해 가치사슬과 CSR의 총체적 결

합이 과연 기업에게 전략적 가치와 실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파타고니아는 Poter(1985,2001)의 가치사슬의 모든 요소에 CSR 관점을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류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환경오염과 제3세계 OEM생산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생산 프로세스, 제품, 유통, 고객 서비

스, 마케팅 등을 통해 친환경을 넘어서 환경보존의 가치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가치를 지닌 친환경 브랜드로 인식되어 브랜드 매니아 확대효과를 지속적으로 거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파타고니아는 지난 15년간 매해 10~15%의 매출신장을 거둘 수 있었으며, 미국 아웃도

어 시장에서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파타고니아 사례는 비즈니스와 CSR을 총체적으로 결합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치사슬이 비즈니스에 CSR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용한 툴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주제어: 파타고니아, CSR, 전략적 CSR, 비즈니스 가치사슬, 의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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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사회공헌과 같

은 의미로 이해·사용되고 있지만, 시각을 넓혀 글

로벌 기준으로 조망해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회 또는 위기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Saul, 2010; Waddock, 2006; Werther 

& Chandler,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21세기

에 접어들어 보다 구체화되고 규범화되어 글로

벌 기업들의 실제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UN은 글로벌 수

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협력

체 UNGC(UN Global Compact)를 결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제기술표준협회(ISO)가 기업을 포

함한 모든 사회조직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 

ISO26000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유럽연합에

서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의 기업은 재무적 성과 

외에 CSR과 관련된 비재무적 성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CSR이 실질적인 EU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5년 

UN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2030년까지 해

결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SNS

의 발달로 세계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문제행동과 발언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실시간으

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과 경영자에

게 환경, 인권, 법, 윤리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는데 매우 강력한 압력이 

되고 있다(Hollender & Breen, 2010; Visser, 2011). 

한편, 학계에서는 1950년대 이후 CSR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2010년을 전

후하여 CSR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의미를 넘어 

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이

며 실용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Porter 

and Kramer(2011)는 네슬레, GE 등의 사례를 소개

하면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제시하였다. CSV는 기업이 사회문제 자

체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와 소재로 삼아 경

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비

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미래의 신성

장 동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

의 하나로 볼 수 있다(김종대, 안형태, 명재규, 배

성미, 2016; Porter & Kramer, 2011). 또한, Saul 

(2010)은 기업사회혁신(Corporate Social Innovation; 

CSI)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즉 사회혁신을 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과 관련된 급속한 경영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여 위험요인과 불안정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CSR을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최대 식품

기업인 네슬레는 1970년대 아프리카에서 분유 마

케팅으로 인해 부정적 사건에 휘말렸지만, 이를 

교훈삼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을 통

해 기업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전략적 CSR을 실

천하여 브랜드 차별화에 성공하였다. 네슬레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CSR경영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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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세계 전역의 공급사슬망과 결합된 전

략적 CSR을 실천한 결과, 현재는 공유가치창출

과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유승권, 박병진, 2016). 

또한 나이키는 1996년 제3세계 아동노동을 착취

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어 브랜드 명

성에 큰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철저한 공급 사슬

망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1차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2차, 3차 협

력업체의 아동노동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

다. 나이키의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

는 세계 전역의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들이 묵인

하고 있던 아동노동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실추되었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Hollender & Breen, 

2010; Ziek, 2013). 

이러한 글로벌 CSR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

로벌 선진기업들의 대응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도전과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들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 진출할 때 

CSR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문

제와 환경변화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과 책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CSR을 차별적 가치로 마

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유승권, 박병진, 2016).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몇몇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글로벌 CSR 흐름에 많이 뒤

쳐져 있는 상황이며, 특히 CSR을 기업이미지 제

고나 홍보를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정도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선화, 이계원, 2013; 

김성택, 2015; 노한균, 2011; 문형구 외, 2016; 안

영도, 2011; 이보인, 2015).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우리기업들이 CSR을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클 포터가 공유가치창출(CSV) 방법론의 하

나로 제시한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은 

‘비즈니스 가치사슬’ 개념이 기업의 경영진과 실

무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CSR을 비즈

니스에 통합시킬 수 있는 유용한 툴이라 할 수 있

다. CSR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치사슬을 활용하

는 방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기존연구는 가

치사슬상의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제한된 활동에 

초점을 둔 한계점이 있는 바, CSR을 비즈니스에 

총체적으로 결합하는 툴로서 가치사슬을 활용하

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글

로벌 선진기업들과 같이 CSR과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을 결합하여 내·외부 위험요인을 감소시

키고 CSR자체를 차별적 가치로 활용하여 기업과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CSR의 

정의와 범위, 실행단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

적으로 살펴 본 후 Porter(1985, 2001)의 Value 

Chain 프레임을 활용하여 현재 CSR실행과 환경

경영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업체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분석,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총체적 결합방안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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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SR의 실행단계

CSR의 실행단계 운 방법 핵심구  요소 주요 이해 계자

방어  단계 필요에 따른 개입 투자 주주, 정부, 임직원

자선  단계 기부 로젝트 지역사회

홍보  단계 PR 미디어 일반 

략  단계 경  시스템 규범 주주, 지역사회

총체  단계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규제자, 고객

출처: Visser(2011) 

Ⅱ. 이론적 배경 

2.1 CSR의 정의와 범위 

CSR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연구는 

Bowen(1953)이 CSR은 “사회의 목적과 가치 측면

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결정을 내리거

나 일련의 행동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의무”라고 

언급하며 기업가의 의무를 기업의 이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목적과 가치측면으로 확대하면서

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미국

과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CSR에 대한 많은 논쟁

과 연구가 있었으며 현재 국내 학계에서 CSR의 

개념과 범위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Carroll의 정의이다. Carroll(1979, 1991)은 CSR을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등 4가지 책

임으로 구분하여 CSR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였

으며, “기업의 주주, 고객, 종업원, 거래업자, 경영

자,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적

이든 법적이 아니든 간에 주어진 상황 내에서 그

들이 윤리적으로 추구하려고 행하는 모든 행동”

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

관점을 포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 기

업경영 실무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CSR

의 실행 범위는 2010년 11월에 발표된 ISO26000

으로 7가지 핵심주제(1.조직 거버넌스, 2.인권, 3. 

노동관행, 4.환경, 5.공정거래 관행, 6, 소비자 이

슈, 7.지역사회 참여와 발전)를 제시하고 있다. 

2.2 CSR의 실행단계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CSR을 기업의 경쟁

력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원칙과 

실행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무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지속가능연구원의 

Visser(2011)는 CSR의 실행단계를 <표 1>과 같이 

방어적 단계, 자선적 단계, 홍보적 단계, 전략적 

단계, 총체적 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방법, 핵심 구현요

소,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CSR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단계를 총체적(Systemic)단계

로 제시하며, CSR이 비즈니스 모델 전체와 통합되

어야 하고 이것이 기업경영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보스턴대학 기업시민센터 Mirvis and 

Googins(2006)는 CSR을 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과 연계하여 <표 2>와 같이 기초,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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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실행단계

1단계

기

2단계

개입

3단계

신

4단계

통합

5단계

변형

핵심 개념
일자리, 이익

세

자선사업

환경보호

이해 계자

리

지속가능

경

비즈니스

변화

략  의도 법 규범 운 자격 비즈니스 사례 가치 심 제안
시장창조

사회변화

리더십 말로만 지지 에서 지원 맨 의 청지기
앞선

챔피언

미래지향

비 제시

실행구조
주변

직원주도

기능

오 십

상호 기능

력

조직

조정
주요 경 활동

이슈 리 방어 반응, 정책
책임  

로그램

선제

시스템

새로운

정의

이해 계자 

계

일방

계
상호교류

실질

트 십
동맹

다각

력 계

정보공개 측면방어  계  보고 보증 체공개

출처: Mirvis and Googins(2006)

혁신, 통합, 변형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핵심개념, 전략적 의도, 리더십, 실행구조, 이슈관

리, 이해관계자 관계, 정보공개와 관련된 실행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중 최종단계인 5단계 변형

(Transforming) 단계는 총체적인 비즈니스의 변화

를 일으키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단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

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과 CSR이 통합되는 실행구조가 갖

춰져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CSR과 관련된 주

요이슈와 위험요소들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2011년 마이클 포터가 

공유가치창출(CSV)개념을 제시한 이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나 신규 사업 진출에 있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략

적 CSR의 발전된 형태로 비즈니스와 사회공헌의 

결합, 사회문제에 대한 비즈니스 방식의 솔루션 

제시에 대한 논의와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박병진, 김도희, 2013; 박흥수, 이장우, 오

명열, 유창조, 전병준, 2014; 유승권, 박병진, 2016; 

장유정, 조유현, 2016; 조상미, 이재희, 2015). 위

와 같은 앞선 연구들의 공통점은 CSR의 가장 이

상적인 실행형태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CSR이 총

체적, 전략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

업은 차별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는 실질적이고 긍정

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

구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총체적이고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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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합을 이루어내고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론 

2.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CSR의 총체적이

고 전략적인 결합을 통해 가치사슬 관점에서 기

업의 내·외부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제품과 서비

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CSR의 전략적 활용방안

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례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의류기업 ‘파타고니아’를 선

택하였다. 파타고니아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설립된 회사로 현재 미국에서 노스페이스에 

이어 아웃도어 의류부분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CSR, 

지속가능경영, 환경경영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미국의 경제전문

지 포춘은 파타고니아를 ‘지구와 가장 친밀한 기

업’으로 소개하며 의류산업의 환경경영을 주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Casey, 2007.5.29). 또한, 

2017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환경보

존과 사회적 책임에서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파타고니아는 비즈니스가치사슬과 CSR

을 총체적, 전략적으로 결합하면서도 아웃도어 

의류업계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Hollender & Breen, 2010). 

한편, 의류산업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고질적인 환경오염문제와 최근 10년간 전 세

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Fast Fashion 브랜드로 

인해 제3세계 OEM 의류생산업체의 노동환경 악

화, 아동노동,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

생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

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에 

속한 파타고니아의 CSR 실천사례가 의류산업전

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3.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사례분석틀로는 <그림 1>의 Porter 

(1985, 2001)의 가치사슬(Value Chain)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Porter의 가치사슬을 사

례분석틀로 사용한 것은 앞서 제시한 Mirvis and 

Googins(2006)과 Visser(2011)가 긍정적인 사회변

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CSR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CSR이 총체적인 결합을 이루

어야 한다고 한 것에 착안하였으며, Porter의 가치

사슬은 현재 기업단위의 비즈니스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Poter의 가치사슬과 CSR의 결

합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글로벌 대

기업의 제3세계 생산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아

동노동착취, 환경, 인권, 사회문제를 다루는 공급 

사슬망(Supply Chain)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Andersen & Skjoett-Larsen, 

2009; Carter & Rogers, 2008), 국내에서는 최근 공

유가치창출관점에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중 공급

망 및 협력업체 관리, 기업사회공헌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 등에 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박병진, 김도희, 2013; 유승권, 박병진, 2016; 

이경우, 류성민, 2014; 장유정, 조유현, 2016;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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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rter(1985, 2001) 

<그림 1> Porter의 가치사슬(Value Chain)

미, 이재희, 2015). 

본 연구는 파타고니아가 Porter(1985, 2001)의 

가치사슬과 CSR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파타고니아, CSR, 가치사슬, 경영전

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논문, 단행본, 보고서, 

언론기사, 인터넷 등)를 조사하였다. 특히, 2016

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벤츄라에 위치한 파타

고니아 본사를 방문하여, 사회책임 및 환경부문 

선임매니저 Wendy Savage와 브랜드 책임과 평가 

보고서 제작 선임 매니저 Logan Duran, 제품책임 

매니저 Elissa Loughman을 인터뷰하였으며, 국내

에서는 파타고니아 코리아 김광현 매니저와 인터

뷰한 결과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파타고니아의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

3.1 파타고니아의 역사와 미션

파타고니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츄라에서 

1973년에 설립된 아웃도어 의류회사로 2016년 연매

출 8억 달러를 달성하여 노스페이스에 이어 미국 

내 아웃도어 브랜드 중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 말 현재 2,200여명의 임직원

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17개국 83개 의류생산

업체와 OEM 협력관계 및 25개국 150개 원자재생산

업체와 납품관계를 맺고 있다. 파타고니아의 역사

는 창업자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 이하 쉬나

드 회장)가 1957년 설립한 등산장비회사 쉬나드 

이큅먼트(Chouinard Equipment)로 거슬러 올라간

다. 쉬나드 회장은 15세부터 암벽등반을 시작한 

등반가로 당시 조악하고 값비쌌던 유럽산 암벽등

반장비에 대한 불편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

산 동료들과 함께 암벽등반용 강철 피톤(암벽 등반 

시 안전로프를 고정하기 위해 바위틈새에 밖아 넣

는 철제 고리)을 직접 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

다. 창업초기부터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1970년 

미국 암벽등반장비 회사 중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1972년 쉬나드 회장은 자신들이 

만든 강철 피톤이 암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암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등반을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사례

38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4호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 한 후, 당시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강철 피톤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인 알루미늄 초크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쉬나드 회장은 “피톤을 포기하고 초크를 

생산하게 된 것이 환경경영에 눈을 뜬 계기가 되었

다. 우리가 좋아하는 암벽등반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암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

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원

칙이 생긴 것이다.” 라고 밝히며 환경경영을 시작하

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Chouinard, 2006).

쉬나드 회장은 1973년 등반과 아웃도어 라이

프에 적합한 기능성 의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파

타고니아를 설립하였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기

능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

년까지 약 5년 동안 매출액이 2000만 달러에서 1

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던 

파타고니아는 급속한 사세확장에 비해 경영체계

와 협력회사 관리체계가 미흡하였던 탓에 1991년 

큰 위기를 맞고 전체직원의 20%를 감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때 쉬나드 회장은 이

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의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근본적인 혁신

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외부 경영전문가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경영체계 개

편을 단행한 후 다음과 같은 미션을 새롭게 세우

게 된다.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자연과 환경에 불필요

한 해악을 끼치지 말 것이며, 비즈니스를 통해 환

경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Chouinard, 2006).”

3.2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

3.2.1 본원적 활동과 CSR의 결합

Porter의 가치사슬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

으로 구분된다. Porter(2001)는 본원적 활동에 대

해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물리적 과정과 이

것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유통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정의하였다. 

3.2.1.1 투입물류와 CSR의 결합

투입물류(Inbound Logistics)는 생산을 위한 원

자재수급, 보관, 재고관리, 운송 등을 의미하며 

CSR 측면에서 친환경 원자재의 사용과 화석연료

사용 및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물류운송방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있다(McKinnon, Browne, 

Whiteing, & Piecyk, 2015). 파타고니아는 원자재

수급에 있어 CSR 관점인 ‘환경영향성’을 결합하

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기농면화의 100% 사

용이며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8년 파타고

니아 보스턴매장의 직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매장 안에서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

데히드가 검출되었다. 파타고니아는 문제의 원인

을 찾기 위해 의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4가지 

섬유(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울)의 환경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 화학섬유도 문제였지만 면이 

훨씬 더 자연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면섬유의 원재료인 목

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유기인계살충제를 사용

해야 하는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화학무기

로 개발된 것으로 토양뿐만 아니라 인간의 중추

신경계를 손상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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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파타고니아의 협력업체 선정·유지기준

기업경 품질 사회 환경

· 가격 경쟁력

· 생산능력

· 배송능력

· 생산능력

· 품질표  수

· 인권, 법

· 임 , 근로시간

· 정보공개, 투명성

· 인사 리

· 환경 리시스템

· 화학물질 리

· 탄소배출

· 에 지 사용

· 폐기물 리

출처: Patagonia(2016)

한 파타고니아는 1996년 모든 면제품에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면화를 사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유기농면화는 살충제를 사용한 면

화에 비해 평균 1.5배 이상 비싸며, 공급 가능한 

농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시 면직 의류는 

파타고니아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던 몇 종의 의류는 적절한 면화

원단을 구하지 못해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91종

이었던 면직생산품을 66종으로 줄였고, 면화를 

대체할 신소재 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경영철학과 미션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한 것이다. 파타고니아는 이러한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자재 수급에 CSR 관

점인 환경영향성과 고객 안정성을 결합하여 제품

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Hollender 

& Breen, 2010). 

3.2.1.2 제조생산과 CSR의 결합

가치사슬에서 제조생산(Operations)은 투입된 

원자재를 최종 생산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과정

을 의미하며 가공, 포장, 조립, 장비유지, 검사 및 

기타활동이 포함된다. CSR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조생산과정이나 생산협력업체의 노동, 인권, 

환경오염, 근로조건 등이 주요이슈가 되고 있다

(Castka, Bamber, Bamber, & Sharp, 2004). 

가치사슬에서 제조생산은 의류업을 포함한 모

든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의

류산업에서 제조생산 경쟁력강화는 대부분의 주

요 의류 브랜드가 직접생산방식이 아닌 OEM 생

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다소 차이

가 있다. 이와 관련, Lin(2004)은 의류산업과 같이 

OEM 생산방식이 보편화된 산업에서 차별적 경

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OEM업체를 선정하고 관

리하는 방식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

미라고 하였다. CSR 관점에서도 생산협력업체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서론에서 소개한 나이키 

사례와 같이 OEM업체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는 

원청업체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제3세계 협력업체의 공정노동 이슈는 

CSR에 있어 핵심 해결과제 중에 하나이다(이영

면, 신태중, 2014). 

파타고니아는 제조생산에 CSR 관점을 결합하

기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유지하는 기준에 CSR 

관점인 ‘사회’와 ‘환경’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파타고니아 본사의 사회책임 및 환경 선임

매니저 Wendy Savage는 인터뷰를 통해 <표 3>과 

같이 파타고니아의 생산협력업체로 계약하고 거

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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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경영, 품질 뿐만 아니라 CSR 관점의 사회, 

환경조건도 갖추어야 하며, 납품계약을 맺을 때

는 물론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생산협력업체에 사

회환경책임팀을 보내 생산 환경을 직접 확인한다

고 하였다. 파타고니아가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사회’ 관점을 추가한 배경에는 현재 주요 의류브

랜드와 생산협력업체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Fast Fashion 시장

의 급속한 성장은 더 빨리, 더 싸게 의류를 생산

하는 경쟁을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제3세계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된 노동, 안전하지 

못한 근로환경을 통해 매우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Turker & Altuntas, 2014). 

파타고니아도 협력업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

다. 2000년대 초반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자 협력

업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협력

업체 수가 100개를 넘자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

술해지고 각 협력업체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생산계약을 맺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은 떨어지고 납기는 늦어

졌으며,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가 

급증하였다. 이후 파타고니아는 협력업체 수를 

적정선으로 줄이고 사회환경책임 조직을 신설하

여 협력업체를 선정·유지하는 기준에 사회와 환

경 등의 CSR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위험발생요인

을 줄이고 품질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파타고니아의 협력업체 선정·유지기준에서 

‘사회’부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근로자

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Living Wage)

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주

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

금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최저임금보다 평균적으로 10~15% 높은 수

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Wendy Savage 매니저는 

“파타고니아 의류를 생산하는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게 되면 그것은 좋

은 품질과 낮은 불량률로 이어진다. 임금에 불만

이 있는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은 불량률이 높고, 

품질이 떨어진다.” 고 언급하며, 2017년 중에 모

든 생산협력업체에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Logan 

Duran 매니저는 “파타고니아의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방식에 사회, 환경 기준을 도입한 후 동일 협

력업체 기준으로 도입하기 이전보다 불량률은 평

균 5%이상, 협력업체와의 3년 이상 지속 계약률

은 7%이상 개선되었으며, 협력업체와 갈등 및 문

제, 품질불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5% 이상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의 협력업체 선정·유지기준에서 

‘환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용수와 폐수를 줄이는 일이다. 환경단

체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공장폐수

의 20%가 의류공장의 염색과 세탁과정에서 발생

하며 섬유공장의 폐수는 약 72종의 유독성화학물

질을 포함하고 있어, 의류공장이 많은 제3세계 

하천과 바다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고, 의류제

작과정에 필요한 용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평균 

30% 이상 많다. 파타고니아의 협력업체 스위스

텍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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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절약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염색공정

에 용수사용을 50% 절감하였으며, 폐수열복구시

스템을 활용하여 유입된 차가운 물을 예열하기 

위해 폐수의 열을 재활용하고 있다. 파타고니아

는 스위스텍스의 최신 용수절감 및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다른 협력업체에도 적용, 확대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2011년

을 기점으로 모든 생산협력업체가 완벽한 폐수정

화시스템을 갖추고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준

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

독을 하고 있다. 

3.2.1.3 산출물류와 CSR의 결합

가치사슬에서 산출물류(Outbound Logistics)는 

최종 생산제품을 수집, 보관, 운송, 판매상 분배 등

을 통해 생산지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

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의미한다(Porter, 2001). 

Wendy Savage 선임매니저는 파타고니아 제품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제품을 생산해서 폐기 될 때

까지 모든 과정 중 물류운송부분에서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언급하

며 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원재료생산, 원단제조, 염색, 봉제가 

각각 수천 km이상 떨어진 대륙별, 국가별로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타고니아라는 개별회사

가 의류산업 전체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존

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타고니아는 이런 한계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생산과 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투명하게 공개

하는 발자국 연대기(Foot Print Chronicles) 인터넷 

사이트(http://www.patagonia.com/footprint)를 운영 

중이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매해 3%이상

의 CO2배출감소와 2.5% 이상의 물류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1.4 마케팅 및 판매와 CSR의 결합

마케팅과 판매는 가치사슬에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Porter, 2001), 

광고, 프로모션, 영업, 가격책정 등이 이에 해당

한다. 마케팅과 판매에 있어 CSR은 브랜드 이미

지와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친

환경요소가 매우 미미한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과대, 과장 광고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지성구, 2010; Holt & 

Cameron, 2010). 파타고니아의 마케팅과 판매 전

략은 다른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와 많은 차별점

이 존재한다. 다른 아웃도어 의류브랜드들이 매

스 미디어를 활용한 상업광고와 할인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면 파타고니아는 마케팅과 광고에 

CSR관점을 결합한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보호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집중

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광고비 대부분을 제품

판매를 위한 상업광고가 아니라 3~4년 단위로 진

행하는 환경보호 공익 캠페인에 사용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1970년대 요세미티 암벽을 손상시

키지 말자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유전자 변형 식

품 도입반대, 야생 연어 보존, 오래된 댐을 철거

하여 산란지로 회귀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자는 캠페인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파타

고니아의 마케팅 중 주목되는 것은 자사의 제품

을 사지 말라는 캠페인 광고이다. Don't buy this 

jacket(<그림 2> 참조) 광고는 파타고니아의 공동

자원활용(Common Threads Initiative) 캠페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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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atagonia(2016)

<그림 2> 파타고니아의 캠페인 광고

환으로 고객이 매장에 헌 옷을 기부하면 그 옷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옷이나 용품, 소재로 만드는 

일이다. 이 캠페인은 전통적인 자원재활용 운동

인 4R(Reduce, Repair, Reuse, Recycle)에 고객과 

함께 생각의 전환을 통해 대체 가능한 것만을 자

연으로부터 가져오자는 Reimagine(생각의 전환)

을 결합하여 5R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Holt and 

Cameron(2010)은 Don't buy this jacket 광고와 캠

페인을 통해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철학을, 나아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판매한 것

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마케팅의 이상적인 단계

인 ‘문화혁신(Culture Innovation)’을 실현한 것으

로, 문화혁신을 일으키는 브랜드는 충성고객 및 

브랜드 매니아의 지속적 증가를 가져온다고 강조

하였다. Logan Duran 매니저는 파타고니아 단골

고객 중 약 20%가 파타고니아의 친환경가치에 

동조하는 매니아 성향의 고객이라고 말하며, 파

타고니아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은 제품을 부각시

키기 보다는 자연의 소중함과 아웃도어 라이프의 

유익함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러한 파타고니아의 마케팅과 공익캠페인의 중심

에는 창업초기부터 발행하고 있는 카탈로그가 존

재한다. 100% 재생용지로 제작하는 파타고니아

의 카탈로그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환경보

호 캠페인에 대한 소개가 지면의 주요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고객들이 직접 찍어 보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진들이 실려 있다. 

쉬나드회장은 파타고니아의 카탈로그는 파타고

니아에게 마치 성경과 같으며, 우리의 철학과 우

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외부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한편, 미

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등반가 협회

인 미국알파인클럽(www.americanalpineclub.org)

은 파타고니아 카탈로그를 광고지가 아닌 등산용 

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보존의 중

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로 평가하고 있다. 

3.2.1.5 서비스와 CSR의 결합

서비스는 가치사슬에서 제품의 가치를 유지하

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판매 중 또는 판매이후의 

설치, 수리, 교육, 보정, 부품공급 등의 활동을 의

미하며, CSR에 있어 고객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

는 필수적인 항목임과 동시에 고객은 CSR 실천 

지수가 높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 및 브랜드 선호

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홍재원, 박승배, 

김용재, 2016; Poolthong & Mandhachitara, 2009). 

파타고니아는 고객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AS기간이 판매 후 평균 1

년 정도인 관행과는 달리 평생보증을 약속하고 

있다. 파타고니아의 모든 제품에는 철갑보증서

(Ironclad Guarantee) 라벨이 붙어있다. 철갑보증서

에는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사용 도중 불만족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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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구매한 곳이나 본

사로 보낼 경우 수선, 대체, 환불이 가능하며 또

한 오래 사용하여 마모된 것은 실비로 고쳐준다

는 내용이 적혀있다. 파타고니아 제품책임 매니

저 Elissa Loughman는 “파타고니아 제품은 시간

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적게 구입하고 오래 입자는 Don't buy this 

jacket 캠페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이 월등히 좋아야 할뿐 아니라 제

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고객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파타고니아의 특별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Our Worn Repair Te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파

타고니아의 의류수선 서비스 트럭이 국립공원이

나 유명한 등산코스, 캠핑장 등을 찾아 의류를 현

장에서 수선해주는 서비스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파타고니아는 

이동서비스팀을 운영하면서 수선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약점을 파악하고 고객들

의 불만과 제품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

취하여 새로운 제품에 반영하는 등 고객과의 적

극적인 현장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의 

품질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 

3.2.2 지원활동과 CSR의 결합

가치사슬에서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은 본

원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

업의 기본적인 경영지원 및 기반활동이다(Porter, 

2001). 지원활동과 CSR의 결합은 그동안 많은 논

의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기

업 인프라 측면에서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인

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윤리적 인재선발과 양성, 기

술개발 측면에서 친환경 기술 및 디자인개발, 구

매측면에서 친환경 관련 기자재구입 및 에너지 절

감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3.2.2.1 기업 인프라와 CSR의 결합

기업 인프라(Firm Infrastructure)는 조직구조,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법, 재무, 회계, 공무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다른 지원활동과는 달리 가치사

슬에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치사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업

의 인프라가 각 가치사슬에 최적화된 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기업 인프라 자체가 매우 중

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Porter, 2001). 

기업 인프라 중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이 기업문화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유형적, 물

리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기업문화는 의사소통, 의사결정, 

목표, 전략, 임직원의 만족도와 업무성과 등 기업

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무형적 인프라가 되고 

있다(Naor, Goldstein, Linderman, & Schroeder, 2008). 

특히 CSR관점에서 기업문화는 기업의 가장 중요

한 핵심 이해관계자인 임직원들과의 관계를 형성

하는 무형적인 인프라로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결

합된 포괄적인 CSR을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Pohl, 2006). 

Logan Duran 파타고니아 브랜드 책임부문 선

임매니저는 파타고니아 기업문화에 대해 “파타

고니아의 기업문화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임직

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쿼이 인디언 부족회의는 중

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향후 일곱 세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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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고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다음 결정을 내린다. 파타고니아

는 이로쿼이 인디언 부족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아웃도

어 브랜드에 비해 트렌드 반영이나 신제품 출시 

주기는 조금 늦지만 그만큼 우리의 경영철학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본사 사무실에는 개인 사무실이 아예 없고, 최고 

경영자나 임원, 일반 직원 모두 오픈된 공간에서 

평등한 분위기에서 일한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

션을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파타고니아의 경영철학을 꾸준히 유

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3.2.2.2 인적자원관리와 CSR의 결합

인적자원관리는 고용, 훈련, 역량개발, 보상, 

승진, 노사관계, 업무배치 등 기업과 임직원 개인

간의 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활동

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지 인적자원

관리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대부분의 가치사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문역량이 필요하거나 서비스 집중화된 산

업에 있어 임직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Porter, 

2001). CSR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내

부 이해관계자 관리측면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노동권 보호와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

고 무엇보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CSR에 대해 이

해하고 실천하며 CSR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Hollender & 

Breen, 2010). 파타고니아의 인적자원관리와 CSR

의 결합은 1) 인재선발과정에서 파타고니아의 경

영철학과 환경보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

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 2) 입사 후 환경보

전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교육과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하게 하는 것, 3)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Wendy Savage 선임매니저는 쉬나드 회장의 창

업정신과 환경보호, 지속가능경영과 같은 경영철

학이 어떻게 수천명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업

무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파타고니아의 경영철학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

려고 노력한다. 특히 아웃도어 스포츠에 대한 관

심과 실제 즐기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환경보호

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다. 파타고니아는 공개채용방식보다 파타고니아 

직원들이 추천하는 지인들이 입사하는 경우가 많

다.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스스로 같이 일하고 싶

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사 후에 환경보호, 지역공

동체활동, 현장직무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거치며 직원들이 원할 경우 연간 최대 2개
월까지 지역사회의 환경 NGO 프로젝트에 유급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2015년 오바마 대통

령으로부터 사내복지와 문화개선의 공로를 인정

받아 Champion of Change 상을 수상하였다. 자유

시간근무제, 유기농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사내식

당, 유급육아휴직제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서 최초로 1984년에 설립한 사내 유치원 Great 

Pacific Child Development Center가 모범적인 사내 

보육시설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양질의 자녀교육 보장을 위해 설립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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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육시설에는 현재 2개월~9세 아동 80여명이 

돌봄을 받고 있다. 

3.2.2.3 기술개발과 CSR의 결합

기술개발은 노하우, 연구개발, 프로세스 자동

화, 설계 등의 활동이 해당되며 모든 산업에 있어 

중요하고 가치사슬에서 특정한 부분에만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며, 지속적

인 혁신과 기술개발이 차별적 경쟁력을 보장한다

(Porter, 2001). 아웃도어 의류산업에서 기술개발

은 원단과 가공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차별화된 

기능과 가공 및 세탁이 쉬운 원단은 아웃도어 의

류 브랜드에게 큰 경쟁력을 제공한다. 파타고니

아는 아웃도어 스포츠에 적합한 신소재개발에 

CSR 관점을 더해 친환경,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섬유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면제품

의 환경영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파타고니아

는 PET(Polyester)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일반 

석유로 섬유를 만드는 것보다 환경에 훨씬 덜 해

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타고니아는 천연 

면화와 천연 양모를 대체할 수 있으며 보온성과 

보관성이 뛰어나고, 세탁성이 수월한 섬유를 개

발하기로 하고 Wellman사와 협업을 통해 PET 폐

공병에서 섬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파타고니아는 이것을 활용한 제품을 Synchilla로 

명명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에 적용

하였다. 파타고니아는 이 기술로 PET병 25개로 1

벌의 자켓을 만들 수 있는데, 1993년부터 2015년

까지 1억개의 PET병을 재활용하였다. 또한 서핑

복, 잠수복에 사용되는 합성소재 Neoprene는 고

밀도 석유화합물로 만든 제품으로 다량의 석유가 

필요하며 재활용이나 재생이 불가능하다. 파타고

니아는 2008년부터 Neoprene을 대체할 수 있는 

섬유를 연구한 결과 Hevea나무수액을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신소재 Yulex를 개발하였다. Yulex

는 Neoprene에 비해 80% 이상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파타고니아

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술로 이전보다 원재료

비 15%이상, 친환경원료를 사용하는 기술로 이

전보다 CO2배출 13% 환경폐기물 비용 11%이상

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3.2.2.4 조달과 CSR의 결합

조달(Procurement)은 가치사슬 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서비스, 예비부품, 실험실 재료, 사무용

품, 건물 등을 구매 및 공급해주는 기능이다

(Porter, 2001). 파타고니아는 조달에 친환경, 에너

지절감, 자원재활용,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과 같

은 CSR 관점을 결합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부분

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Logan Duran 매니저는 

파타고니아의 건물과 건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새 건물을 짓지 않는다. 되도록 헌 건물에 

쓰던 건축자재와 가구를 구입하며 오래된 건물이

나 역사적인 건물은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건축

자재는 재생원료로 만든 것이나 재생이 가능한 

것들로 쓴다. 예를 들어 단열내장재는 해바라기

씨 껍질이나 짚 같은 것을 압착해서 쓴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벤츄라에 위치한 파타고니아 본

사 건물은 재생볏짚이 주 건축자재로 사용되었

다. 셋째, 모든 건축물은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

하며 초기 건축비가 더 들더라도 오래가도록 지

으며, 향후 철거하더라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사례

46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4호

소화하도록 설계하며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

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실례로 1996년 지어진 파

타고니아의 최대 규모 리노 물류센터는 태양전기

와 복사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60% 가까이 절

약하였으며, 모든 건축자재를 재활용 소재로 활

용하였다. 또한 파타고니아 본사 주차장에는 초

대형 태양 전지판과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50% 

이상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3.3 수익과 CSR의 결합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가치사슬의 본원적 활동

과 지원활동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차별화 경쟁

력이 실현되면 결국 기업은 수익을 얻게 된다. 기

업은 얻은 수익의 일부를 가치사슬에 다시 투입·

순환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Poter, 2001). CSR 관점에서 수익사용의 대

표적인 방법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다. 파타고니아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1985년 파타고니아

는 이익의 10%를 환경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쉬나드 회장은 ‘우리 모두가 자연의 일

부이며, 파타고니아의 환경기부금은 지구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 이라고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Chouinard & Stanley, 2013). 이후 파타고

니아는 연 매출의 1% 또는 이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쉬나드 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뜻을 같

이하는 회사들을 설득하여 매출 1%를 환경단체

에 기부하는 공익재단 ‘지구를 위한 1% 재단’을 

창립하였다. 2016년 말 현재 1,200여개의 회원사

가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3,300개 이상의 환

경관련 비영리단체가 이 재단으로부터 기부를 받

았다. 파타고니아는 2002년 1% 재단 설립이후 현

재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재단에 기부하였다. 또

한 파타고니아는 1994년부터 풀뿌리 환경운동가

들을 위한 컨퍼런스 Tools for Grassroots Activists 

Conference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100명 이상의 환경 운동가가 참여하여 정보를 공

유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일하는 활동가들에

게 조직 경영, 마케팅, 미디어 관련 업무 노하우

를 교육하고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파타고니아

의 임직원들도 소액기부를 통해 제3세계에 위치

한 생산협력공장들의 노동자들에게 장학금, 의료

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Ⅳ. 파타고니아의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성과와 성공요인 

4.1 파타고니아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성
과

파타고니아의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

합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1. CSR과 연관된 다

양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 2. CSR과 관련된 차

별화된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차

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3. 이를 통한 기

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성장이다. 

파타고니아의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

합(ISO26000 7대 핵심영역 연관관계) 및 성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는 Poter의 비즈니스가치사슬에서 파타고니

아가 어떻게 CSR과 결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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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파타고니아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성과

구분
실행

역
CSR 결합

ISO26000

련 역 

성과

리스크 방 차별  경쟁력 확보

본원  

활동

투입

물류

· 친환경원자재 투입

· 100% 유기농 면화

사용

· 환경

· 소비자 이슈

· 제품, 고객리스크 방

· 유해제품, 환경 괴기업

  외평  리스크 방

· 고객 불만 감소

· 제품 고 화

· 친환경, 고객안  고려

  랜드 차별화

· 매출증가(연10~15%)  

제조

생산

· 력업체 선정기

사회, 환경 역포함

· 사회 : 인권, 법, 안 , 

생활임

· 환경 : 용수 감

  폐수처리,CO2 감소

· 환경발자국 연 기 :

생산 과정·업체 

  인터넷공개

· 인권

· 환경 

· 소비자 이슈

· 노동 행

· 공정운 행

· 생산 력업체 발생 

  리스크 방 

  (인권, 노동권, 환경

안 사고 등)

· 제품납기, 품질리스크 

  방 (불량률 5%이상

  낮춤, 력업체 지속

  계약기간 7%개선,

  필요비용 5% 감)

· 제품 고 화

· 품질 안정화

· 생산 력업체와 상생, 

인권보호, 환경보호를 

하는 기업, 랜드 

이미지 구축

· 랜드 매니아 증가

· 매출증가(연10~15%)

외부

물류

· 물류거리 최소화

· 환경발자국연 기
· 환경 · 물류리스크 방

· 친환경 랜드 차별화

· 물류비용 2.5% 감

마  

매

· 환경보  캠페인

· 자원재활용 캠페인

· 친환경 카탈로그

· 환경단체지원

· 환경

· 소비자 이슈

· 지역사회

  참여와 발

·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좋은 계유지, 옹호세력 

확보

· 친환경 랜드 구축

· 랜드 매니아 확보

· 매출증가(연10~15%)

서비스
· 철갑평생보증제

· 이동 수리서비스

· 환경

· 소비자 이슈

· 고객 불만 방

· 고객 만족도 상승

· 고객 불만 감소

· 랜드 매니아 확보

· 고객 심 랜드

  이미지 구축

· 매출증가(연10~15%)

지원

활동

기업

인 라

(문화)

·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 평등한 의사소통

· 가치 심 의사결정

· 조직, 의사결정

· 인권

· 노동 행

· 임직원 불만, 리스크 방

· 제품, 서비스 리스크 방

· 일하기 좋은 회사 

  내외부 평  확보

· 임직원 충성도 증가

인

자원

개발

· 가치 심 인재선발  

 장 심교육

· 일하기 좋은 

 환경제공

· 직원복지 차별화

· 조직, 의사결정

· 인권

· 노동 행

· 기업의 가치와 철학에 반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으

로 인한 리스크 방

· 가치 심, 윤리 인

  역량있는 인재확보

  (입사경쟁 평균 3~400  : 1)

· 차별  랜드 유지 

기술

개발

· 친환경, 재생섬유 

 개발
· 환경

· 환경 괴 리스크 방  

· 원재료 가격상승 리스크 

방

· 친환경 가치 심 소비자 

안정  확보

· 친환경 랜드 차별화

· 매출증가(연10~15%) 

조달

· 친환경 건물 건축

· 자원재생

· 친환경에 지 사용

· 환경

· 환경 괴 리스크 방

· 에 지비용 10% 감

· 구매비용 5% 감

· 친환경 랜드 차별화 

수익

· 환경단체지원

· 1%재단

· 환경단체컨퍼런스

· 공익캠페인

· 지역사회개발

· 환경

· 환경 괴 리스크 방

· 정부, NGO 갈등문제

개선  방

· 친환경 랜드 차별화

· 환경 련 NGO 우호

  세력 확보

· 매출증가(연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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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아웃도어산업 회(2016, http://outdoorindustry.org), Patagonia(2016)

<그림 3> 미국 아웃도어의류 Top 15 브랜드와 파타고니아 매출성장비교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이 ISO26000의 7대 주

요 사회책임 영역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지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CSR과 결합된 각 영역

의 비즈니스 활동이 구체적으로 리스크 예방과 

차별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기업의 성과에 어

떤 긍정적인 성과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

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파타고니아의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

의 결합은 결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3>는 파타고니아와 파타고니아를 포함한 

미국 아웃도어 의류브랜드 Top15 기업의 매출성

장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파타고니아는 2006년 

약 2억 7천만 달러였던 매출이 2015년 7억5천 달

러로 10년 동안 2.7배 가까이 상승하였지만 업계

평균은 2006년 1.5억 달러에서 2016년 1.9억 달러

로 10년 동안 1.3배 성장에 그쳤다. 

Logan Duran 매니저는 파타고니아와 미국 내 

기타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의 매출 성장 비교에 

대하여 “2001년 911테러와 엔론사태, 2008년 금

융위기 시기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매출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는데, 파타고

니아는 위기상황에도 매년 10~15%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없으

며, 파타고니아가 그동안 보여준 브랜드 가치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인 고객확대로 연결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Holt and Cameron(2010)은 사회와 경제가 불안해

지고 윤리, 환경적 가치가 훼손될수록 소비자들

은 그런 가치를 지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제

품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주

장하며, 2000년대 이후 환경보전과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파타고니아에 대한 



유승권, 박병진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49

<그림 4>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 결합의 성공요인  

브랜드 매니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4.2 파타고니아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 
성공요인

파타고니아가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을 총

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에 대해 파

타고니아 CSR 매니저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6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동

심원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심원은 중심에서 밖으

로, 밖에서 안으로 상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는 쉬나드 회장의 ‘리더

십’이 존재한다. 최근 오너나 경영자의 리더십이 

CSR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 Strand(2015)는 CSR의 실

행을 위해서는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CSR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Angus- 
Leppan, Metcalf, and Benn(2010)은 혁신적인 성향

의 리더십이 CSR 실현에 더 적극적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Logan Duran 매니저는 쉬나

드 회장이 환경경영에 대한 경영철학이 분명하고 

CSR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혁신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즈니

스 가치사슬과 CSR을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

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원은 ‘기업의 미션과 경영철학’이다. 

Wendy Savage 매니저는 파타고니아의 미션이 기

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최우선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Verboven(2011)는 CSR과 커뮤니

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미션이 CSR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어와 표현을 사용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실현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환경보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환경에 불필요

한 해악을 끼치지 말 것’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

으며, ‘비즈니스를 통해 환경위기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는 비즈니스와 CSR을 

결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본사를 비롯한 사옥, 매장

에 기업의 미션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원은 ‘가치 중심 의사결정 및 인력채

용’이다. 쉬나드 회장(2006)은 파타고니아의 의사

결정은 단기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업의 경영철학과 미션,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CSR의 실행과 

가치 중심 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대해 Zwetsloot 

(2003)는 기업과 개인(임직원)수준에서 가치 중심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기업 활동에 대한 지속

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때 CSR의 실행수준은 높

아진다고 하였다. 파타고니아는 강철 피톤 대신 

알루미늄 초크를 선택하고 농약재배 면화대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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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 면화를 사용하며, 생산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사회와 환경기준을 추가하는 등 단기적 

이익이 아닌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의 가치를 중심

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Logan Duran 매니저

는 “보통의 기업들은 단기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

고 일반적인 의사결정 지표이지만, 파타고니아의 

경우 ‘기업의 미션과 경영철학을 실천하면 이익

은 반드시 따라 온다’는 쉬나드 회장의 확고한 리

더십이 임직원 전체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과 같은 중요한 가치

를 비즈니스에 결합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 

단순히 비용(물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지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

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차

별적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필수적인 ‘전

략적 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의 ‘CSR은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라
는 생각에 대해 파타고니아는 다른 기준을 가지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파타고니아는 이러한 가치 중심 의사결정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수평적 의사소통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인적자

원과 CSR의 관계에 대해 Cohen(2010)은 인적자

원관리 기능은 회사의 CSR과 지속가능성을 구현

하는 핵심요소이며, 회사의 구성원 개개인의 준

법, 윤리, 환경,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 인

지능력, 인식성향이 CSR 실현에 매우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네 번째 원은 ‘고객과 가치공유’이다. 쉬나드 

회장(2006)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웃도어 라이프

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어떤 옷과 장비가 필요한

지를 알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고민이 필

요 없다.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된다고 

하였다. Visser(2011)는 CSR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제품에 고객들이 기대하는 CSR가치를 실제로 반

영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기업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파타고니아는 자연보전과 아

웃도어 라이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며,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생산 공정

을 통해 100%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있

기 때문에 고객들은 파타고니아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충성스런 브랜드 매니아로 연결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은 ‘고객만족과 신

뢰’이다. Choi and La(2013)는 제품과 고객 서비스

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기업의 CSR에 대한 신뢰

도와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고객 서비스

가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CSR 실

행을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고객에게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우수성 뿐 만 아

니라 철갑보증제를 통한 평생 AS를 실행하고 아

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수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받고 있다. 

여섯 번째 원은 ‘브랜드의 정체성’이다. De 

Chernatony(1999)는 매니아 고객을 창출하는 일류 

브랜드의 정체성과 명성은 기업의 경영철학과 가

치, 문화가 임직원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제

품과 서비스로 나타나고 그것이 외부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직전체가 일관된 행동과 메시

지를 외부로 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파타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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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파타고니아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 성과창출 모델

아는 쉬나드 회장의 리더십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경영철학과 미션, 의사결정, 인력채용, 제품개발, 

제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의 모

든 구성원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공유하고 전달함

으로써 브랜드의 정체성과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

다(Hollender & Breen, 2010). 

Ⅴ. 결 론

5.1 연구결과 및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파타고니아의 CSR 실행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Porter(1985, 2001)의 가치

사슬의 본원적 활동 및 지원활동, 수익의 사용과 

파타고니아의 CSR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결합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면 <그림 5>와 같다. 파타고니아는 가치사슬 

전체에 CSR을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브랜드 정체

성을 확립하고 CSR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며 

동시에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

속가능성과 수익이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Mirvis and Googins(2006)와 Visser 

(2011)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CSR실행의 최종단

계인 변형과 총체적 단계, 즉 비즈니스와 CSR을 

총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실현가능

한 모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파타고니아

는 창업이후 45년 동안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전

체 단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적용 가

능한 CSR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개선하고 혁

신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타고니아의 사

례를 통해 CSR실행의 이상적인 단계인 비즈니스

와 CSR의 총체적 결합은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고 할 수 있겠다. 

둘째, Porter(1985, 2001)의 가치사슬이 CSR을 

비즈니스에 결합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실

무적인 프레임과 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CSR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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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활동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손을 놓고 있거

나 상대적으로 손쉬운 사회공헌활동에만 치중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orter의 가치사슬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내부역량 강화와 차별적 경쟁력확

보를 위한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

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이 이에 대한 이

해도가 높고 자체 분석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사슬과 관련된 기존 분석 자료

에 CSR관점을 대입하면 보다 쉽고 실질적으로 

CSR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5.2 기업경영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이와 같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사례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SR은 더 이상 기업

의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비용 부담을 주는 부가적

인 활동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보이기 위한 홍보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CSR을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다. Poter and Kramer(2011)는 기업의 이윤창출

과 사회에 유익한 사명을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면 

이것이 기업 경쟁 우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였으며, Hollender and Breen(2010)은 스스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한다고 선언한 기업

이라면 그러한 목표를 회사 성장전략 중심에 위치

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파타고

니아의 사례는 환경보전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환

경과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이 결

코 비즈니스와 별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안정

성, 지속성을 높이고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파타고니아만의 차별적 브랜드 가

치를 주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다. 

둘째,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을 총체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또는 동시에 진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점이다. 파타고니아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경영자의 CSR에 

대한 이해와 솔선수범, CSR에 대한 구체적인 목

표와 행동이 명시된 기업미션과 경영철학의 확

립, 단기이익중심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

능성을 고려한 가치중심 의사결정, 경영자와 임

직원간의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일하기 좋은 직장

을 만들기 위한 열린 기업문화, 기업적 가치와 사

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임직원의 채용

과 현장중심 교육 등이 CSR과 비즈니스 가치사

슬의 총체적 결합을 위해서 선결되거나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파타고니

아란 단 하나의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만

으로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총체적인 결합

방안과 성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에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내기업이 

아닌 미국, 그중에서도 CSR에 대한 관심이 상대

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법률적 상황이 상이한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벤치마킹하는데 어려움이나 한계점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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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파타고니아와 같이 CSR, 환경경영, 지속가

능경영에 앞선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실행 

모델화하여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

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CSR 실행영

역에서 초보수준인 국내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춘 

비즈니스와 CSR의 총체적, 전략적 실행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파타고니아와 같이 기업설립 

초기부터 CSR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진 특별

한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

고 CSR을 기업 성장 이후에 전략적으로 도입하

여 성공한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CSR의 총체적, 전략적 실

천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성과, 비재무

적 성과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사례에 대

한 탐색적 연구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환경

경영, 사회책임경영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

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을 산업별, 지역별, 규

모별로 구분하여 대규모 설문이나 데이터를 활용

한 실증분석 방식의 비교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파타고니아를 비롯한 미

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

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비콥

(Bcorp)인증이 확산되고 있다(Honeyman, 2014). 

향후 연구에서 비콥 인증을 받은 전세계 2,000여

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및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사례

54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4호

<참고문헌> 

김선화, 이계원.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관
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대한경

영학회지, 26(9), 2397-2425.

김성택. (2015). New CSR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
울: 청람.

김종대, 안형태, 명재규, 배성미. (2016). 성공적 CSR 전략

으로서 CSV에 대한 평가. KBR, 20(1), 291-319.

노한균. (2011). ISO 26000 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서
울: 박영사.

문형구, 고대권, 김재은, 김정태, 도현명, 안정권, 전민구, 
한정민. (2016). 저성장 시대의 CSR전략. 서울: 
KOSRI.

박병진, 김도희. (2013).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에서 본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추진사례. KBR, 17(2), 
73-99.

박흥수, 이장우, 오명열, 유창조, 전병준. (2014). 공유가치

창출전략. 서울: 박영사.

안영도. (2011). 전략적 사회책임 경영. 서울: 필맥.

이경우, 류성민. (2014). SPC의 공유가치창출 사례연구. 
KBR, 18(4), 59-79.

이영면, 신태중. (2014). 기업의 CSR 활동과 공정 노동. 
한국경영학회 2014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3436- 
3455.

유승권, 박병진. (2016). 국내외 식품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CSR 사례 비교연구. 기업경영연구, 

68, 75-104.

이보인. (2015). 착한기업 콤플렉스. 서울: KOSRI.

장유정, 조유현. (2016). 공유가치창출(인식) 및 적용방안

에 관한연구. 기업경영연구, 23(2), 233-261.

조상미, 이재희. (2015).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공유

가치 창출(CSV)전략에 관한 연구. KBR, 19(3), 
35-58.

지성구.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3, 2251-2269.

홍재원, 박승배, 김용재. (2016). CSR이 브랜드 자산과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22(6), 
167-182.

Andersen, M., & Skjoett-Larsen, T. (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global supply chain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4(2), 75-86.

Angus-Leppan, T., Metcalf, L., & Benn, S. (2010). 
Leadership styles and CSR practice: An examination 
of sensemaking, institutional drivers and CSR 
leader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2), 
189-213.

Bowen, H. R.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o.3). New York: Harper.

Carroll, A.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___________.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Carter, C. R., & Rogers, D. S. (2008). A framework of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Moving 
toward new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38(5), 360-387.

Casey, S. (2007.5.29). Patagonia: Blueprint for green 
business. Fortune. Retrieved June, 21, 2017.

Castka, P., Bamber, C. J., Bamber, D. J., & Sharp, J. M. 
(2004). Integr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to ISO management systems-in search of a 
feasible CSR management system framework. The 
TQM Magazine, 16(3), 216-224.

Choi, B., & La, S. (2013).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customer trust on the 
restoration of loyalty after service failure and 
recovery.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7(3), 
223-233.



유승권, 박병진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55

Chouinard, Y. (2006). Let my people go surfing: The 

Education of a Reluctant Businessman-Including 
10 More Years of Business Unusual. New York: 
Penguin.

___________, & Stanley, V. (2013). The responsible 

company: What we've learned from Patagonia's 

first 40 years. Ventura: Patagonia Press.

Cohen, E. (2010). CSR for HR: A necessary partnership 

for advancing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Austin: Greenleaf Publishing.

De Chernatony, L. (1999). Brand management through 
narrowing the gap between brand identity and brand 
reputation.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1-3), 157-179.

Hollender, J., & Breen, B. (2010). The responsibility 

revolution: How the next generation of 

businesses will win. New York: John Wiley & 
Sons.

Holt, D., & Cameron, D. (2010). Cultural strategy: Using 

innovative ideologies to build breakthrough 

bran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neyman, R. (2014). The B corp handbook: How to use 

business as a force for good. Oakland: 
Berrett-Koehler Publishers.

Lin, B. W. (2004).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EM) 
manufacturing strategy for network innovation 
agility: The case of Taiwanese manufacturing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42(5), 943-957.

McKinnon, A., Browne, M., Whiteing, A., & Piecyk, M. 
(Eds.). (2015). Green logistics: Improving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logistics. 
London: Kogan Page Publishers.

Mirvis, P., & Googins, B. (2006). Stages of corporate 
citizenship.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8(2), 104-126.

Naor, M., Goldstein, S. M., Linderman, K. W., & Schroeder, 
R. G. (2008). The role of culture as driver of quality 

management and performance: Infrastructure versus 
core quality practices. Decision Sciences, 39(4), 
671-702.

Patagonia. (2016). Environmental social initiatives. 
Ventura: Patagonia.

Pohl, M. (2006). Corporate culture and CSR–how they 
interrelate and consequenc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ICCA handbook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7-59.

Poolthong, Y., & Mandhachitara, R. (2009). Customer 
expectations of CSR,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brand effect in Thai retail ba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27(6), 408-427.

Porter, M. E. (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Free Press.

___________. (2001). The value chain and competitive 
advantage. Understanding Business: Processes, 
50-66.

___________, & Kramer, M. 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 2.

Saul, J. (2010). Social innovation, Inc.: 5 strategies for 
driving business growth through social change. 
Hoboken: John Wiley & Sons.

Strand, R. (2015). CSR and leadership. In E. R. Gjerdrum 
Pedersen (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apter 2, pp. 39-71). London: Sage Publications.

Turker, D., & Altuntas, C. (2014).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in the fast fashion industry: An analysis 
of corporate report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5), 837-849.

Verboven, H. (2011). Communicating CSR and business 
identity in the chemical industry through mission 
slogans.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74(4), 415-431.

Visser, W. (2011). The age of responsibility: CSR 2.0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CSR의 결합사례

56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4호

and the new DNA of busin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Ltd.

Waddock, S. (2006). Building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6.

Werther Jr, W. B., & Chandler, D. (2010).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keholders 

in a global environment. New York: Sage 
Publications.

Ziek, P. (2013). CSR infrastructure for communication and 
the Nike controversy. Journal of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3(1), 63.

Zwetsloot, G. I. (2003). From management system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2), 201-208.



유승권, 박병진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57

Abstract

Patagonia, the Case of Combination of Business Value Chai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Yoo, Seung Kwon*, Park, Byung Jin**

This study aims at showing that, through a case of Patagonia, American outdoor apparel company, the overall 
combination of business value chain and CSR could lead to a concrete and strategic corporate performance of sec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risk management and brand differentiation. By 2010, the CSR has emerged as a strategic tool 
for secur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new brand values, beyond the nature of social norms, such as social 
contribution, ethic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at corporations need to comply with. Especially, 
recent studi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SR argue that the total combination of business and CSR can be the 
most ideal achievement. Thus, through the case of Patagonia, this study sought to demonstrate whether the overall 
combination of business value chain and CSR could bring about both strategic value and actual performance to the 
firm. The results of a case analysis show that Patagonia was able to combine the CSR perspectives throughout all 
aspects of the Porter’s value chain. As a result, Patagonia could have effectively prevent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various risks that could arise from poor labor conditions in the Third World OEMs 
manufacturing sector. Also, by actively spreading the valu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eyond environmentally 
friendly environment through all production processes, products, distribution, customer service, and marketing, 
Patagonia was recogniz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brand and has continued to gain a brand loyalty  from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ers who valu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As a result, Patagonia has 
been able to gain 10 to 15 percent annual sales every year for the past 15 years, and secured a second market share 
in the U.S. outdoor market. The Patagonia case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combine business and CSR and indicates 
that the value chain is a useful tool to combine the CSR with the business.

Key Words: Patagonia, CSR, Strategic CSR, Business Value Chain, Cloth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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