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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전문성과 활용경험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컨설팅사브랜드를 매개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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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sulting Expertise and 

Experience of utilizing of Word of mouth intention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ulting Firms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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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컨설팅사브랜드가 컨설팅전문성, 활용경험과 구전의도사이에서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컨설팅전문성과 활용경험이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컨설팅
사브랜드는 컨설팅 전문성, 활용경험이 구전의도 관계에서 매개역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전의도는 우선적으로 컨설팅사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컨설팅전문성과 활용경험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컨설팅사브랜드를 통한 컨설팅전문성과 활용경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컨설팅전문성, 활용경험, 컨설팅사브랜드, 구전의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Consulting firm's brand plays a mediating role in consulting expertise, 
experience utilizing, and word of mouth intention. The results of study show that firstly, Consulting expertise 
and experience utiliz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word of mouth intention, and secondly Consulting firm's brand 
have also a positive effect on th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lting expertise & experience 
utilizing, and of mouth intention. This study have a significant meaning to ascertain that word of mouth 
intention should enhance the value of consulting firm's brand with first priority, and importance of consulting 
expertise and experience utilizing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values of consulting expertise and experience 
utilizing be enhanced by consulting firm's brand.

Key Words : Consulting Expertise, Experience utilizing, Consulting Firms Brand, Word of mouth 

1. 서론

컨설  산업은 Boston Consulting Group(BCG), Bain 

& Company 등 문 컨설 사의 설립과 함께 지속 으

로 성장하여  세계 으로 250조원 의 시장을 형성하

고 있다[27]. 국내에서는 2008년 기  약 2,400여개의 컨

설 업체가 운 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8]. 최근에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힘입어 소기업에서의 컨설  수요도 증가

하면서 소기업을 문으로 컨설  하는 컨설턴트  

컨설 사도 증가하고 있다[1]. 정부의 소기업 컨설  

지원정책에 힘입어 소기업 컨설  시장은 양 으로 팽

창했으나, 컨설 사의 노하우 부족과 문 컨설턴트 부

족, 컨설 사에 한 낮은 신뢰도와 인지도는 소 컨설

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2]. 

컨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상 기업의 37%

가 컨설  결과물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21%

는 비용 비 컨설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상하는 등 

컨설 의 신뢰성  효과성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갖

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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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는 185억원의 산으로 문가 종합 진단

(2,500업체), 지속성장컨설 (경   기술, 1,000업체), 

창업컨설 (500업체)에 총 사업비의 55%(창업컨설  

65%)까지, 업체당 최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컨설 시장의 지속 성장과 더불어 많

은 컨설턴트  컨설 사의 컨설 에 한 많은 수행에

도 불구하고 컨설 을 수진한 고객기업들의 컨설 에 

한 문성과 효과성에 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는 문성과 컨설 경험을 통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성과 활용경험을 조 하는 요 

변수로 컨설 사 랜드에 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심으로 

컨설 문성, 컨설 활용경험, 컨설 사 랜드, 구 의

도 간의 련성을 실증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컨

설 문성과 컨설 활용경험이 컨설 사 랜드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 둘째, 컨설 문성과 컨설 활용경

험과 구 의도 사이에서 컨설 사 랜드의 매개  역할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성에 관한 연구

컨설  수행의 핵심은 문제 규명  문제 해결을 한 

자문 기능으로 이를 해 컨설턴트는 컨설  수행에 

한 문성을 갖춰야 한다[18]. 달자에 한 지각된 

문성 개념을 포함한 신뢰성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의 수

용도가 증가한다[5]. 달자의 문성과 의견 선도성이 

높을 때 정보 탐색자에 한 달자의 향력이 커짐을 

방향  연구로 검증되었다[16]. 정보 달자의 문성

은 정보원이 메시지의 주제 는 이슈(issue)에 하여 

올바른 해답이나 정확한 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수용

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23]. 경

컨설턴트의 역량으로 자질, 기본지식, 문지식, 경험지

식, 윤리성, 성실성으로 제시했다[17]. 경 략 컨설  

참여조직의 상호작용에 한 해석학  연구를 바탕으로 

컨설 에 한 풍부한 문지식과 인간 계 능력, 로

젝트 수행에 필요한 조정  리능력, 극 인 상호작

용이 컨설  에게 요구되는 요한 능력임을 밝혔다

[9]. 컨설턴트 역량으로 성실성  정직성, 신뢰성, 리더

십은 태도 차원의 역량으로 제시하 다[7]. 컨설 서비스

에 한 연구결과 문성, 신뢰성, 공감성, 유형성의 4차

원으로 구성된다고 하 고, 컨설 업체의 문성이 고객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재 구매의사와 

주 에 권유할 의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8]. 소기업 컨설 을 상으로 컨설 의 품질요

소와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간의 계를 모형 화하고 이

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컨설 성과는 주로 컨설턴트

의 문성에 향을 받으나, 컨설 에 한 만족은 컨설

의 문성, 이해도, 신뢰성  성과에 모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컨설 에 한 만족은 고객충성도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15]. IT컨설  서비스품질

인 신뢰성(reliabilty), 응답성(responsiveness), 보장성

(assurance), 공감성(empathy), 로세싱(processing), 교

육(education) 은 고객서비스에 한 만족도 수 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14]. 고객들의 구매과정에서 요한 

결정요인이 문 인 지식에 한 근 이라고 하 다. 

문 인 능력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련된 문 인 지

식이며, 이러한 문 인 지식은 특정인만 가지고 있어

서 고객이 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요한 것

이다[24]. 문성에 해 상품과 서비스에 련된 특수한 

능력이며, 고객의 기 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과의 지속

인 계를 유지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25].

보상정책, 공감성, 확신성, 문성과 같은 제약업체 유

통서비스 특성요인은 만족도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이러한 유의한 향은 재 구매의도  구 의도와 같

은 이용의도를 높인다고 하 다[그림1][11].

[그림 1] 전문성 및 만족도에 대한 구전의도

2.2 활용경험에 관한 연구

컨설  활용도인 소기업 표자의 컨설  산출물 

활용의지, 소기업에서 컨설  산출물을 효과 으로 활

용하기 한 사내 직원에 한 교육  학습 수 , 소

기업의 컨설  산출물의 활용도는 소기업 경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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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그림2][3]. 

[그림 2] 컨설팅활용도와 경영성과 분석모델

컨설턴트의 성실성(Consultant integrity), 고객의 

비와 참여(Client readiness and involvement), 명확한 합

의(Clear agreement), 고객통제(Client control), 컨설턴트

의 능력(Consultant competence), 성과물의 활용(Fit) 등

을 경 컨설 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28]. 총체  체험

과 구  정보의 효과  포 충성도의 계에서 체험은 

구  정보의 양, 구  정보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경험을 통한 고객의 감각 , 감성

, 이성 , 행동 , 계  경험의 유무 는 경험 수

은 련 랜드나 제품 는 포에 한 경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그에 한 직된 품질이나, 랜드 연상

이나 이미지를 강화하고 되고 다시 고객의 포의 재방

문 의향 는 구 의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29]. 소비경험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소비경험의 강도에 

의해서도 구 의도가 향을 받으며 경험에 해 만족하

거나 불만족할 경우 모두 이타 주의  구 동기가 높다

고 보고하 다[12]. 지역향토음식에 한 구 정보에 

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원은 직 경험을 해본 주  

사람들의 추천과 주변사람들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6].

2.3 브랜드 및 구전에 관한 연구

랜드 이미지 의미를 지니고 조직화된 연상들의 집

합이라고 정의하 다. 한 소비자의 기억 속에는 특정 

랜드를 심으로 이 랜드와 련된 다양한 연상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22]. 구 커뮤니 이

션이란 소비자들이 이해 계를 떠나서 비공식 으로 

정 이거나 부정 인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 행 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1]. 랜드개성의 자기 표 력이 

높고 독특할수록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소유한 랜드개

성을 매력 으로 느끼게 되고, 이러한 랜드 개성의 매

력성이 소비자와 랜드간의 일체감에 정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게 되며, 랜드일체감이 높을수록 정

 구 에는 유의한 향을 미친다[4]. 구 의도란 어떤 

특정 서비스 는 제품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

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 는 제품의 우

수성에 해서 자발 으로 추천할 가능성으로서 달자

가 자신의 상업  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비공식  구두 의사소통을 말한다[20]. 고객들

이 제품  서비스 구매에 따른 불만족을 친구나 친지 등 

주 사람에게 부정 인 구 을 하는 유사한 행동을 한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고객만족이 재 구매와 고객 

충성도와 련이 있다는 것과 반복 구매행동과 상품충성

도가 정  태도를 포함한다고 믿고 있다[30]. 랜드 

충성도  이미지는 재 구매와 정  구 효과에 높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10]. 랜드 사랑이 랜드 충성

도와 구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26].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컨설 사의 랜드를 매개효과로 

하여 컨설 의 문성과 활동경험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이다. 이를 해 기존 연구들을 참고

하여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그림 3] 연구모형

문성은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재 구매의도와 구

의도에 향에 계가 있음을 밝혔다[11]. 컨설  활용

경험은 경 성과에 향을 직 인 계가 있음을 밝혔

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컨설  문성과 컨설  활

용경험이 구 의도에 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3.1.1 가설설정

가설1 : 컨설  문성이 구 의도에 정(+)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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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수) 비율(%)

학력

고졸 이하 0 0

고졸 16 13.4

문 졸 11 9.2

졸 62 52.1

석사 24 20.2

박사 6 5.0

입사

(창업)

경력

3년 미만 7 5.9

5년 미만 13 10.9

7년 미만 9 7.6

10년 미만 11 9.2

10년 이상 79 66.4

업체

업종

정보⋅통신 업 5 4.2

제조업 89 74.8

건설업 3 2.5

도소매/유통업 7 5.9

서비스업 9 7.6

기타 6 5.0

업체

종업원 수

10명 미만 33 27.7

50명 미만 45 37.8

100명 미만 12 10.1

300명 미만 19 16.0

300명 이상 10 8.4

업체

매출규모

10 억 원 미만 34 28.6

50 억 원 미만 33 27.7

100 억 원 미만 20 16.8

300 억 원 미만 11 9.2

300 억 원 이상 21 17.6

납입

자본

1 억 원 미만 19 16

5 억 원 미만 45 37.8

10 억 원 미만 18 15.1

50 억 원 미만 23 19.3

50 억 원 이상 14 11.8

컨설

소요비용

500만원 미만 29 24.4

1,000만원 미만 32 26.9

5,000만원 미만 22 18.5

1억 원 미만 5 4.2

1억 원 이상 3 2.5

수행경험 없음 28 23.5

업체특성

일반 소기업 85 71.4

벤처 소기업 29 24.4

기업 5 4.2

직

최고경 자 49 41.2

임원 36 30.3

부서책임자 18 15.1

부서담당자 13 10.9

기타 3 2.5

<표 1> 표본의 특성 미칠 것이다.

가설1-1 : 컨설  문성이 컨설 사 랜드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컨설 사 랜드가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 컨설  문성과 구 의도의 계에서 컨설

사 랜드가 매개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2 : 컨설  활용경험이 구 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 컨설  활용경험이 컨설 사 랜드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 컨설 사 랜드가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 컨설  활용경험과 구 의도의 계에서 컨

설 사 랜드가 매개 작용을 할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컨설 사 랜드를 매개효과로 하여 컨설

 문성과 활용경험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연구이

다. 설문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1>와 같다. 본 연구를 

해 총 1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137부를 

회수하 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6부

를 제외하여 119부의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설문 자료

는 통계패키지인 SPSS18.0을 사용하 으며 분석방법은 

첫째,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지는 응답 자료의 신뢰성

을 입증하기 하여 Cronbach-α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둘째, 분석 자료의 이해를 돕고 연구모형에 설정된 변

수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본 연구의 매개효과가 종속변수와 이에 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최고경 자 

 임원이 71.5%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은 제조업이 

74.8%, 매출은 10억 원 미만이 28.6%, 자본 은 5억 원 

미만이 37.8%,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 37.8%, 학력은 

졸이 52.1%, 경력은 10년 이상이 6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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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최고경 자/임원 63 52.9

재무 7 5.9

마 6 5.0

인사/노무 8 6.7

생산 7 5.9

연구/개발 19 16.0

략 9 7.6

3.2.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  일 성을 추정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얻은 신뢰성 계수는 

<표 2>, <표 3>, <표 4>에 나타나 있고 신뢰성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값이 0.6이상으로 비교  높은 신뢰

성을 보여주고 있다. 

컨설 문성  활용경험이 구 의도 설문항목과 요

인분석 결과 모두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이며, 요

인 재치는 0.6 이상을 기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

성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항목 변수 문성 활용 경험 Cronbach's α

문성

X2 0.872

0.795X1 0.827

X3 0.790

활용

경험

X4 0.858

0.804X6 0.847

X5 0.800

Eigen value 2.066 2.158

분산 설명(%) 36.095 35.962

 분산(%) 72.058

<표 2> 컨설팅 전문성과 활용경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결과 

항목 변수 컨설 사 랜드 Cronbach's α

컨설 사

랜드

X7 0.936
0.859

X8 0.936

Eigen value 1.754

분산 설명(%) 87.677

 분산(%) 87.677

<표 3> 컨설팅사브랜드의 요인분석과 신뢰도결과 

요인들에 해서 서로의 방향과 계가 어느 정도인

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표 

5>와 같이 모든 변수들의 상 계 계수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 변수 구 의도 Cronbach's α

구

의도

X11 0.915

0.911
X10 0.894

X12 0.881

X9 0.869

Eigen value 3.167

분산 설명(%) 79.187

 분산(%) 79.187

<표 4> 구전의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결과 

3.3 가설검증

3.3.1 가설1의 검증

컨설 문성이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1을 검증하기 하여 1단계로 독립변수(컨설

문성)는 매개변수(컨설 사 랜드)에 회귀분석 결과 

t값 3.219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2로서 

p<0.05이므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수(컨설 문성)는 종속

변수(구 의도)에 회귀분석 결과 t값 2.922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4로서 p<0.05이므로 통계  유

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로 

독립변수(컨설 문성)와 매개변수(컨설 사 랜드)가 

종속변수(구 의도)에 다 회귀분석 결과<표 6> 컨설

문성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t값은 2.205, 컨설

사 랜드는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t값은 2.259 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각각 0.029, 0..026로서 

p<0.05이므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단계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컨설 문성)의 2

단계 표 화된 베타값(0.261)은 3단계 표 화된 베타값

(0.20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따라서 컨설 문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 사 랜드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져 가설1은 채택되었다. 

3.3.2 가설2의 검증

컨설 활용경험이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을 검증하기 하여 1단계로 독립변수(컨

설 활용경험)는 매개변수(컨설 사 랜드)에 회귀분석 

결과 t값 3.068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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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문성 활용경험 컨설 사 랜드 구 의도

문성 4.1261 0.62736 1.00

활용경험 4.2857 0.58268
.321**

.000
1.00

컨설 사 랜드 3.5756 0.82246
.285**

.002

.273**

.003
1.00

구 의도 3.6513 0.66799
.261**

.004

.358**

.000

.264**

.004
1.00

양측검정, * : p<0.05, ** : p<0.01, *** : p<0.001

독립/매개/종속
매개효과

검정단계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P값)
R² F값

B 표 오차 베타

문성

컨설 사

랜드

구 의도

단계1 0.374 0.116 0.285 3.219 0.002 0.081 10.361

단계2 0.278 0.095 0.261 2.922 0.004 0.068 8.540

단계3(독립변수) 0.215 0.097 0.202 2.205 0.029
0.107 6.973

단계3(매개변수) 0.168 0.074 0.207 2.259 0.026

활용경험

컨설 사

랜드

구 의도

단계1 0.385 0.126 0.273 3.068 0.003 0.074 9.410

단계2 0.410 0.099 0.358 4.147 0.000 0.128 17.195

단계3(독립변수) 0.354 0.102 0.309 3.488 0.001
0.158 10.897

단계3(매개변수) 0.146 0.072 0.180 2.034 0.044

p<0.05

<표 6> 컨설팅전문성과 활용경험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컨설팅사브랜드 매개효과 분석결과

서 p<0.05이므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수(컨설 활용경험)는 종속변수(구

의도)에 회귀분석 결과 t값 4.147로서 1.96보다 크고, 유

의확률(p)은 0.000로서 p<0.05이므로 통계  유의수  하

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로 독립변수

(컨설 활용경험)와 매개변수(컨설 사 랜드)가 종속

변수(구 의도)에 다 회귀분석 결과<표 6> 컨설 활용

경험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t값은 3.488, 컨설 사

랜드는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t값은 2.034 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각각 0.001, 0.044로서 

p<0.05이므로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단계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컨설

활용경험)의 2단계 표 화된 베타값(0.358)은 3단계 표

화된 베타값(0.3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1단계에서 4단

계까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따라서 컨설 활용경

험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 사

랜드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져 가설2는 채택되

었다. 

4. 결론 

4.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컨설 문성과 컨설 활용경험이 컨설

사 랜드를 통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첫째, 컨설 문성의 특성인 컨설 을 한 도구와 

기법, 컨설 결과물에 한 컨설 의 기록  각종 보고

활동, 고객사의 요구에 한 컨설턴트의 반응이 컨설

사 랜드를 통하여 구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 문성이 높을수록 컨설

사 랜드의 수 이 높아지는데, 컨설 을 한 도구와 

기법의 수 을 높이고, 컨설 결과에 한 고객사의 요

구에 극 인 응력을 높일 때 컨설 사 랜드 가치는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컨설 활용경험의 특성인 컨설 을 받는 표자

의 컨설  산출물 활용의지, 컨설 을 받는 기업에서 컨

설  활용을 한 사내 직원에 한 교육  학습수 , 

컨설 을 받는 기업에서 컨설  산출물 활용도가 컨설

사 랜드를 통하여 구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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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 활용경험이 많을수록 컨

설 사 랜드의 수 이 높아지는데, 컨설 을 받은 결과

물에 해 직원들에게 교육과 학습수 을 높이고 결과물

을 기업에서 극 활용 할 때 컨설 사 랜드 가치는 올

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컨설 사 랜드 특성인 컨설 사 랜드 선택, 

컨설 사 랜드 신뢰도가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 에 한 구 의도를 높이

기 해서는 컨설 사 선택, 컨설 사신뢰도 향상이 

요함을 의미한다.

<표 7> 연구결과의 요약
가설 항 목

분석

결과

분석

방법

H1-1 컨설  문성→컨설 사 랜드 채택

매개

분석

H1-2 컨설 사 랜드→구 의도 향 채택

H1-3
컨설  문성과 구 의도 계에서 

컨설 사 랜드 매개역할
채택

H2-1 컨설  활용경험→컨설 사 랜드 채택

H2-2 컨설 사 랜드→구 의도 향 채택

H2-3
컨설  활용경험과 구 의도 계에

서 컨설 사 랜드 매개역할
채택

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시사 은 첫째, 개인 컨설턴트  컨설

사의 컨설 문성과 컨설 활용경험은 매우 요하

며, 컨설  수행을 해서는 컨설턴트  컨설 사는 계

속 인 컨설  도구와 기법개발을 통해 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고객기업들로부터 컨설  결과  추가 요

구 발생 시 그에 한 컨설턴트  컨설 사의 반응하는 

태도가 매우 요하다 하겠다. 둘째, 컨설 을 수진한 기

업들도 컨설 수행에 한 결과물에 해 사내 직원들에

게 교육과 활용수 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컨설 수행을 하고자 하는 고객기업들로부

터 컨설턴트  컨설 사를 선정 시 컨설 사 랜드에 

따른 선택에 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컨설

문성과 컨설 활용경험이 컨설 사 랜드를 통해 

구 의도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해 실증검증

을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경북 구

미 지역 소기업들의 제조업 련 업종만을 상으로 

하 지만 국내 기타 제조업과 서비스업  다른 업종 연

구에 많은 도움에 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섯째, 국

내 인구의 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 되는 시 에 

산업 장의 은퇴자들에 한 일자리 부족으로 향후 이들

에 한 경험을 컨설 산업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

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컨설 을 수행 받은 기업들을 상으로 연구되어, 실제 

컨설  기법을 이용하여 진단 수행한 컨설 사들에 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컨설 을 수

행 받은 기업들에 한 기업이 상에서 제외되어 향

후에는 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상으로도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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