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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미 마케팅,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배태성 이론을 컨설팅 산
업에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노력과 친사회적 서비스가 고객관계와 그에 대한 효과에 대
해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도 컨설턴트의 친사회적 서비스로 하여금, 고객과의 관계
에 있어서 배태성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컨설팅 기업의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에 목적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컨설턴트의 친사회적 서비스는 고객과의 관계신뢰, 관
계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고, 관계적 배태성은 관계신뢰와 관계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적 배태성과 관계신뢰, 관계만족은 장기적인 관계 지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주제어 : 컨설팅, 컨설턴트 역량, 친사회적 서비스, 관계적 배태성, 관계신뢰, 관계만족, 장기관계지향성,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tudy the relational embeddedness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fields of marketing and psychology to the consulting industry. This study also aimed to find out if various 
efforts and pro-social service behavior of the consultant, a service provider in the consulting industry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social service behavior of the consultant was verifi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trust,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ustomers and relational embedded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trus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addition, relational embeddedness, relationship trus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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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융복합 산업이 심이 되고 있는 오늘날의 기

업환경은 로벌화가 진되면서, 국내의 소기업들도 

국경이 무의미한 로벌 경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다양한 경 환경에 응하기 한 

방안으로 컨설 을 경 략에 활용하게 되었고, 기업의 

경 활동을 한 필요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

장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국내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을 해 컨설  산업을 지원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정

책에 힘입어, 컨설  산업은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컨설  산업의 발 과 더불어 컨설 업

을 하는 국내 소기업의 수도 격히 늘어나고 있

다. 하지만, 많은 수의 소형 컨설  공 기 이 짧은 시

간에 시장을 형성하 고, 이로 인한 국내 컨설  제공기

업의 반 인 구조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성장을 해

오고 있다. 한, 이런 환경 속에서 컨설  회사 간의 경

쟁도 심화되고 있으며[1], 소기업에 지식서비스를 제공

하는 소형 컨설  기 은 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소기업 

컨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소형 컨설 사와 

컨설턴트들이 질 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

부의 지원에 의존한 경 유지정도의 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2].

이런 국내 컨설  산업의 당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다양하고 강력한 형 외국계 서

비스 업체들에게서 국내 소형 산업체들이 응하기 

해서라도 이제 정부와 국내 컨설  산업에 종사하고 있

는 컨설 사, 컨설턴트는 컨설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마  역량개발이나, 서비스 품질향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요한 시 이라고 볼 

수 있다[2]. 

마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객과의 지속 인 

계구축은 기업의 장기 인 수익성 확보와 경쟁우 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어졌다[3]. 기업과 고객 간의 

지속 인 계유지는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를 제공해 다. 이는 궁극 으로 고객

의 충성도를 높이게 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우  원천이 

된다[4].

컨설  기업들도 기업생존 략의 일환인 고객 확보와 

유지에 따른 계마 의 도입은 어느덧 시장에서 생존

을 한 필수요인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컨설  서비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최 의 결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지속 인 거래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컨설  

제공자는 고객창출을 한 다양한 마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컨설턴트 들은 고객과의 서비스 품질이나 다

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의 재구매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성공요인들에 해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고객에게 직  서비스를 하는 

매원의 행동에 해 Bitner et al.(1990)은 고객에게 서비

스를 하는 동안에 외  서비스, 조그마한 심, 덤 제공 

등을 통하여,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 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들은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지각, 애호도와 

매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에서 고객과의 정 인 

계형성을 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친사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의 노력과 고객과의 계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하 다. 컨설턴트의 친사회  행동으

로 인해 계 배태성 이론에 의한 고객-컨설턴트 간의 

계 형성에 정 인 향 계에 있는지와 이러한 친 

사회  서비스의 요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 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컨설 기업의 마  역량강화에 시사 을 

제시하고, 추후에 이 질 컨설  산업에서의 계마

과 컨설턴트의 마  역량개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친사회적 서비스

Brief and Motowidlo(1986)은 친사회  행동을 서비

스 기업의 장기 인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자발 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는 조직의 

직 인 이익을 진하기 한 역할과 조라고 하면서, 

기 된 행동에는 정책과 제품, 서비스에 한 정확한 지

식, 고객 이름을 부르는 것, 고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

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6].

 다른 선행연구를 보면, 친사회  서비스 행동이란 

외부 고객에게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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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를 진하기 한 서비스  직원의 자발  

역할행동으로 정의되기도 하고[7][8], 조직 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종업원이 직 으로 도움을 주는 행

동으로 종업원이 개인 는 조직의 직 인 이익을 

진하기 한 역할과 의도로 정의되기도 한다[6]. 친사회

 서비스 행동에 한 연구는 친사회  조직 행동(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시작

되었다. Bettencourt & Brown(1997)은 ‘개인, 그룹 는 

조직의 번 을 진하기 하여 조직구성원에 의하여 수

행되는 역할행동’으로 정의되는[6], 친사회  조직 행동

에 서비스의 개념을 추가하여 친사회  서비스 행동이라

고 명명하 다[8].

Bettencourt and Brown(1997)의 연구에 의하면, 친사

회  서비스 행동을 역할 내 고객서비스(role-prescribed 

customer service), 역할 외 고객서비스(extra-role customer 

service), 동(cooperation)의 3가지 하  요소를 제시하

고 있다. 그런데 최근연구에서, 최형민, 조재근, 이형룡

(2011)에 따르면, 친사회  서비스 행동이 서비스  

직원의 고객에 한 서비스 행동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력은 조직 내의 력일 뿐, 고객서비스 행동과의 연

성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  서비스 행동을 역할 외 고객서비스 행동에 역

할 내 고객서비스 행동을 포함하는 단일차원으로 구성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 

컨설  산업을 살펴보면, 컨설  서비스 제공기 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이 지식

서비스의 제공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거래과정에 수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한 서비스제공자인 컨설턴트는 

컨설  진행 , 고객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고

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컨설턴트는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컨설  성과를 높

이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

은 고객의 서비스에 한 지각과 평가에 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고객으로 하여 , 신뢰를 형성하고, 만족을 높

여, 정  태도를 이끌어 장기 인 계유지에 정

인 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서비스제공자의 친사회

 행동에 한 요성의 인식은 차 증가하고 있다[9]. 

곧 서비스 에서 컨설턴트의 서비스제공행동이 고객

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이것

이 곧 고객의 만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컨설

 산업에서 고객 만족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

한 요소는 바로 컨설턴트이며, 이러한 컨설턴트의 친사

회  서비스 제공행동은 요하게 연구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고객에게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 조직의 직 인 부를 진하기 한 서비

스  컨설턴트의 자발  역할행동’으로 친사회  서

비스 행동을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2 관계적 배태성

Granovetter(1985)는 모든 경제행 가 사회 네트워크

에 구조 으로 배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트워크에 

배태된 강항 유 계로부터 나오는 경제  혜택을 강조

하고 있다[10]. 소비자는 종업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업원과의 배태된 계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러한 배태된 유 계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사회는 거래의 원리가 용되는 사회(marketbased 

society)에서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종업원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에 을 둔 네트워크에 기반

을 둔 사회(network-based society)로 변화하고 있다[11].

사회네트워크 특성  하나인 유 강도(Strength of 

tie)가 강하게 나타날 때 사회 네트워크에 구조 으로 배

태되어 있다고 하며, 경제행 자는 궁극 으로 다른 사

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며 결국 

사회  계를 염두에 두는 행 를 하게 된다[10]. 즉, 사

회  연고(Social ties)에 의한 타인과의 계를 통해, 인

간 인 감정의 흐름 혹은 깊은 유 계까지 형성되고, 

시간이 갈수록 결속되어지는 배태성(Embeddedness)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12]. 이 게 사회 네트워크에 구조

으로 연결된 유 계를 배태된 계(embedded relationship) 

즉, 계 배태성(relational embeddedness, 關係 背胎性)

이라고 한다. 선행연구를 요약해 정의해보면, 계 배태

성은 ‘사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형성된 다른 구성원

들과의 정서 , 사회  유 강도와 친 도(intimacy)’라

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배태성 연구에 따르면 시장 계(arm's-length 

relationship)에 비해 배태된 소비자와의 계는 기업조

직의 외부인보다 내부인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10]. 즉 배태성은 기업이 만들고 있는 사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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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내에 고객을 가깝게 치시킴으로, 기업의 네트

워크에 통합된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배태성에 한 연구가 활발한 분야는 

주로 고객과의 계가 요한 산업재 시장이나, 소매업

이 부분 이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 업종에서 심이 

높아지면서, 호텔, 랜차이즈 외식업체, 여행, 은행, 백화

, 미용실 등으로 확 되어지고 있다. 고객의 욕구변화

와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고객과의 계형성을 통한  

안정 인 수익창출활동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  실

을 해 요한 마  략 에 하나로 필요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컨설  산업에서

의 계 배태성은 그 요성이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

다. Armbruster(2006)는 고객 의사 결정자에 한 네트

워크 계의 질(quality)은 컨설  회사의 요한 경쟁우

 요인이 된다고 하 다[13]. Brown과 Duguid (1996)는 

결국 배태성에 한 연구가 가져온 핵심 인 통찰력  

하나는 경제 교류가 항상 효율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

장하 다[14]. 그리고 이에 한 정확한 이유는 사회  

계에 의해 제한 받기 때문이라고 하 다[15].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연구자  최창

호, 유연우(2012)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  

신뢰 계 등 구조 , 계  속성에 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소기업의 경 성과 는 기업 

가치를 극 화하기 해서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반

인 유 계를 바탕으로 강한 신뢰 계를 구축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미 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계배태성 이론을 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컨설  산업에서도 컨설턴트와 고객 

간에 계배태성이 형성되어, 계를 통한 정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여 연구를 진행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  배태성을 선

행연구에서 Landry et al.(2005), 김지 (2012)이 제시하

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형성된 컨설턴트

와 고객 간의 정서 , 사회  유 강도와 친 도(intimacy)'

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12][17].

2.3 관계신뢰

신뢰는 그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차원

에서 해석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속한 분야의 패

러다임을 반 해서 각기 다르게 신뢰를 악하 기 때문

이다[18].

De Wulf et al.(2001)은 신뢰를 지각하는 확실성

(trustworthiness)과 신뢰하는 행동(trusting behavior)의 

양 차원으로 보고, 확실성은 믿음이나 확신을 말하고, 신

뢰하는 행동은 상 방과의 계가 반 된 험감수 행동

에 한 의지와 련된 개념으로 언 했다[19]. 확실성의 

차원으로 De Wulf and Odekerken-Schroder(2003)는 정

직(Honesty)과 선행(benevolence)을 포함시켰으며, 상

방의 정직에서 신뢰는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했다[20]. 한 Anderson and Narus(1990)는 

신뢰를 " 계의 한 트 가 상  트 의 최고의 이익

을 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

은 계 인 매상황에서 고객이 신뢰하는 매자가 자

신에게 장기 인 이익을 제공해  것이라는 확신  믿

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21]. 

계마 은 기업과 기존 고객 간에 장기 이고, 지

속 인 정 인 계를 형성하여, 기업의 지속 이고 

안정 인 성장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 인 계

를 구축하기 해서는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가 필요하

며, 성공  계에 한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4]. 

마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구매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경우,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기 해 여러 정보단서를 활용하는데, 그 

에서 신뢰(Trust)는 소비자들에게 구매상황에 한 지각

된 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 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22]. 신뢰의 믿음과 행  신뢰감은 구매자와 매자 

계에서 불확실성과 취약성에서 요한 역할을 하며

[23], 신뢰의 개발은 구매자와 매자 양자 계에 요한 

투자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 신뢰를 '고객과 컨설턴트 간 거래

에 있어서 행동에 한 기 치 정도'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4 관계만족

Crosby et al.(1990)은 만족이 제품 구매활동에 따른 

경험 이고, 상호작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반응에서 

도출되는 감정  상태로 보았다[24]. 

Anderson and Narus(1990)는 만족이란 소비자가 공

자와 계에서 느끼고 있는 종합 인 평가로 부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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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소비자의 감정상태라고 하 다[21]. 한, 조직 간의 

교환모형에서 만족이 상 방과의 트 쉽 계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 요소로 작용함을 밝혔는데, 이

는 만족이 인지된 효과성에 한 상당한 리효과를 나

타낼 뿐 아니라 만족을 통해서 상 방의 미래행동에 

해 보다 잘 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으며, 더 나

아가 만족은 계의 장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

다[21]. 선행연구에서 Wray et al.(1994)는 매원의 고객

지향성, 매지향성, 문성, 윤리성이 고객만족을 결정

하는 요한 요인임을 검증했다[25]. 즉, 만족은 소비자가 

매자와 지속 인 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 변인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 만족을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상

호작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객이 인지하는 계만

족정도'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5 장기관계지향성

장기 계지향성에 한 선행연구를 보면, Kelly and 

Thibaut(1978)는 장기  계지향성을 공 업체의 성과

뿐만 아니라 거래주체들의 공동의 성과가 장기 으로 자

사에 혜택을  것으로 기 하여 성과가 상호 의존 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26], Dwyer, Schurr 

and Oh(1987)는 교환구성원간의 계의 지속에 한 암

시 이고 명시 인 서약이라 정의하 다[27].

Noordewier et al.(1990)은 장기지향성을 단순히 미래

의 장기  상호작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

래상 방과 장기 인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그자

체도 포함한다고 했다[28]. 본 연구에서는 장기 계 지향

성에 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미를 포함한 '고객과 

매원간의 상호의존 인 공동 활동의 결과가 고객에게 

이득이 된다고 지각되어지는 것으로, 장기 인 반복  

거래의도 정도'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김지

(2012), 최창호, 유연우(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컨설  

산업에서도 컨설턴트의 노력을 통해, 계  배태성에 

정 인 향을 미쳐, 고객과의 계형성에 정 인 

향 계가 있을지에 해 확인해 보고자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친사회  서비스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지

(2012)은 백화  샵마스터의 노력차원이 고객과의 계

형성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한바 있으며[17], 최

창호, 유연우(2012)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  

신뢰 계 등 구조 , 계  속성에 한 실증  연구를 

통해[16], 소기업의 경 성과 는 기업 가치를 극 화

하기 해서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반 인 유 계

를 바탕으로 강한 신뢰 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검증하 다. 

한 많은 마  연구에서도 신뢰가 미래의 구매의

도에 향을 미치며[29], 신뢰가 장기 인 계를 형성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 졌다[4]. 이는 신뢰

가 고객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감정이라는 에서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고객과 함께 

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  산업에서도 확인이 필요함

을 인지하 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에 

해 고객과의 계  배태성에 유의한 향이 있을 것

이며, 이러한 계  배태성은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신

뢰와 장기 인 계형성에 유의한 향이 있을 것이라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는 계 신뢰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는 계 배태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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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는 계 만족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계배태성은 계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H5. 계배태성은 장기 계 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6. 계배태성은 계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H7. 계신뢰는 장기 계 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다.

H8. 계만족은 장기 계 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다.

3.2 조작정 정의

연구변수를 검증하기 한 주요변수의 조작  정의를 

요약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Division Definition Source

No. of 

Questio

nnaires

Pro-

social 

Service 

Behavior

The degree of the service provider’s 

awareness of the specified role and 

non-specified role when voluntarily 

performing the role to help the 

long-term performance of the service 

company

[8], [11] 7

Relational 

Embedde

dness

Emotional, social bond and intimacy 

between the consultant and customer 

that is form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social networks

[12], 

[17]
5

Relations

hip Trust

The degree of expectations of 

behavior in transactions between the 

consultant and customer 

 [30], 

[17]
3

Relations

hip 

Satisfacti

on

Whether  the  customer  is  satisfied  

with  the  degree  of  the relationship  

that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ustomer  and  the  consultant  .

[31] 4

Long-

term 

Relations

hip 

Orientati

on

The results of interdependent joint 

activities between customers and 

salesmen are perceived to be 

beneficial to customers and the degree 

of long-term and repetitive 

transaction intentions.

[32], 

[33]
3

<Table 1> Summary of the Variables’Operant
Definitions and the Questionnaire Design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에 따른 계

배태성, 계신뢰, 계만족, 장기 계지향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조사 상을 컨설 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의 소기업으로 하 으며, 총252부를 상으

로 응답자의 기 통계 조사를 실시하 다.

3.4 자료 분석 방법

<Table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

기 해서 설문을 설계하 으며, 수집된 설문조사의 결

과를 토 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실증분석은 각 변

수들이 가지고 있는 계와 향력을 악하고, 이를 세

부 으로 검증하여 유의확률을 찾아내는 통계분석의 방

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증분석은 모두 유

의수  .05, 유의수  .01, 유의수  .001 에 만족하는 조

건으로 검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4. 분석 및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먼  응답한 기업의 회사형태를 알아보면, 주식회사가 

(N=232, 92%)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업이 

8%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의 매출규모를 알아보면, 50

억 이하(N=92, 36.5%), 500억 원 이상(N=35, 13.8%)로 나

타났다. 회사의 업태로는 제조업(n=177, 70.2%), 서비스

업(n=56, 22.2%), 도소매  기타(n=19, 7.6%), 컨설  종

류는 소기업청 사업에 의해(n=101, 40.1%), 고용노동부 

사업(n=37, 14.7%), 자체부담(n=80, 31.7%) 순서의 분포

를 나타냈다.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4.2.1 탐색적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와 계  배

태성, 계신뢰, 계만족과 종속변수인 장기 계지향성

에 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1e 2>로 측치의 수

와 변수의 수가 당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KMO 값

은 0.937로 일반 인 수 인 0.7 이상이고, 상 계수의 행

렬이 단 행렬인가를 확인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 .000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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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인 재치 0.4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요인분석 과

정 에서 교차요인 재값이 0.4를 과하는 요인과 항목

제거 시 Cronbach’s alpha값을 높일 수 있는 항목 f1, f2, 

f3, f5, g1, g2, g6, h4, i1, l4 는 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

지 못하다고 단하여, 제거 후 검정한 결과, 5개의 요인

이 설명하는 총 분산을 나타내는 회  제곱합의 재 값

인 %  값이 85.9%로 일반 인 수 인 60%를 과하

고 있어 5개의 요인이 총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

며, 마지막으로 베리멕스 회 방법을 사용한 회 된 성

분행렬 결과, 각각 요인 재값이 일반 인 기 인 0.5보

다 크고, 공통성은 일반 인 기 인 0.4를 모두 과하여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Prosocial 

Service 

Behavior

Relational 

Embedde

dness

Relatio

nship 

Trust

Relations

hip 

Satisfacti

on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Com

monal

ity

f4

f6

f7

g3

g4

g5

h1

h2

h3

i2

i3

i4

l1

l2

l3

.795

.704

.729

.790

.790

.747

.779

.799

.793

.776

.709

.711

.793

.789

.778

.876

.895

.876

.819

.839

.800

.890

.924

.890

.923

.907

.890

.929

.926

.932
Basic 

Characte

ristic 

Value

%  

Dispersion

%  

Accumul

ation

4.966

26.136

26.136

2.944

15.493

41.629

2.902

15.273

56.902

2.899

15.259

72.161

2.612

13.749

85.910

KMO=.937, Bartlett Square of Approximate Value=4351.045,p=.000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4.2.2 신뢰도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문항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아래<Tab1e 3>과 같이 친사회  서비스는 

.928, 계  배태성은 .883, 계신뢰는 .945, 계만족은 

.940, 장기 계지향성은 .961로 나타났다.

Scale

No. of 

Questionn

aires

Cronbach’s  

if Item Deleted

Cronbach’s

Prosocial 

Service 

Behavior

f4

f6

f7

.927

.873

.882

.928

Relational 

Embeddedness

g3

g4

g5

.840

.815

.849

.883

Relationship 

Trust

h1

h2

h3

.926

.900

.935

.945

Relationship 

Satisfaction

i2

i3

i4

.908

.906

.923

.940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l1

l2

l3

.944

.946

.938

.961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4.2.3 확인적 요인분석

Concept
Mesuring 

variables

Factors 

Loading 

value

Standardiz

ed 

factor,loadi

ng value

Standa

rd 

error

CR
SM

C

Prosocial 

Service 

Behavior

f4 1.000 847 - .718

f6 1.348 .948 .064 21.182 .898

f7 1.193 .915 .060 19.891 .837

Relational 

Embeddedness

g3 1.000 .839 - .704

g4 1.105 .869 .067 16.522 .754

g5 1.162 .840 .074 15.786 .705

Relationship 

Trust

h1 1.000 .917 - .841

h2 1.030 .954 .037 27.537 .911

h3 .974 .901 .042 23.477 .812

Relationship 

Satisfaction

i2 1.000 .916 - .839

i3 1.226 .945 .046 26.661 .893

i4 1.039 .897 .045 23.038 .804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l1 1.000 .944 - .89

l2 1.094 .939 .036 30.012 .881

l3 1.100 .955 .034 32.169 .912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 fit

<Initial model>  

Chi-Square = 784.415, df= 199 p= .000, 

CMIN/DF= 3.942, GFI= .769,   AGFI= 

.707, CFI= .913, NFI= .888, TLI= .899, 

RMR= .025, RMSEA= .108

<Final model>   Chi-Square = 154.496, 

df=80, p= .000, CMIN/DF= 1.931, GFI= 

.929, AGFI= .893,   CFI= .983, NFI= .965, 

TLI= .978, RMR= .013, RMSEA= .06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easurement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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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path B β T
Prosocial Service 

Behavior
→
Relationship 

Trust
.646 .551 7.891 ***

Prosocial Service 

Behavior
→

Relational 

Embeddedness
.753 .726 11.247 ***

Prosocial Service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
.814 .648 9.994

***
Relational 

Embeddedness
→
Relationship 

Trust
.367 .324 4.747

***

Relational Long-term .322 .284 3.763 ***

<Table 6> Structure path coefficients of study model

Embeddedness
→ Relationship 

Orientation
Relational 

Embeddedness
→
Relationship 

Satisfaction
.345 .285 4.781 ***

Relationship 

Trust
→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295 .295 4.482 ***

Relationship 

Satisfaction
→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319 .343 4.893 ***

p<.05, ** p<.01, *** p<.001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될 자료의 

합도를 확보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측정모형분

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1e 4>와 같다. 기모형

에 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모형 합도 지수들

이 기  값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수정을 실시

하 다. 결론 으로 친사회 서비스1, 2, 3, 5, 계  배

태성1, 2, 6, 계신뢰4, 계만족1, 장기 계지향성4를 제

거한 후의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CMIN/DF 1.931, 

GFI .929, AGFI .893, CFI .983, NFI .965, TLI .978, RMR 

.013, RMSEA .061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가설검증

앞에서 얻어진 측정모형을 연구모형에 용 하여 구

조방정식모형으로 검정한 결과 아래 <Tab1e 5>와 같은 

합도를 보여 연구모형이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nitial model Final

Chi-Square 795.638 139.845

df 201 80

P .000 .001

CMIN/DF 3.958 1.748

GFI .766 .934

AGFI .706 .902

CFI .912 .986

NFI .886 .969

TLI .899 .982

RMR .026 .012

RMSEA .109 .055

<Table 5> Goodness-of-fit of study model

와 같이 연구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

인 가설검정을 해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1e 6>과 같다.

연구모형에 한 검정 결과는 아래 <Fig.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4.3 가설검증 결과 종합

Division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Hypothesis 

H1

The consultant’s pro-social service 

behavior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ionship trust. 

Accepted

Hypothesis 

H2

The consultant’s pro-social service 

behavior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ional embeddedness.

Accepted

Hypothesis 

H3

The consultant’s pro-social service 

behavior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ccepted

Hypothesis 

H4

Relational embeddednes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ionship 

trust.

Accepted

Hypothesis 

H5

Relational embeddednes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Accepted

Hypothesis 

H6

Relational embeddednes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ccepted

Hypothesis 

H7

Relationship trus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Accepted

Hypothesis 

H8

Relationship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Accepted

<Table 7> Overall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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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와 같이 가설 검정을 결과를 표로 종합하

여 보면, <Tab1e 7>의 가설검증결과 종합 표와 같다. 검

증결과, 총 8개의 가설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일

치한다. Solomon et al.(1985)은 고객과 매원 계를 구

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성숙시키기 해서 계  

매행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4]. 한, Kelley et 

al.(1992)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의 높은 친 사회  서비

스 행동을 지각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를 구

축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한 만족을 하

게 된다[35]. 국내 연구에서도 김지 (2012)이 백화  샵 

마스터의 노력차원이 고객과의 계형성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17]. 이와 같이 지식서비스인 컨

설  산업에서도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와 고객과

의 계구축에 한 노력은 고객과의 장기 인 계형성

에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컨설  경험이 있는 소기업을 상으로 

경 컨설턴트의 지각된 친사회  서비스 정도와 계  

배태성에 해 연구하고자 하 다. 이론  고찰과 선행

연구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 으며, 가설 검정에 앞서 분

석에 사용된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을 정제한 후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컨설턴트

의 친사회  서비스는 계배태성과 계신뢰, 계만족 

그리고 장기 계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계

신뢰와 계만족은 장기 계지향성에 유의한 결과를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시사

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  산업에서도, 기업을 표해 고객에게 지

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

는 고객과의 계  배태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

스는 고객과의 계신뢰, 계만족에 정 인 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하며, 컨설  산업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객이 지각하고 있는 계신뢰와 계만족은 

고객으로 하여  장기 인 계지향에 정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고객과의 계  배태성은 고객으로 하여 , 

계 신뢰와 계 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고객과의 계  배태성은 고객으로 하여 , 장

기 인 계지향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설 과 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컨설  산업의 

황과 발 방향, 정부지원과 컨설  산업 육성정책, 컨설

 성공요인을 찾는 연구가 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고

객과의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와 고

객간의 계의 요성을 악해 보고자 한 데에 큰 의미

가 있다고 본다.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설

 산업에서의 배태성 이론에 해, 국내실정에서도 유

의한 향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 다. 국내에서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은 컨설  산업에 있어서, 과거에 인식

되어왔던, 단순한 용역이나, 교육, 코칭이 아닌, 지식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 에서의 근도 소기업 

컨설 에서는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었다.

컨설  산업에서 최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고객

과의 계와 신뢰라는 변수와 련하여, 그 동안 연구된 

선행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분명 차별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선행연

구에서도 제시하 듯이, 국내 소형 컨설  회사는 

체 으로 세한 규모이다. 그들은 부분 정부 지원 사

업에 의존하고 있고, 마 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

다. 향후 장기 인 성장을 해, 자체 인 서비스 로그

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과의 계 형성에 해 

심을 갖고, 극 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컨설  기업은 컨설턴트의 서비스 마인드

와 정  계형성을 한 커뮤니 이션 교육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컨설턴트는 분명, 서비스 에서 기

업을 표하는 얼굴이며, 컨설턴트의 서비스로 인한 문

제발생 시 기업의 명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을 간략히 요약하면, 본 연구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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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친사회  서비스에 한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는 친

사회  서비스에 한 지각수  정도만 악하 으나, 

보다 구체 으로 컨설턴트가 소기업에게 어떠한 도움

을 제공해야 하는지 체계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진행  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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