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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컨설턴트역량, 컨설팅수행과정 및 컨설팅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수진기업의 참여수준과 활용의지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수진경험이 있는 44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와 AMOS를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매개 및 간접효과
의 유의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컨설턴트역량이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영
향을 미쳤다. 둘째, 컨설팅수행과정과 컨설팅성과 사이의 수진기업 활용의지에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컨설턴트역량 
자체보다 컨설팅수행과정이 중요하며, 수진기업의 참여수준보다 활용의지를 높여야 컨설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컨설턴트 교육정책이나 수행지침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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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lient involvement and client utilizing 
willingness among consultant competency, consultation process and consulting performance.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446 SMEs which had a consulting experi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and AMOS for Windows. This study used several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easibility analysis, Sobel test and the 
significance test of indirect effects. All studied factors presented meaningful results(+) except the path of 
consultant competency and client involvement. The client utilizing willingness presented the mediating role 
between consultation process and consulting performance. Consequently, it said that consultation process with 
client utilizing willingness was more important than consultant competenc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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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경  환경은 FTA, 환경규제, 과학기술의 발  

 로벌 경제 불안 등으로 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처해야 존속할 수 있

다. 이는 국민경제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가산업의 뿌리인 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부 문 인력  자  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경

․기술 역량이 부족한 소기업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의 실이다. 소기업들이 로벌 경제시 의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최신 경 기법의 도입과 경 합리화를 

통해 내부  역량강화에  집 해야 한다. 이 때 기업은 

내부에서 자체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해 

외부에서 경 컨설 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

는 변하는 외부 경  환경 속에서 소기업들이 안정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기업컨설 지원사업을 실

시하고 컨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소기업컨

설 지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 도 있었으

나 지속 인 제도 개선과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소기업에게 유용한 지원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정부는 

매년 컨설  효과를 제고하기 해 연구용역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1].

소기업컨설 지원사업은 「 소기업진흥에 한 

법률」제43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

술․경 기반을 확충하기 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경 컨설 과 기술컨설 으로 나 어지며, 

경  분야는 소기업의 경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

결  로벌 경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한 장기

략 수립  실행방안을 컨설  지원내용으로 하고, 기술 

분야는 소기업의 생산 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

상의 문제해결  생산성 향상을 컨설  지원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소기업컨설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용

역 보고서(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3)에 의하면 컨

설  만족 원인과 련하여 컨설  계약 기간 내 완료  

컨설턴트에 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사후 리  컨설  

성과의 활용에 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  수행을 한 사 비정도에 해서는 최고 경

층이 컨설 에 한 극 인 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기업 조직 내부의 공감  형

성, 컨설  추진을 한 조직 내부의 세부계획 수립은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소기업컨설 지원사

업에서 효과 인 컨설  이행방향을 도출하기 해 컨설

 주요요소에 해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둘째, 주요요

소들 간에 계를 실증연구하여 컨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가 컨설턴트역량 등 주요요소들이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근한 반면, 본 연구는 주

요요소들을 매개하는 수진기업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매개요소들은 컨설턴트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

지는 작업 즉 가치공동창출(value co-creation) 행 를 

통해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에서 이루

어졌다. 즉 경 컨설 의 주요요소인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과정  컨설 성과와 더불어 수진기업의 참여수

과 활용의지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는 

것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경영컨설팅

Williams와 Woodward(1994)는 경 컨설 을 의의 

에서 컨설턴트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조

직, 내부부서, 구성원 등에게 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과정이라고 하 다[2]. 한국경 기술지도사회는 경

컨설 을 고도의 문성을 가진 자가 기업의 문제 을 

찾아 해결하고 조직의 변화를 실행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경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독립  문서비스를 

말한다고 하면서 컨설  수행과정을 착수, 진단, 계획, 실

행, 종료단계로 구분하 다.

경 컨설 은 기업에 한 경 진단을 기반으로 실시

된다. 정해석과 유우식(2011)은 기업경 진단의 목 을 

기업 환경 분석과 재무 분석  기업역량을 진단하는 것

으로 진단을 통해 도출된 이슈를 토 로 발 방안 제시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  문제를 해

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 다[3]. 경 컨설  분

야는 경 략과 더불어 마 , 인사조직, 재무회계, 생

산 리, 정보화 등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경 략은 기업의 장기 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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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해 필요한 기업의 활동방향과 자원배분을 결정

하는 것으로 경 목표를 달성하기 한 포  수단, 즉 

환경 응, 략  문제 발견  기회 발견을 통해 기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존속  성장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업의 체  략이라 할 수 있다. 

경 략은 특히 경 자가 당면하는 의사결정 수 과 범

에 따라 기업 략, 사업 략, 기능별 략으로 나 어

진다[4]. 

장 순과 서종 (2014)의 경 컨설  수행분야에 

한 연구에 의하면, 경 략은 략수립, 비 공유, 조직

문화, 성과측정  성과 검 등이며, 마 은 제품의 수

명주기 리, 포트폴리오 리, 가격정책, 유통 리, 매

진, 고, 고객정보수집  활용 등이다. 인사조직은 채

용과 선발, 인력수 계획, 직무분석, 직무분석결과 활용, 

종업원 목표설정, 인사고과 측정과 활용, 승진체계, 임

체계, 교육훈련 등이다. 재무회계는 회계정보 수집체계, 

회계정보 리, 회계정보시스템 운 , 재무정보 리, 자

조달계획, 재무리스크 리, 자 운 계획 등이다. 생산

리는 생산의 장기계획, 기계획, 단기계획, 생산기

정보 리, 수요 측, 외주업체 리, 품질검사, 설비 리

활동 등이며, 정보화는 정보화 추진계획  투자계획 수

립, 정보시스템 활용과 사후 리 등이 있다[5]. 

2.2 컨설턴트역량

역량(competency)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의 거

에 따른 효과 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인 특성을 말한다. McClelland et al.(1989)은 해당 

직무에서 평균이상의 성과를 내는 우수 성과자들을 평균

이나 평균이하의 성과자들과 비교하 고, 이로부터 우수

성과자들의 행동이나 특성을 악하 다. 기존 직무 심

의 근법을 탈피하여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 즉 역량

심의 근법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직무 심 근법 

비 타당성이 더 있다는 것을 실증하 다[6].

Spencer, L. and Spencer, S.(1993)는 자신의 연구에서 

개인의 역량을 구성하는 내 특성을 크게 다섯 가지 유

형으로 제시하 는데 동기(motive), 특질(trait), 자기개

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스킬(skill)이 그것이

며 동기와 특질, 자기개념은 다소 선천 이며 기본 인 

성향이므로 개발이 어렵다고 하 다[7]. Parry(1996)는 

역량을 기 에 비추어 측정될 수 있는 지식, 태도, 스킬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역량을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함에 따라 자존심, 결단력과 같은 특성들은 

역량에서 제외하 다. 한 그는 역량과 성과간의 계

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역량은 일의 요한 부

분에 향을 주고 상호 연 되어 있다고 하 다[8].

Rynning(1992)은 성공 인 컨설 을 해 필요한 요

인들을 제시하면서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

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한 략수립능력, 컨설  로

젝트 참여자들 간의 계를 조율하고 원만하게 운 할 

수 있는 계 리능력, 비용과 시간 등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일정을 계획하며 운 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 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독창 인 생각 등을 컨설턴트는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 다[9]. 김 용 외(2008)는 능력

(ability), 자세(attitude), 지식(knowledge)의 균형 잡힌 

역량특성을 제안하 다. 능력은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 

 진단하는 능력, 문제에 한 안제시 능력, 정보수집

부터 의사소통 능력에 이르기까지 컨설턴트의 모든 행동

과 련된 능력을 망라한다[10]. 지식은 컨설 에 사용되

는 모든 행동과 련되는 지식을 포 하는 특성으로 경

일반, 조직 리 등 문분야에 한 지식을 포함하며, 

자세는 컨설턴트가 컨설  로젝트에 참여하는 태도와 

같은 선천 이고 기본 인 특질을 말하며, 윤리 , 책임

감을 로 들 수 있다.

김두열(2013)은 컨설턴트의 역량  감성지능이 컨설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컨설턴트의 

감성지능이 수진기업이 갖는 확신성, 공감성, 신뢰성, 

응성에 향을 미치나 유형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주장하 다. 즉 컨설턴트의 역량특성  감성지능이 

수진기업의 물리  외형 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컨설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정  

향이 있다고 역설하 다[11].  

2.3 컨설팅수행과정

컨설 수행과정은 반 인 컨설 의 수행 차를 의

미하며, 착수, 진단, 계획, 실행, 종료의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12]. 착수는 수진기업을 비 으로 진단하고 컨설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며, 진단

은 조직의 목표와 당면한 문제의 규명  문제해결에 필

요한 정보수집과 정보를 토 로 상을 분석하는 단계이

다. 다음으로 계획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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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행계획을 구축하며, 실행단계에서는 컨설 업무의 

수행과 함께 조직에 한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지원

과 해결방안을 조정하고 컨설  목 을 달성하기 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한다. 종료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결과발표 등에 의하여 컨설  결과에 한 경 층의 승

인을 획득하고 유지보수와 후속작업에 한 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Barcus and Wilkinson(1995)은 컨설 수행과정을 분

석  요소와 행정  요소  의사소통  요소로 구분하

다. 분석  요소는 컨설 서비스에서 가장 요한 부

분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규명, 문제  는 기회의 정

의, 확신에 의한 사실  분석, 안의 평가와 해결방안의 

결정, 의사소통  제안된 해결방안의 이행 등으로 구성

되며, 행정  요소는 컨설 계약으로 컨설  목 과 범

, 컨설 일정과 비용 등의 기본 인 계약조건을 명시

하며, 컨설  제공자와 의뢰인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막기 하여 단계별 컨설 업무를 구체화

한다. 의사소통  요소는 단계별 컨설 의 성공 인 완

수를 한 필연  요소이다[14]. 

김  외(2013)는 컨설 수행과정이 경 성과와 조

직역량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모두 정 인 인

과 계가 있다고 하 으며, 특히 컨설 수행과정이 수진

기업의 조직역량 강화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진기업의 재무성과와 고객만족에 유의  상승효

과가 있다고 주장하 다[15]. 조민호와 설증웅(2009)은 

컨설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변화 리와 로젝

트 리는 가장 핵심 인 기반활동이라고 정의하 다[12].

정구상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컨설턴트 주도성이 

인지기반신뢰에 정  향을 미치고, 컨설턴트의 배려

는 정서기반신뢰에 정  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

기반신뢰는 성과에도 정  향을 보이는 신뢰의 매개

역할을 주장하 다. 그러나 컨설 성과는 지각된 신뢰에 

의해서만 향을 받고 컨설턴트의 주도성과 배려가 직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 다

[13].

2.4 컨설팅 참여수준 및 활용의지

서비스 생산과 달과정에서 고객참여는 고객이 여

하는 정도이다. 기 연구에서는 고객의 행 인 참여

에 한정되었지만, 이후 고객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원까

지도 고객참여에 포함시키고 있다[16]. 고객은 서비스 생

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원, 구매자, 공동생산자, 사용

자, 제품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품질에 향을 미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더불어 고객은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하면서 참여의 정도와 활동유형에 따라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에서 서비스 차별화의 결

정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17]. 

서비스 달과정에서 고객이 투입하는 정보와 노동은 

서비스의 기술  품질에 해당하며 서비스 에서의 고

객의 매 는 기능  품질이기 때문에 이들 요소가 상호

작용에 향을 미쳐 차별화된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달, 마  과정에 여

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력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해 내

는 활동을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 한다. 최근에는 

공동생산의 역이 지속 으로 확 되어 소비자와 공공

기  는 정부 간의 력, 다른 소비자들 간의 력까지

도 포함되고 있으며, 공동생산의 성과 향상을 한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Oliver et al.(1997)은 

마 이 량 고객 맞춤화와 계 마 을 통합한 실

시간 마  패러다임을 이행해 가고 있다는 을 공동

생산의 개념으로 확장하 다[18].

Beer et al.(1991), Bantel(1989)은 컨설  추진 구성원

의 업무역량, 창의성  신능력, 극 인 참여 등을 컨

설 성공 요소로 제시하고 있어 최고경 층과 더불어 컨

설  참여조직의 참여정도가 성과 매개변수라 할 수 있

다[19,20]. 컨설 활용도는 컨설  수진기업이 얼마나 

극 으로 잘 활용하여 경 성과로 연결시키는가 이며, 

이를 해 활용하려는 의지의 유무가 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활용의지는 컨설  수진기업의 표자가 컨설  

산출물에 한 어느 정도의 활용의지가 있는가 하는 

과 컨설  산출물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사내 직

원에 한 교육  학습수 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악

하여 컨설  산출물의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다[21].

이인수와 유연우(2012)는 컨설 산출물이 컨설 만족

도를 매개로 컨설 활용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컨설턴트의 역량과 자세가 컨설 산출물을 만들고 이를 

매개로 활용도가 높아지나, 수진기업의 참여도는 컨설

산출물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진기업

이 자신의 참여보다 컨설턴트역량과 수행과정을 더 요

하게 생각하는 결과라고 주장하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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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컨설팅성과

컨설 성과는 컨설 사의 에서는 성공 인 컨설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며, 컨설  수진기업의 입장에서

는 컨설 에 따른 경 리방법의 개선이나 업무효율성

의 향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장용삼과 곽홍주(2009)는 

컨설 회사의 입장에서 컨설 로젝트의 기간 수, 

정한 산집행, 목표달성, 컨설 결과에 한 만족도 등

을 컨설 성과로 측정하 다[23]. Shapiro et al.(1993)은 

경 컨설  성과의 향상을 해서는 한 컨설  방법

론과 기법의 채택, 컨설  련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

식, 즉각 인 실행에 필요한 기동력, 최고경 층과 실무

자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24]. Simon and 

Kumar(2001)는 수진기업의 입장에서 컨설턴트의 략

 컨설 능력이 컨설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을 

지 하고, 기업과 컨설턴트간의 의사소통, 수진기업의 

조와 참여, 범 한 스킬, 기술  지식, 문제의 정의, 성

실과 정직, 수진기업의 수용과 이해력, 마 , 합리 인 

기 효과 등의 요성을 강조하 다[25].

장 (1996)은 경 컨설 의 유형별 성과는 수진기업

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경 컨설 사의 컨설 로젝트 성과에 해당하는 컨설

 효율성에 해서는 최고경 층의 지원과 추진조직의 

열의, 조직원의 경험이 주요한 요인이며, 컨설  수진기

업의 당면한 문제해결과 업무개선  경 성과를 포

으로 반 하는 컨설 의 효과성에 해서는 컨설턴트의 

신뢰성과 문성 등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26]. 장용삼과 곽홍주

(2009)는 컨설 리에 의한 경 컨설  성과의 향을 

분석하면서, 컨설  사 리로서 컨설 도입에 한 이

해와 사 비, 컨설  과정에서의 조직변화 리, 단계

별 검, 경 자의 지원과 실천의지  종업원과의 의사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 컨설  후의 사후 리는 컨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하

다[21]. Halstead and Page(1992)는 만족과 불평행 가 

소비자의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통해 

제품자체에 한 만족이 재이용의사에 해 강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27].

여유 과 임왕규(2016)는 컨설턴트역량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컨설 완성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 다. 특히 컨설턴트역량을 컨설  직무수행에 필

요한 것을 직무역량으로, 컨설턴트의 기본 자질  소양

을 공통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역량은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공통역량은 경 성과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컨설 완성도는 

컨설턴트의 직무역량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매개

한다고 주장하 다[28]. 

최창호와 유연우(2014)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유 계  역량기반신뢰는 컨설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반면, 배려기반신뢰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컨설턴트역량에 한 신뢰가 배려에 한 신뢰보다 

요하다고 주장하 고, 수진기업의 참여도는 조 작용

을 하지 못한다고 역설하 다[29].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 로 소기업컨설 지원사

업으로 실시된 경 컨설 에서 컨설턴트역량과 컨설

수행과정을 독립변수, 수진기업의 참여수 과 활용의지

를 매개변수, 컨설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 

[Fig. 1]을 설계하 다.

Consultant 

competency

Utilizing 

willingness

Client 

involvement

Consultation 

process

Consulting 

performance

[Fig. 1] Research model

한 컨설턴트역량과 컨설 수행과정이 컨설 성과

에 수진기업의 참여수 과 활용의지를 통해 간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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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살펴보았다. Parry(1996)에 따르면 컨설턴트의 

역량은 일의 요한 부분에 향을 주고 상호 연 되어 

있다고 주장하 고[8], Rynning(1992)은 성공 인 컨설

을 해 필요한 요인으로 컨설턴트의 새로운 지식  

독창 인 생각 등을 역설하면서 컨설턴트역량을 강조하

다[9]. 김 용 외(2008)은 컨설턴트의 균형 잡힌 역량

특성을 제안하면서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침을 강조하

다[10]. Ben-Gal(2011)은 컨설턴트와 수진기업의 상호 

높은 신뢰 수 이 컨설  몰입수 을 높이고 이는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30]. 이를 근거로 

가설 H1과 부속 가설 H1.1  H1.2를 설정하 다.

H1 컨설턴트역량은 컨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컨설턴트역량은 참여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컨설턴트역량은 활용의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조민호와 설증웅(2009)은 컨설 수행과정에서 변화

리와 로젝트 리가 가장 핵심 인 기반활동이라 정의

하 고[12], Barcus and Wilkinson(1995)은 컨설 수행

과정이 최종 인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31]. 김  외(2013)는 컨설 수행과정이 경

성과와 조직역량에 정  인과 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15]. 이를 근거로 가설 H2과 부속 가설 H2.1  

H2.2를 설정하 다.

H2 컨설 수행과정은 컨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1 컨설 수행과정은 참여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컨설 수행과정은 활용의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가설 H1과 H2를 바탕으로 참여수 과 활용의

지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가설 

H3과 H4를 설정하 다.

H3 수진기업의 컨설  참여수 은 컨설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수진기업의 컨설  활용의지는 컨설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Claycomb et al.(2001)은 Hubbert(1995)의 연구를 바

탕으로 고객의 참여정도를 분류하 고[32,33], Beer et 

al.(1991), Bantel(1989)은 컨설  참여조직의 참여정도가 

성과의 매개변수라고 주장하 으며[19,20], 김익성(2006)

은 수진기업이 컨설 을 경 성과로 연결시키는 정도와 

컨설  결과를 활용하려는 의지의 존재가 요한 컨설  

요소이고, 컨설  산출물 활용의 정도는 직원에 한 교

육  학습수  확인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1]. 소기업기술정보원(2009)의 연구에서는 컨설

 재이용의사가 있는 수진기업이 컨설  산출물의 활용

의지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1]. 따라서 이를 측정

하기 하여 아래의 가설들을 설정하 다.

H5 컨설턴트역량은 참여수 을 통해 컨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컨설턴트역량은 활용의지를 통해 컨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컨설 수행과정은 참여수 을 통해 컨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컨설 수행과정은 활용의지를 통해 컨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기업컨설 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 

2014년 경 컨설 을 실시한 소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경 컨설 은 크게 경 략, 마 , 인사조직, 

재무회계, 생산 리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실시되며, 

경 컨설  수진기업은 경 컨설 이 종료된 직후 경

컨설  반에 한 설문에 응답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과정, 컨설 성과 등에 한 세

부 인 만족도와 기업의 참여수 과 활용의지에 한 자

체평가가 포함되며, 수진기업에 한 기 통계 즉, 기업

의 업종, 업력, 매출액,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등은 기

업정보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 상 565개 업체 에서 

신뢰할만한 설문지가 회신된 총 446개(회수율 79%) 업체

를 최종 분석 상 기업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SPSS 21.0

을 활용하 고, 주요 가설검증을 해서는 AMOS 19.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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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 다. 첫째, 연구 상기업의 특성과 설문항목인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과정, 컨설 성과, 기업의 컨설

 참여수 과 활용의지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고 정규성을 검토하 다. 둘째, 확인  요인분

석  타당성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인하 다. 셋째, 구조방정식 최  측정모형에서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값과 표 화된 잔차값을 

기 으로 문항 삭제를 시도하여 합도가 향상된 제안모

형을 완성하 다. 넷째, 제안모형이 구조모형 분석이 가

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가설 검정하 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을 심으로 주요 변수 간 련성을 확인한 후 

Sobel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측정하 다. 

3.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김 용 외(2008)는 컨설턴트의 역량으로 지식, 능력, 

자세의 균형 잡힌 역량특성을 제안하 는데 본 연구에서

는 지식과 능력을 ‘ 문지식과 경험’으로, 자세를 ‘윤리 

신뢰성’으로 측정하 다. 특히 컨설 의 성공은 신뢰수

에 기인하고 이러한 신뢰수 이 컨설턴트와 수진기업의 

상호 정  계를 형성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이 고려

되었다[10]. 컨설 수행과정은 반 인 컨설 의 수행

차를 의미하며, 착수, 진단, 계획, 종료 등의 단계로 구

분되고 있고[12], Barcus and Wilkinson (1995)은 컨설

수행과정을 분석  요소와 행정  요소  의사소통  

요소로 구분하 다[14]. 본 연구에서는 컨설 수행과정

의 의사소통  요소 등을 감안하여 정의하고, 이를 ‘일방

 계획 변경 없음,’ ‘요청사항 응 능력,’ ‘수시 간보고 

이행’으로 측정하 다. 이는 김 (2013)이 주장한 컨설

수행과정이 기업 성과와 고객만족에 유의  상승효과

를 미친다는 주장을 고려한 것이다[15].

고객참여는 서비스 생산과 달과정에 고객이 여하

는 정도이다. Claycomb et al.(2001)은 고객의 참여정도

를 참석, 정보제공, 고객의 공동생산 정도로 분류하 고

[32], Beer et al.(1991)은 컨설  추진 구성원의 업무능력, 

창의성  신능력, 극 인 참여 등을 컨설 성공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진기업의 참

여수 을 수진기업의 ‘과제의 사  인식,’ ‘ 담직원 운

,’ ‘직원참여 독려’로 측정하 다[18]. 김익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컨설  활용의지는 컨설 을 수행한 기업

의 표자가 얼마나 컨설  산출물에 한 활용의지가 

있는가 하는 과 컨설  산출물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사내 직원에 한 교육과 학습수 이 높은지가 컨

설  산출물 활용도의 실제 용하는 정도로 측정되어 

질 수 있다고 하 는데[20], 본 연구에서는 수진기업의 

컨설  활용의지를 ‘즉시 개선 의지,’ ‘추후 개선 의지,’ 

‘산출물 직원 공유’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경  컨설 성과는 컨설 회사의 에

서는 성공 인 컨설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며, 컨설  

수진기업의 입장에서는 컨설 에 따른 경 리의 개선

이나 업무효율성의 향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 

Oliver(1980)는 고객만족이 태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계속해서 재이용의사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컨설 성과를 ‘문제  악 도출,’ ‘개선안 실

 가능성,’ ‘ 반  만족도,’ ‘경 성과 연계성,’ ‘컨설  

재이용 의사’로 측정하 다[34]. 측정변수는 모두 리커트 

5  척도, 즉 ‘매우 그 다’ 5 에서 ‘매우 그 지 않다’ 1

으로 측정하 다.

4. 분석결과

4.1 기업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기업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연구 상기업의 업종은 도소매업 34.5%, 제조업 28.0%, 

서비스업 26.0%, 기타 11.5%로 분포되어 있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시 36.3%, 경기도  인천시 35.0%, 지방지

역 28.7% 소재하고 있었다. 컨설 분야는 경 략 

27.8%, 마  35.9%, 인사조직 13.4%, 재무회계 15.7%

를 차지하고 있었다.

Classification n %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Trade 154 34.5

Manufacturing Industry 125 28.0

Service Industry 116 26.0

Other Industry 51 11.5

Province

Soeul 162 36.3

Gyeonggi, Incheon 156 35.0

Local area 128 28.7

Management

Consulting

Management Strategy 124 27.8

Marketing Strategy 160 35.9

HR & Organization Strategy 60 13.4

Financial Accounting 70 15.7

Production Management etc 32 7.2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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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Used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Consultant 

competency(CC)

Professional knowledge experience CC1
4.85 .355 .805

○

Ethical reliability CC2 ○

Consultation 

process(CP)

No unilateral change of plans CP1 ○

Request response capability CP2 4.83 .381 .809 ○

Implementation of occasional interim reports CP3 deleted

Mediating 

parameter

Client 

involvement(CI)

preliminary recognition of tasks CI1 deleted

Dedicated personnel operation CI2 4.58 .594 .777 ○

Encouraging employee participation CI3 ○

Utilizing 

willingness(UW)

Immediate implement of improvements UW1 deleted

delayed implement of improvements UW2 4.74 .428 .817 ○

Workers' sharing results UW3 ○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performance(CPF)

Problems identification CPF1 ○

Feasibility of improvements CPF2 ○

Overall satisfaction CPF3 4.78 .401 .828 ○

linkable to business performance  CPF4 deleted

Consulting reuse intention CPF5 deleted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 Reliability Analysis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았다.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값은 모두 0.7이상으

로 신뢰할 수 있다. 연구 상기업들의 측정변수는 모두 

5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컨설턴트역량의 평균은 4.85

(SD=.355)으로 나타나 여타 잠재변수  최고 수를 기

록하고 있으며, 컨설 수행과정도 평균 4.83 (SD=.381)

으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컨설 성과의 평균

은 4.78 (SD=.401)으로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과

정의 만족도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 수진기업의 참여수 의 평균 4.58 (SD=.594)

으로 최하의 수를 보이고 있고, 참여수 의 표 편차

가 다른 잠재변수 비 상 으로 크다. 다만 수진기업

의 컨설 결과에 한 활용의지가 평균 4.74 (SD=.428)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진기업의 참여수 의 평균은 기

업 환경 인 측면이 반 된 것으로 보이며, 활용의지의 

평균은 수진기업이 경 컨설 을 통해 기업역량을 개선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4.3 측정모형의 개량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에서 최  측정모형의 합도

를 확인한 결과 (CMIN)=434.148, df=95(/df=4.57), 

p=.000, GFI=.895, AGFI=0.850, NFI=.903, TLI=.902, 

CFI=.922, RMR=.022, RMSEA= .090으로 모형 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하여 설명력이 낮은 측정변수를 순차 으로 제거

하여 측정모형을 개량하 다. 측정모형의 측정변수의 정

제과정은 측정변수 간의 상 계를 고려하여 설명력이 

은 즉 SMC값과 표 화된 잔차값을 기 으로 측정변

수를 제거하는 방식을 반복하 다. 최  측정모형에서 

제거된 변수는 컨설 수행과정에서 ‘수시 간보고 이

행,’ 참여수 에서 ‘과제의 사 인식,’ 활용의지에서 ‘개선

안 즉시 이행,’ 컨설 성과에서 ‘경 성과 연계성,’ ‘컨설

 재이용 의사’이며, 이들 측정변수 제거한 후 완성된 제

안모형은 [Fig. 2]와 같다.

[Fig. 2] Final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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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
Unstandardized 

estimates
S.E. C.R.(p)

Standardized 

estimates

Independent 

variable

Consultant’s 

competency

Professional knowledge experience 1.000 0.845

Ethical reliability 0.876 0.043 20.503*** 0.844

Consultation 

process

No unilateral change of plans 1.000 0.637

Request response capability 1.121 0.085 13.215*** 0.801

Mediating 

parameter

Client’s 

involvement

Dedicated personnel operation 1.000 0.790

Encouraging employee participation 0.883 0.069 12.836*** 0.892

Utilizing 

willingness

delayed implement of improvements 1.000 0.794

Workers' sharing results 0.965 0.069 14.008*** 0.776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performance

Problems identification 1.000 0.791

Feasibility of improvements 1.021 0.056 18.156*** 0.782

Overall satisfaction 0.937 0.046 20.355*** 0.852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 p<0.001)

Factor Variable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AVE

CC
CC1 0.845 0.048

0.971 0.944
CC2 0.844 0.037

CP
CP1 0.637 0.149

0.904 0.826
CP2 0.801 0.071

CI
CI2 0.790 0.237

0.899 0.818
CI3 0.892 0.079

UW
UW2 0.794 0.090

0.930 0.869
UW3 0.776 0.095

CPF

CPF1 0.791 0.093

0.959 0.888CPF2 0.782 0.103

CPF3 0.852 0.051

<Table 3> Feasibility Analysis

4.4 제안모형의 분석

측정변수가 제거된 사유를 살펴보면 본 경 컨설 이 

비교  단기에 걸쳐 수행되어 수시 간보고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수진기업 입장에서 경 진단 이 에 컨설 과

제를 사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경

우 컨설  개선안을 즉시 이행하거나 경 성과와 직  

연계하기 어려운 과 경 컨설 지원사업 특성상 동일

기업에게 반복 실시되지 않는 이 반 된 것으로 해석

된다. 제안모형의 합도는 (CMIN)= 111.190, df=35

(/df=3.177), p=.000, GFI=.956, AGFI=.917, NFI=.961, 

TLI=.957, CFI=.973, RMR=.010, RMSEA=.070으로 모형 

합도가 아주 우수하고 추후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여

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제안모형의 타

당성 검증 결과 <Table 3>과 같이 표 화된 요인 재치

값(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이 체로 .7 이상,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이 .7 이상, 평균

분산추출(AVE)값이 .5 이상이 확인되어 모형의 타당성

이 확보되었고, 제안모형에서 각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

에 이르는 경로의 비표 화계수와 표 오차는 <Table 

4>와 같이 유의수  .001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여 

구조모형 분석이 가능하 다.

4.5 가설의 검증 및 해석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는 <Table 5>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역량은 컨설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은 유의수  

p=.05 범  내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ry(1996)와 Rynning(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컨설턴트역량이 성공 인 컨설 을 해 필요한 요

소이며, 김 용 외(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10]. 그러나 컨설턴트역량은 참여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1은 유의수 을 벗어나 기각된 

반면 가설 H1.2는 유의수  범  내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의 참여수 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활용의지에 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말한다.

둘째, 컨설 수행과정은 컨설 성과에 직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H2는 유의수  p=.05 범  내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민호과 설증웅(2009)의 연

구결과나 Barcus and Wilkinson(1995)의 연구결과와 같

이 컨설 수행과정이 최종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친다

는 것과 일치한다[12,14]. 한 컨설 수행과정은 참여수

과 활용의지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2.1  

H2.2은 유의수  p=.05 범  내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컨설 수행과정이 참여수 과 활용의지에 정의 

향을 모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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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 Path　

Unstandard

ized 

estimates

S.E.
C.R.

(p)

Standardi

zed 

estimates

Result

H1 CPF←CC 0.557 0.120
4.633

(***)
0.428 Accept

H1.1 CI←CC -0.159 0.337
-0.472

(0.637)
-0.077 Reject

H1.2 UW←CC 0.362 0.176
2.060

(0.039)
0.289 Accept

H2 CPF←CP 0.419 0.131
3.198

(0.001)
0.381 Accept

H2.1 CI←CP 1.126 0.310
3.628

(***)
0.643 Accept

H2.2 UW←CP 0.472 0.156
3.029

(0.002)
0.447 Accept

H3 CPF←CI 0.056 0.026
2.138

(0.032)
0.089 Accept

H4 CPF←UW 0.224 0.054
4.149

(***)
0.216 Accept

<Table 5> Hypothesis Test              (*** p<0.001)

셋째, 수진기업의 참여수 이 컨설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과 수진기업의 활용의지가 컨

설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은 유의

수  p=.05 범  내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eer et al.(1991)은 컨설  참여조직의 참여정도가 성과

의 매개변수라고 주장하 으나, 이는 컨설 수행과정을 

통해서만 실 되는 것으로 컨설턴트역량과는 무 하여 

부분 일치하 다[18]. 즉 컨설  참여조직의 참여정도는 

컨설턴트역량이 아니라 컨설 수행과정에서 효과가 있

고, 수진기업의 활용의지는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

과정에서 모두 컨설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 소기

업기술정보원(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의 

참여수 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수행과정이 참

여수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컨설턴

트역량은 수진기업의 활용의지를 통해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신동주와 유연우(2012)의 연구결

과와 같이 컨설턴트의 능력과 태도가 컨설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컨설턴트의 지식 자체는 정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연구결과[35]와 같이 컨설턴트

의 컨설 수행 자세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컨

설턴트는 컨설 수행과정을 통해 수진기업의 활용의지

를 확 시켜 컨설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컨설 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컨설턴트

의 역량이 아니라 컨설 수행과정이다. 컨설 수행과정

은 수진기업의 참여수 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수행과

정이란 컨설턴트가 당  계획 로 컨설 을 수행하는 것, 

일방 인 계획 변경이 없는 것과 수진기업의 요청사항에 

잘 응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참여수 이 향상되고 

컨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컨설 수행과정은 

수진기업의 활용의지를 더 높게 만들며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친다. 활용의지는 컨설  개선안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컨설  산출물을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컨설  결과물을 수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자신의 역량이 컨설 성과에 직  

향을 미치도록 집 하되 수행과정을 통해 참여수 과 

활용의지를 높이는 자세를 가지고 컨설 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Schein(1990)의 연구결과처럼, 기업이 스스로를 

돕도록 컨설 을 하는 수행과정 심의 컨설 이 기업의 

문제 을 악 도출하고 실  가능한 개선안을 산출하여 

결국 기업이 컨설  산출물을 이행하도록 한다. 한 컨

설턴트는 사 에 자기 자신의 역할을 과업 지향 (task- 

oriented) 는 과정 지향 (process-oriented)인지를 

단하여 컨설 에 임할 필요가 있다[36].

4.6 매개효과의 분석

컨설턴트역량과 컨설 성과 간에 수진기업의 컨설  

참여수   활용의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각 경로의 비표 화계수와 표 오차를 이용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고(Baron and Kenny, 1986) 보는 견

해에 따라 ‘컨설 수행과정→활용의지→컨설 성과’ 경

로 즉 가설 H8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yp. Mediating Path Statistic
Two-tailed 

probability
Result

H5 CC→CI→CPF -0.461 0.645 Reject

H6 CC→UW→CPF 1.843 0.065 Reject

H7 CP→CI→CPF 1.853 0.064 Reject

H8 CP→UW→CPF 2.444 0.014** Accept

<Table 6>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 p<0.05)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AMOS 부트스

트랩(bootstrap)을 이용하 다. 부트스트랩은 모집단으

로부터 무작 로 추출한 표본자료를 상으로 재 표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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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통해 표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석 결과, 컨

설턴트역량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의 유의확률(p

값)이 .739로 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컨설

수행과정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의 유의확률(p

값)이 .040으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 효과

의 유의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37]. 

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 H8의 매개효과를 단

계별로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M Ⅰ에서 컨

설 수행과정과 활용의지의 향 계를 분석하 고, M 

Ⅱ에서 컨설 수행과정과 컨설 성과의 향 계를 분

석하 으며, M Ⅲ에서 이들 모두를 투입하여 활용의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활용의지를 추가 투입한 결과는 

컨설 수행과정이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이 β

=.696(.000)에서 β=.495(.000)으로 변화되었고, 활용의지

가 컨설 성과에 β=.408(.000)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컨설 수행과정이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력이 M Ⅱ보다 M Ⅲ에서 감소되었으므로 활용의 지

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38,39].

Step β t F R²

M Ⅰ CP→UW .493
11.948

***

142.750

***
.243

M Ⅱ CP→CPF .696
20.449

***

418.181

***
.485

M Ⅲ

CP→CPF .495
14.536

*** 347.940

***
.611

UW→CPF .408
11.979

***

<Table 7> Regression Analysis          (*** p<0.001)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과정을 독립변

수, 수진기업의 컨설  참여수   활용의지를 매개변

수, 컨설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

정한 후, 컨설턴트역량  컨설 수행과정이 컨설 성과

에 직  향을 미치는지, 컨설  참여수   활용의지

를 통해 컨설 성과에 간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Jang and  Lee(1998)이 컨설턴트의 능력, 컨설  

방법론, 수진기업의 조직  지원특성 등을 경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

이다[40]. 

연구 결과, 컨설턴트역량은 컨설 성과에 직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수진기업의 참여수 과 활용의지를 통

해 컨설 성과에 간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한편 컨

설 수행과정은 컨설 성과에 직  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활용의지를 통해 컨설 성과에 간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컨설 성과 향상을 해서는 컨설 수행

과정과 수진기업의 활용의지가 요한 요소임을 확인하

다. 이는 최고경 층과 실무자의 참여 등을 주장한 

Shapiro et al.(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컨설 리

에 의한 경 컨설  성과의 향을 분석한 장용삼과 곽

홍주(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1,23]. 그러나 

Beer et al.(1991) 등은 컨설  참여조직의 참여정도가 성

과의 매개변수라고 주장하 으나, 이는 컨설 수행과정

을 통해서만 실 되는 것으로 컨설턴트역량과는 무 하

여 부분 일치하 다[19].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기업 경 컨설 에서 컨설턴트가 우선 고려

해야할 사항은 컨설 수행과정이라고 본다. 일정수  이

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라면 수행과정에 

한 집 이 필요하다. 즉 컨설턴트가 수진기업에게 컨설

방법론을 이 하고 참여와 경험을 통해 인지체계를 더

욱 정교하게 만드는 컨설 수행과정이 필요하다[41].

둘째, 컨설턴트는 수진기업의 참여수 에 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분의 소기업은 인 , 물  자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수진기업의 컨설  참여수 에만 

집 할 경우 컨설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컨설

턴트는 수진기업의 인  자원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컨

설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컨설 수행과정은 수진기업의 활용의지를 통해 

컨설 성과에 미치는 간  향이 크다. 컨설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컨설 수행과정을 통해 수진기업의 활

용의지를 높여 컨설  결과물이 반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수행과정 측면에서의 컨설  분류는 인사조직, 

재무회계 등 보조업무, 경 략, 마  등 주요업무, 생

산 리 등 특화업무로 나  수 있다[42]. 

넷째, 소기업 컨설 성과에 한 것으로 수진기업은 

컨설 성과로 수진기업의 문제  악 도출에 한 심

이 많으며, 컨설  후 개선안이 수진기업 입장에서 실  

가능한지에 해 깊은 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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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는 수진기업이 실행 가능한 성과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4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기업 컨설 의 주요 요소

인 컨설턴트, 수행과정  컨설 성과, 그리고 수진기업

의 참여수   활용의지를 종합 으로 연계한 실증연구

를 통해 컨설 수행과정의 요성을 입증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실제 컨설  수행 직후 수진기업을 상으로 

설문한 장자료를 바탕으로 체계 으로 분석되었고 수

진기업의 가치공동창출 행 를 강조한 에서 특히 의미

가 있다.

5.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  연구의 

한계 은 첫째, 본 연구가 보증기 이 지원하는 소기

업 경 컨설  수진기업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

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소기업에 한

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

이 선행연구나 이론  토 를 심으로 구조모형이 구성

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모

형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 있다. 따라서 변수 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과제는 첫째, 본 연구가 수진기업의 참여수

  활용의지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이후 참여수 의 고 , 활용의지의 고 에 따른 조

효과를 심으로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지원된 경 컨설  수진기업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취합하여 

추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컨

설  수진기업을 상으로 한 양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컨설턴트의 견해가 반 되지 않았다. 따라서 컨

설 지원사업과 련된 수진기업과 컨설턴트를 연계한 

컨설  성과가치 공동창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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