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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역할변화에 
대응한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특히 온라인마케팅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요인 중 컨설팅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
다.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한연구결과, 컨설턴트의 역량과서비스품질이 모두 
지원사업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만족도는 일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변화하는 수출환경하에서 지원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컨설턴트
의 역량과 서비스품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실체적 요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추후 요인별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제어 : 수출지원, 온라인마케팅, 컨설턴트 역량, 서비스품질, 사업성과

Abstract  The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are providing crises 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enterprises. This study focused on overseas marketing support projects, 
especially effective consulting support for online marketing,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role of SMEs. 
Through a survey on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online export support project, it was analyzed that 
both the consultant's competence and service 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and that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Also, satisfaction showed som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In order to achieve business results, the competence of the consultant and 
the quality of service must be achieved together. This study present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bstantive factor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projects, and further studies on 
capacity-building measures for each factor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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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언택트와 

자국 우선주의 등이 중심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중대한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로 글로벌무역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유연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
할과 온라인 무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기
존 산업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계속
해서 등장하고 있고 Amazon, Netflix, Uber와 Airbnb
와 같은 혁신적 방식의 기업은 더 이상 규모, 과거의 강
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젊은, 지역 기반
의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떠오르고 있다[1].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 육성이 해당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미래 
수출을 견인할 핵심 동력확보 확보라는 국가적 지향점이 
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할 
중소수출기업의 미래를 위해 위험요소의 극복과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지원과 함께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자 지향의 지원제도가 필
요하다. 기존에 행해진 수출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중소기
업의 수출발전에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
며, 정부는 2017년 수출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요
자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를 표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
해 지속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2]. 수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지원의 서비스품질이 
향상되어야하며 지원기관과 컨설팅 대행사의 서비스품질
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3].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이 외부
기관에 위탁되어 수행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원사업의 활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
나 수출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수출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즉 컨설팅 수행에 대한 만족과 이를 통한 성과 창출에 대
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온라인 
수출사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정부기관의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온라인무역에 참여하
기 위해 물적, 인적투자를 하고 있으나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제품 및 기업 홍보에 대한 어려움 등 중

소기업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바 정
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수요기업
중심의 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방안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마케팅, 특히 온라인마케팅 사업
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
항으로 확인되는 애로사항을 대행해서 사업 중요한 부분
을 담당하는 수행기업 컨설턴트의 역량과 수행의 품질, 
서비스 지원기관의 품질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방안을 연구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수출지원사업의 개요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중소기업의 발전을 위
해 시행하는 수출 지원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의 다양한 수출관련 기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
다. 수출지원 제도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원사업의 정책목표가 변화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4].

Division Policy Goal
2000∼ Expansion of export base
2006∼ Strengthening overseas marketing competencies
2010∼ Internationalization competency building
2014∼ Enhance market pioneer competency
2016∼ Customized market entry support
2018∼ Expanded online export support, Business system by 

export size
 source : Researcher's theorem

Table 1. SME export support policy target changes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
의 내용을 보면 2000년대 초반 수출저변의 확대 및 온라
인마케팅의 태동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구하였
다면 2010년 이후에는 수출역량 강화 및 중소중견기업
에 대한 지원의 확대 및 단계화를 통한 체계적인 수출시
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후 2017년 수출바우처사업
의 시행과 함께 수출규모별 지원체계와 함께 온라인 수
출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2 서비스품질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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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중시하는 사고가 나타나면
서 1960년대 초반에 서비스 품질은 마케팅의 중요한 분
야로 부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기업들은 서비스
품질에 주목하게 되었고 서비스품질의 측정을 위한 방법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ronin & Taylor(1992)
는 서비스품질이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
는 태도로 개념화되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
다[5]. 

Andrianto & Yosua(2018)는 유형성, 신뢰성, 반응
성, 확신성, 공감성을, Chen et al(2017)은 온라인 서비
스 품질요소로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을 연
구하였다[6,7]. 김종수 외1(2010)은 전자무역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품질의 요인으로 편의성, 안정성, 효과성을 
도출하여 기대치-만족도의 IP분석을 실시하였다[8]. 황
경연 외2인(2011)은 기업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는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과 중소기업의 특성이 수
출중소기업의 무역지원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활용
도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9]. 김선후
(2019)는 기대와 성과의 차원에서 연구된 지원사업의 모
델의 연구에서 과정품질과 결과품질로 구분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였다[10].

2.3 컨설턴트역량
컨설팅은 사전적인 의미는 조언을 주는 것이다. 그러

나 실제의 컨설팅 사업에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솔루
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나 과제를 파악하여 고객의 
어려움 또는 직접 해결이 힘든 것들을 대신해 주면서 대
가를 받는 것이다. 역량이란 높은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
들에게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을 말한다. 
Klemp(1980)는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는 개인의 특성을 역량으로 정의하였는데 역량은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이는 과업의 
수행에 있어 행동으로 나타난다[11]. Mathews et 
al(2016)은 인터넷마케팅 역량과 성장을 연구하였다
[12].

국내 연구자들의 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연구는 우선 
컨설턴트의 역량을 능력, 지식, 태도로 구분하는 연구가 
있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분
석능력과 의뢰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할 때 지켜야하는 행동윤
리와 책임을 의미하는 자세,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전반
적인 지식으로부터 전문분야의 지식과 분석에 필요한 지

식으로 구분한다. 신동주 외1(2012)은 컨설턴트의 역량
이 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을 능력, 자세, 지식의 세범
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13]. 김후진(2014)은 경영컨설
팅서비스와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을 태도(자세), 지식으로 
구분하였다[14]. 

2.4 사업만족도
고객만족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련

의 기업 활동에 대한 결과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가 발생하고, 고객의 신뢰가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객만족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모두 아우르지만, 대개의 실증연구에서는 감정적이면서 
정서적인 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 
기업의 경영에서 고객만족은 1970년대의 소비자중심주
의의 확대와 더불어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테마로 등장하
게 되었다. 이후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기대불일치 모
델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기대불일
치 모델에 의하면 고객이 사전에 기대하는 바와 사후의 
평가 간에 생기는 차이(기대불일치)의 여부에 따라 만족
이 결정된다[15]. 김정일(2016)은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의 수진기업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만족도를 컨설팅 
만족도와 컨설턴트 만족도, 그리고 정책만족도로 구분하
여 정의하였다[16]. 노희경(2017)은 기업지원서비스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의 연구에서 만족도를 종합만족
도로 정의하여, 기관만족도와 지원서비스만족도로 구분
하였다[3]. 하영임 외2(2017)는 기업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만족도를 참
여만족도와 사업비만족도로 구분하였다[17]. 김용호
(2018)은 만족도를 전반적인 만족도, 충분한 커뮤니케이
션, 산출물 활용도 및 의지, 추가 컨설팅시도, 컨설팅 사
후관리, 컨설팅기법 등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18]. 

2.5 사업 성과
재무지표 중심, 단기지표 중심, 결과지표 중심, 내부지

표 중심의 관점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관리 
Tool의 모색을 통해 등장한 것이 성과관리의 대표적 이
론인 BSC(균형성과표)이다. BSC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
표의 균형,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균형, 결과지표와 과
정지표의 균형,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균형을 통해 기존 
성과관리지표의 보완을 시도한다. 경과에서 과정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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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외부로 시야를 확대하여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였
다. 기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주된 연구의 흐름은 1980년
대 이전에는 판매량, 매출액, (투자)수익률, 등 재무지표 
관련 마케팅 측면의 수익성 분석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 시제품 판매율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성과측정의 모형이 개발되었다[19]. Plank 
& Doblinger(2018)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재무성과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0].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국내연구자들의 연구를 수출성과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김은영(2011)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성과를 최근 
3년간의 향상된 매출액과 수출실적의 수출성장률 2가지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21]. 전재일(2016)은 수출중소
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주관
적으로 인지하는 해외진출성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방
법을 이용하였다[22].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에서 외부위탁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수행기업의 의 서
비스품질과 컨설턴트의 역량이 온라인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가설 설정
3.2.1 컨설턴트의 역량과 사업만족도

본 연구는 컨설턴트의 역량이 지원사업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컨설턴트역
량에 대한 연구는 컨설팅사업 영역에서 경영컨설팅을 중
심으로 연구되어왔고 많은 실적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분야별, 사업 목적별 컨설턴트 역량의 연구로 확대되
었다. 수출성과 창출과 관련된 연구는 수출지원 사업, 
FTA 컨설팅사업과 관련한 성과연구가 일부 있으며 최근 
수출바우처사업의 보고에서 수행기관(컨설턴트)의 선발 
및 역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향후 연구범위의 
확대를 기대한다. 컨설턴트 역량과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준휘(2019)는 외식컨설
턴트의 역량과 컨설팅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을 지식, 능력, 자세로 구분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만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23]. 전용대 외1(2017)은 기술보증기금으
로부터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
구에서 컨설턴트의 능력, 지식, 태도로 구성된 컨설턴트
의 역량 중 능력을 제외한 지식, 태도가 만족도에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4]. 선행연
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설턴트의 역량이 사업의 만족
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연구에서
는 세부내용에 대해 또는 역량자체에 대해 영향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 역량
을 자세(태도), 지식의 범주로 분류하여 만족도의 영향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컨설턴트의 자세는 사업의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컨설턴트의 지식은 사업의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서비스품질과 사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및 목적

에 따라 서비스품질, 서비스 편의성 등으로 명칭을 사용
하며 하부 변수로도 유형성, 신뢰성, 체계성 등과 관계품
질과 과정품질, 결과품질, 그 외에 상품 다양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수출지원 사
업에도 서비스품질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서비스품질과 만족도의 관계에 관련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atima et al(2018)은 서비스품질과 만족도에 상당
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25]. 라준영 외1(2008)는 서
비스품질을 결과품질과 과정품질로 나누어 공공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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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결과품질과 과정품질 모두 고객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6]. 한상린 외
1(2010)는 B2B시장에서의 서비스편의성과 관계성과 연
구에서 서비스 편의성의 개념을 결정편의성, 접근편의성, 
거래편의성, 편익편의성, 사후편익편의성으로 나누어 관
계만족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접근편의
성을 제외한 4가지 요소는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황경연 외2(2011)는 무역지
원기간의 서비스품질과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을 체계성, 신뢰성, 공감성으로 구분하여 서비
스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서비
스품질의 3가지 항목이 서비스만족도에 모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김국선 외1(2012)은 소
셜커머스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의 5가지 
변수중 반응성을 제외한 정보성, 상품 다양성, 소통가능
성 및 가격성은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28].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을 과정품질과 결과품질로 
분류하여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서비스의 과정품질은 사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서비스의 결과품질은 사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사업만족도와 사업성과
사업만족도는 주로 독립변수(기업의 특성, 서비스 품

질 등)와 종속변수인 사업성과 간의 매개변수로 연구되
거나 여러 가지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상린 외1(2010)은 거래관계에서 관계의 질을 평가
하는 요인으로 관계만족(서비스 만족, 거래경험의 만족 
등)을 설정하고 관계성과(경제적 성과, 관리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계만족이 관계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7]. 황경연 외2(2011)는 비스
품질과 수출성과의 매개변수로 서비스만족도를 설정하여 
만족도와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만족도를 재이용 의
향, 추천의향 등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비용절감, 수출실
적 증가 등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윤구 외1(2018)
은 상호만족과 협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8]. 노희경 외1(2017)은 기업지원서비스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의 연구에서, 종합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합만족도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하였으며, 기업성과는 
품질개선 향상도 및 생산 비용 절감 정도를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종합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족도와 기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직, 간접의 영
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5를 
설정하였다.

H5. 사업 만족도는 사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3 변수의 정의
3.3.1 컨설턴트 역량
독립변수인 컨설턴트 역량의 측정을 위해 신동주 외

1(2012)은 능력, 자세, 지식으로 구분하여 역량을 측정하
였고, 김후진(2014)은 자세와 지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13, 14].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수출
의 사업 분석을 위해 컨설턴트의 자세와 지식으로 역량
을 구분하였다. 자세의 측정을 위한 세부항목으로는 문제 
진단 및 분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업무영역과 범위의 
준수, 컨설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으로, 지
식의 측정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보유, 조직에 
대한 이론 및 관리지식의 보유, 컨설팅 수행경험의 보유
로 설정하였다.

3.3.2 서비스 품질
독립변수인 서비스품질의 측정을 위해 김종수 외

1(2010)은 전자무역에 적합한 요인으로 편의성, 안정성, 
효과성으로 구분하였고, 김선후(2019)는 수출지원 사업
에서의 요인을 과정품질과 결과품질로 구분하여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8, 10].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온라인수출의 연구에 적용하기위해 과정품질과 결과
품질로 서비스품질을 구분하였다. 과정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항목으로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원 절차의 공정
성, 수행기관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전문성으로, 결과품
질의 측정은 계획대비 목표달성의 여부, 투입비용 대비 
성과, 컨설팅결과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3.3.3 만족도
매개변수인 사업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김정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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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컨설팅 만족도와 컨설턴트 만족도와 정책만족도로, 노
희경(2017)은 기관만족도와 지원서비스만족도로 구분하
였다[16, 3].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컨설턴트의 
만족도와 서비스품질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였
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항목은 이용서비스의 지
속적인 재사용 의사, 지원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
도, 향후 동일 수행기관의 재 선택 의향으로 구성하여 측
정하였다.

3.3.4 사업성과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의 측정을 위해 김은영(2011)은 

최근3년의 향상된 매출, 수출실적으로 구분하였고, 전재
일(2016)은 기업의 주관적인 인지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정성평가를 이용하였다[22].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지원사업의 단기성과 측성의 모호성을 감안하여 사
업성과를 측정하였다. 사업성과 측정의 세부항목은 사업 
참여를 통한 마케팅역량 강화정도, 기업 이미지 및 인지
도의 상승 예측정도, 향후 수출에 대한 전망으로 설정하
여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 
기업 외적인 요소인 사업수행 기업의 서비스품질과 컨설
턴트의 역량을 사업에 대한 만족을 매개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4월 28일부터 5
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100개 기업에 메일을 발송하여 264개 기업의 응
답을 회수하였고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고 최종 214개 응답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설문은 리커트 5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Categories Frequencies %

Business 
Duration
(year)

Less than 5 19 8.9
6∼10 98 45.8
11∼20 84 39.2

More than 21 13 6.1
Total 214 100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20 67 31.3
21∼50 88 41.1
51∼100 42 19.6

More than 100 17 8.0

Professional- 
manpower

0 35 16.4
1 68 31.8

2∼3 84 39.2
More than 4 27 12.6

Business 
Sector

Machinery, Metal 38 17.8
Electricity, Electronics 70 32.7

Chemistry, Bio 63 29.4
Food, other 43 20.1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표본기업의 
규모는 사업기간은 6∼10년이 98개(45.8%), 11∼20년
이 84개(39.2%)로 나타났으며, 수출전담인력은 2~3명이
하가 187개(87.4%)로 수출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분야는 전기·전자, 화학·바이
오가 많아 온라인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분포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SPSS 23.0을 이용해 분석
을 실시하였다.

4.2 기술적 통계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결과는Table 4

와 같다. 
표준편차는 ±3 이상이 없어 이상치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여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easurement variables No of 
questions

Preceding
Studies

1. Consultant Attitude 3 Mathews et al. (2016)
H. J. Kim. (2014)
J. H. Kim. (2019)
Jeon & Seo. (2017)2. Consultant Knowledge 3

3. Process Quality 3 Andrianto & Yosua(2018)
S. H. Kim. (2019)
Chen et al(2017)
Han & Lee. (2011)4. Result Quality 3

5. Satisfaction 3
Noh & Lee. (2017)
Fatima et al. (2018)
Ha, An & Kwon. (2017)
Y. H. Kim. (2018)

Table 2. Composition of survey 

6. Performance 3
Lee & Hyun. (2018)
Plank and Doblinger (2018)
J. I. Chun. (2016)

Total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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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Consultant
-Attitude

1 3.38 .893 -.031 -.037
2 3.25 .869 .238 -.045
3 3.45 .889 .051 -.460

Consultant
-Knowled

ge

1 2.67 .937 .343 -.161
2 2.67 .993 .336 -.268
3 2.80 .968 .165 -.292

Process
Quality

1 3.07 .897 .079 .080
2 3.26 .861 -.054 -.465
3 3.11 .876 -.036 -.088

Result 
Quality

1 3.76 .944 -.751 .514
2 3.81 .933 -.583 -.005
3 3.70 .915 -.536 .338

Satisfactio
n

1 3.14 .913 -.168 -.050
2 3.03 .967 -.089 -.201
3 3.10 .929 -.081 .056

Performan
ce

1 2.88 .870 .181 .038
2 2.99 .842 .296 -.106
3 2.91 .899 -.094 .026

Table 4.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4.3 타당도 및 신뢰도
가설을 검정하기 전에 변수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축 요인추출과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것과 같
이 18개 항목에서 제거요인은 없었다.

KMO값은 0.878, Bartlett의 구형검정에서 p값이 유
의수준인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누적분산은 78.208%로 구성요인의 
설명력이 충분히 나타났으며 요인 적재 값은 모두 0.5이
상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항목의 제거와 조정 없이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각 변수의 Cronbach's Alpha값
이 Table 6과 같이 0.7이상의 값을 보여 본 연구 변수들
의 신뢰도는 양호하게 나타나 제거문항 없이 분석을 진
행하였다.

Research variable Items Cronbach's 
alpha

independent
variable

Attitude 3 0.803
Knowledge 3 0.848

parameter
variable

Process Quality 3 0.848
Result Quality 3 0.863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3 0.903
Performance 3 0.846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4.4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상관관계의 확인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이 주요변수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인 관계로 확인되
었다. 또한 상관계수는 모두 0.8이하로 다중공선성과 관
련한 문제는 없었으며 실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VIF를 
확인한 결과 1.212∼1.306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variables 1 2 3 4 5 6
Attitude 1

Knowledge .181** 1
Process Quality .332** .435** 1
Result Quality .356** .175** .410** 1

Satifaction .277** .293** .371** .348** 1
Performance .263** .370** .506** .295** .388** 1

**p<.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4.5 가설 검증 및 분석
가설의 검증 결과는 Table 8와 같다.

Measurement variables1 Loadi
ng

Eigen
value

% of
Var.

Cumu
. %

Consultant-A
ttitude

CA2 .864
2.532 14.066 14.066CA1 .810

CA3 .768
Consultant-K

nowledge
CK2 .889

2.419 13.441 27.507CK1 .864
CK3 .748

Process
Quality

PQ1 .808
2.373 13.184 40.691PQ3 .767

PQ2 .763
Result Quality RQ2 .855 2.279 12.660 53.351

Table 5. Factor Analysis Result Table

RQ1 .834
RQ3 .816

Satisfaction
S3 .874

2.251 12.506 65.857S2 .873
S1 .829

Performance
P2 .822

2.223 12.351 78.208P1 .798
P3 .762

KMO(Kaiser-Meyer-Olkin)=.878
Bartlett`s χ2=5,297.72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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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β t p Results
H1 CA → Sat .179 2.845 .005 Accept
H2 CK → Sat .206 3.527 .000 Accept
H3 PQ → Sat .115 2.032 .043 Accept
H4 RQ → Per .159 2.768 .006 Accept
H5 Sat → Per .388 7.265 .000 Accept

 ※CA: Consultant-Attitude  CK: Consultant-Knowledge
   PQ: Process Quality     RQ: Result Quality
   Sat: Satisfaction         Per: Performance

Table 8. Results of Proposed Hypotheses Test

4.6 사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하단의 Table 9는 컨설턴트의 역량과 서비스품질요

인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업만족
도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Step1 Step2 Step3
dependent
variable Satifaction Performance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β p β p β p
Attitude .179 .005 .078 .144 .057 .284

Knowledge .206 .000 .182 .001 .152 .005
Process Quality .115 .043 .367 .000 .333 .000
Result Quality 159 .006 .085 .127 .046 .410

Satifaction - - - - .388 .000
R2(adjR2 ) .216(.206) .299(289) .326(315)

F 20.368 31.388 28.482
Sig. .000 .000 .000

Table 9.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result

Step1에서 독립변수는 잠정적 매개변수에 모두 유의
미한 통계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Step2에서 독립변수 중 컨설턴트의 역량요인인 지식과 
서비스품질 요인인 과정품질은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나 자세와 결과품질은 유의한 영
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Step3에서 독립변수 중 Step2에서 유
의한 결과를 보인 지식과 과정품질에 대한 매개효과 검
증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2개 항목 모두 매개변수가 투
입된 step3에서 검증하는 영향력(0.152, 0.333) 보다 
step2에서 검증된 영향력(0.182, 0.367)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컨설턴트의 지식역량과 서비스의 결과품
질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사업만족도의 매

개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수출에 관련한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 만족도 향상조건을 살펴보
았다. 기존의 정부기관의 선행조사와 학계의 연구 분석을 
통해 수출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
의 선택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지원 사업신청에 있어 절차
와 서류작성이 매우 복잡하고 사업지원의 지연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 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의 역량은 컨설턴트의 자세와 지식이 

모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서비스 품질의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은 모
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 만족은 사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컨설턴트의 지식과 
서비스 과정품질의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에서 만족도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인다. 

수출지원 사업은 내부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서
는 기업 수출 관련성과의 창출에 중요한 요소이며, 수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컨설턴트의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과 함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로 수행기업의 역
량을 정확하게 평가, 선정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이 필요하
다. 둘째.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지원사업
의 목표에 대한 공유 및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한 교육프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컨설턴트의 역량과 서
비스 품질의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수출성
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
원기관의 노력 등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의 역량과 지원기관의 역할 
과 함께 등과 함께 본 연구는 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학문
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실무적으로 컨설턴트의 역
량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성을 보여준다. 최근 
수출바우처 사업의 평가연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수행
사 및 컨설턴트의 역량과 역할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온
라인 수출역량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
다. 준비된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온라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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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영역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확
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지원 
사업 비 참여기업에 대한 연구, 설문내용 중에 연구에서 
채택되지 못한 영역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아쉬
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출전략의 
수립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확장되어질 연구에 관
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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