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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설팅 수진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량과 컨
설턴트의 윤리적 태도, 컨설팅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그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컨설팅 수진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닌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컨설턴트의 윤리적 태도는 컨설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
다. 또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과 컨설팅 성과와의 관계에 해당기업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CEO 의지와 지원수준에 따라 컨설팅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프로젝트 매니저
의 역량이 컨설팅 성과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컨설턴트 역량, 프로젝트 매니저, PM의 역량, 컨설턴트 윤리적 태도, 컨설팅 성과, CEO지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y 
of the project manager of a consulting recipient company tha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consulting 
achievement, the ethical attitude of the consultant, and the consulting project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competency of the project 
manager from the consulting recipient company contributed to the ethical attitude of the consultant, the ethical 
attitude of the consultant positively affected the consulting achievement, and the support of the CEO of the 
consulting recipient company helped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y of the project manager 
and the consult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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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해 경 컨설  서

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컨설 에 한 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컨설  산업의 발 과 함께 학계에서

도 컨설 과 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컨설  로젝트 성과와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컨설  로젝트 성과란 

주어진 산과 정해진 개발 기간 내에서, 개발 목 을 이

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parrow. P., 1996) [14]. 컨

설  성과를 로젝트 에서 보았을 때, 로젝트의 

핵심참여자인 컨설턴트와 수진기업 최고경 자, 로젝

트 매니  역할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컨

설 서비스를 경험한 모든 기업이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 로젝트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는 핵심참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하다. Beer(1991)

는 컨설  추진 구성원의 업무능력, 창의성  신능력, 

극 인 참여 등을 컨설  성공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

어, 최고경 층 뿐만 아니라 컨설  참여조직의 참여 정

도가 성과의 요변수라 할 수 있음을 주장하 다[2]. 

한,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로젝트 매니

의 역량과 최고경 층의 지원 정도는 경 컨설턴트의 

극 이고, 바람직한 태도에 정 인 변화를  수도 있

을 것이다. Allen & Davis(1993)는 도덕 으로 올바른 행

동을 이끄는 지침을 윤리라고 정의하고, 이를 컨설턴트

의 직무 윤리로 연결하 다[1]. 이 직무윤리는 로젝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향을 받아 태도에 변

화를  수 있으며[1], 로젝트 매니 의 역량  이해력

이나, 능력 는 극 인 태도에 따라 컨설턴트의 직무

윤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 역시 정  는 부정

인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컨설 서비스 제공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컨설  성과에도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의 핵심 참여자인 컨

설  수진기업의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와 컨설  성과에 정 인 향 계에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로젝트 매니 의 역량과 

컨설  성과와의 계에서 최고경 자 지원이  조 효과

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 

컨설  로젝트에서 컨설턴트는 기업의 구성원과 함

께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으로 컨설  로젝트에서

는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컨설턴트와 함께 컨설  로

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리더를 로젝트 매니 로 구성

한다.

로젝트 매니 는 컨설  의뢰기업 직원으로 컨설턴

트와 함께 컨설  로젝트를 이끄는 심 인 인물이다. 

로젝트 매니 는 컨설  의뢰기업 측 입장을 컨설턴트

에게 수시로 달하고 상황을 조율하면서 컨설  로젝

트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 다. 그리고 컨설턴트가 제시

하는 주문사항들을 최우선 으로 수하여 의뢰기업 측 

로젝트 원들에게 달하고 그들을 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5].

Competency이란 고성과를 창출한 사람으로부터 일

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말한다[12][13]. Klemp(1980)

는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뛰어난 결과를 창출한 개인의 

특성을 역량으로 정의하 는데[6], 역량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성으로 이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행

동으로 표출된다.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을 정의하기 해서는 로젝

트 리(project management)를 먼  설명할 필요가 있

다. 로젝트 리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기술, 비용, 일

정에 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로젝트를 계획하고 

조직  통제하는 것이다(Kerzner, 2005)[4]. 이는 곧 

로젝트 매니 의 핵심 역량은 로젝트 리 능력을 뜻

하기도 한다.

로젝트 리의 목표와 로젝트 매니 의 주요 역

할을 정리해보면, 로젝트에 투여되는 인  자원, 물  

자원 등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성공 인 로젝트를 이

끌어내는 로젝트 리 능력이 로젝트 매니 의 핵심 

역량임을 알 수 있다.  즉 로젝트 매니 는 로젝트 

반에 걸친 리 능력, 즉 자원 리 능력, 계획 능력, 커

뮤니 이션 능력을 포 한다(SungHwan,2008)[15].

한, 컨설턴트는 해당 기업을 컨설  하는 과정에서 

로젝트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 련 업무 담당자와

의 인터뷰를 해 조를 구하게 된다. 이때, 기업 측 

로젝트 매니 는 컨설턴트를 도와 로젝트 진행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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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야 할 역할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계에서 로젝

트 매니 의 극 인 조 자세와 태도 한 로젝트 

매니 의 역량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

이 함께 진행하는 로젝트에서 서로 간의 조 태도가 

로젝트 성과와 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에 많

은 연구가 이 진바 있다. 따라서 컨설턴트에 한 조 

태도는 로젝트의 성과에 있어서 로젝트 매니 의 핵

심 역량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

한, 컨설턴트가 자신의 지식을 달하는 입장이라

면, 의뢰기업 측 로젝트 매니 는 지식을 수용하는 입

장이다(Ko.et al., 2005)[7]. 

그러므로 로젝트 매니 가 컨설턴트의 지식을 효율

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정도, 그리고 향후 컨설  

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인 효과를 얻기 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 에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의 결과물들을 참

고하여,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을 능력, 자세, 이해력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2 컨설턴트의 윤리적 태도

경  컨설  로젝트는 문 능력과 지식이 요구되

는 분야이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의도 한다면 과장된 결

과물이나 부당한 가 요구 등 비윤리  행동을 취할 수

도 있고, 정확한 컨설  정보를 의뢰기업 측에 달하지 

않을 수 있다(Allen and Davis, 1993; Ko et al, 

2005)[1][7]. 그러므로 컨설턴트의 윤리 인 행동, 책임감

은 컨설  과정에서 요하다. 

McLachlin(1999)는 성공 인 컨설 을 해 순수한 

컨설턴트의 역량, 문 지식, 선천  특질(integrity)을 언

하 다. 여기서 선천  특질(integrity)은 동기

(motivation), 윤리(ethics), 목 성(objectivity), 정직

(honesty), 고객 충성도(loyalty), 자신감(confidentiality)

의 세부 개념으로 구성된다[9]. 즉 컨설턴트가 기본 으

로 지닌 내 인 특성들, 윤리 이거나 태도와 같은 성질

들도 컨설턴트의 특성으로 컨설  성과와 련이 있다고 

하 다.

Allen and Davis(1993)의 연구는 컨설턴트의 특성과 

행동을 윤리  에서 바라보았다. 컨설턴트의 윤리

인 컨설  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

해 연구하 고, 컨설턴트의 가치 과 윤리의식이 컨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1].

요컨  컨설턴트가 컨설 을 수행하는 태도가 컨설  

과정에서 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컨설턴트의 태도에 

해 “컨설턴트가 컨설  수행 시 지켜야 할 윤리 인 행

동과 책임”으로 정의하여 연구하 다[12][13].

2.3 컨설팅성과

일반 으로 컨설  로젝트 성과란 주어진 산과 

정해진 개발 기간 내에서, 개발 목 을 이루는 것으로 정

의된다[14]. 컨설  성과에 한 측정기 과 성과요소에 

한 선행연구에서 Kerzner(1984)는 로젝트 실행성과

에 한 측정기 으로써 첫째, Adherence to schedule, 

둘째, Adherence to budget, 셋째, Fulfillment of 

performance expectation, 넷째, 최종 로젝트에 한 고

객의 만족과 활용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4]. Beer et 

al(1991)는 컨설  추진 구성원의 업무능력, 창의성  

신능력, 극 인 참여 등을 컨설  성공의 요소로 제시

하고 있어 최고 경 층 뿐만 아니라 컨설  참여조직의 

참여 정도가 성과의 요변수라 주장하고 있다[2].

2.4 CEO지원

경  컨설  서비스를 받는 기업은 로젝트의 결과

물을 통해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한, 개선하는 과정에

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부분

의 선행 연구에 공통 으로 거론되는 것은 효율 인 변

화 리를 해서는 최고경 자의 강한 의지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고경 층의 지원은 BSC

구축, 정보시스템의 도입, 컨설 의 성과에 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리 인식되어 왔다(SungHwan, 

2008)[15]. 특히 기업의 변화 정도가 클수록 최고경 층

의 지원은 더욱 요하게 작용한다. 조직변화에 한 최

고경 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직 내 이해 계자들의 갈등이 유발되고 심각한 내부

항에 부딪치게 되어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실패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이는 컨설  로젝트에도 유사할 가능성

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 자의 지원에 해, "컨

설  로젝트 진행에 한 의뢰기업 경 층의 지원과 

심"으로 정의하여 연구하 다[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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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finition Source

Project  

 

Manage

r 

Compet

ency

Ability

Ability to   manage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eded to 

perform the project

[7], [8],

[15]
Compre

-hension

Degree of   comprehension of 

consulting products and 

terminology, and knowledge of the  

 process

Attitude
Support for   the consultant for 

efficient consulting

Ethical Attitude 

of

the Consultant

Ethical behavior and responsibility 

required   of the consultant

[10], [12],  

 13]

Consult

ing   

Achiev

ement

Efficienc

y

Conformity to the schedule and the 

performance standards   within the 

budget range

[11] ,[16]

Effectiv

eness

Definition of the solution of the 

problem presented by the client,   

achievement of the project goal, 

actual utilization of the project,   

contribution to the corporate profit, 

improvement in the decision- making  

 competency or the work 

performance competency, possession 

of a similar   project solution, and 

overall performance success

CEO Support

Support and   interest of the CEO 

of the client enterprise in the 

progress of the   consulting project 

[3] ,[15]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분석의 틀을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나타내

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H1.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은 컨설턴트의 윤리  태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은 컨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는 컨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은 CEO 지원의 조 효과

로 컨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작정 정의

연구변수를 검증하기 한 주요변수의 조작  정의를 

요약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로젝트 매니 의 역량  능력을 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로젝트 매니 의 인 자원, 물 자원 리능력

으로 정의하 고, 로젝트 매니 의 역량  이해력을 

컨설  산출물, 용어, 로세스에 한 지식과 이에 한 

이해정도로 정의하 다. 그리고 태도에 해 효율 인 

컨설 을 해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태도로 정의하여 연

구를 진행하 다.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에 해서는 컨설턴트가 컨설

수행 시 지켜야 할 윤리 인 행동과 책임으로 정의하

다. 컨설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구분하 는데, 

효율성을 기간 수와 산 내 수행여부로 정의하 고, 

효과성을 클라이언트측이 제시했던 문제해결정도, 로

젝트 목표달성 정도, 로젝트의 실제 활용정도, 기업이

익에의 기여정도, 의사결정능력 는 업무수행능력 향상

정도, 유사 로젝트 해결능력 보유정도, 반 인 수행결

과의 성공여부로 정의하 다.

최고경 자의 지원에 해서는 로젝트의 진행 상황

에 있는 클라이언트 기업 CEO의 지원  컨설  심으

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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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로젝트 매니 의 역량에 따른 컨설턴트 

윤리  태도,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조사 상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컨설 을 수행한 

기업과 정부지원 없이 자체 으로 컨설 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민국 소기업으로 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51부를 제외하고, 남은 210부를 상으로 응답

자의 기 통계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의 배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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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메일과 팩스 발송 후 화,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

다.

3.4 자료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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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처리는 SPSS 20.0 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4. 분석 및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rvey subject

n %

Sales

Less than $ 5,000,000

Less than $ 1,000,000

Less than $ 3,000,000

Less than $ 5,000,000

Exceed $ 5,000,000

91

33

44

18

24

43.3

15.7

21.0

8.6

11.4

Company 

Category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Etc.

155

43

3

9

73.8

20.5

1.4

4.3

Consulting 

experience

1

2

3

5

125

44

19

22

59.5

21.0

9.0

10.5

consulting 

team

Yes

No

117

93

55.7

44.3

먼  응답한 기업의 매출규모를 알아보면, 500만달러 

이하(N=91, 43.3%), 5,000만달러 과(N=24, 11.4%)로 나

타났다. 회사의 업태로는 제조업(n=155, 73.8%), 서비스

업(n=43, 20.5%), 도소매  기타(n=12, 5.7%) 순서의 분

포를 나타냈다.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4.2.1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로젝트 매니 의 능력, 로젝트 매니

의 이해력, 로젝트 매니 의 태도, 컨설턴트 태도와 종

속변수인 컨설  성과에 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1e 3>으로 측치의 수와 변수의 수가 당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KMO 값은 0.957로 일반 인 수 인 

0.7 이상이고, 상 계수의 행렬이 단 행렬인가를 확인하

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 .000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Ability 
of PM

Compreh
ension of 

PM

Attitu
de of 
PM

Ethical 
Attitude 

of 
Consult
ant

Consulti
ng 

Achieve
ment

Com
mona
lity

f1
f2
f3
f4
f5
f6
f7
g1
g2
g3
g4
g5
h1
h2
h3
h4
h5
d1
d2
d3
d4
d5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n12
n13

.731

.805

.741

.795

.769

.696

.648
　
　
　

　
　
　
　
　
　
　
.627
.718
.745

　
　
　
　
　
　
　
　
　
　

　
　
　
　
　
　
　
　
　
　

　
　
　
　
　
　
　
　
　
　
　
　
　
　
　
　
　
　
.762
.665
.869
.729
.825
.905
.899
.857
.855
.714
.842
.813
.829

.801

.750

.737

.761

.783

.671

.723

.808

.869

.879

.894

.877

.845

.714

.845

.780

.764

.795

.848

.836

.856

.833

.780

.592

.890

.784

.862

.920

.909

.906

.883

.744

.930

.841

.885

　
　
　
　
　
　
　
　
　
　
　
　
　
　
　
　
　
　
　
　
　
　
　
　
　

.773

.748
　
　
　
　
　
　
　
　
　
　

　
　
.657
.629
.760
.703
.714
　
　
　
　
　
　
　
　
　
　
　
　
　
　
　
　
　
　

.770

.743

.676

.669

.727

Basic Characteristic 
Value
%  Dispersion
%    Accumulation

10.996
31.417
31.417

5.929
16.939
48.356

4.000
11.427
59.738

3.939
11.253
71.037

3.733
10.666
81.703

KMO=.957, Bartlett Square of Approximate 
Value=9602.500,p=.000 

한편,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을 나타내는 회

 제곱합의 재 값인 %  값이 81.7%로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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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 60%를 과하고 있어 5개의 요인이 총 분산을 충

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베리멕스 회 방법을 

사용한 회 된 성분행렬 결과, 각각 요인 재값이 일반

인 기 인 0.5보다 크고, 공통성은 일반 인 기 인 0.4

를 모두 과하여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4.2.2 신뢰도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문항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아래<Tab1e 4>와 같이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은 .967,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는 .947 컨설  성과

는 .982로 나타났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Scale Subarea

No. of 

Question

naires

Cronbach’s 

ProjectManager   

 Competency

Ability of PM 

Comprehension   of 

PM 

Attitude of PM

7

5

5

.937

.960

.933

Ethical   Attitude 

of Consultant
5 .947

Consulting   

Achievement
13 .982

4.3 가설검증

4.3.1 로젝트 매니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  태

도에 미치는 향

<Table 5> Competency of PM and Ethical 
            Attitude of Consultant

B SE t p

constant

Ability of  PM

Comprehension   of  PM

Attitude of  PM

1.128

.244

-.070

.585

. 292

.119

.112

.104

.190

-.064

.505

3.864

2.049

-.625

5.650

.000

.042

.533

.000

= .360  F = 38.595 (p=.000)

로젝트 매니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1e 5>와 같이 로젝트 매니 의 능력

(p<.05)과 로젝트 매니 의 자세(p<.001)는 컨설턴트

의 윤리  태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매니 의 능력이 높을수록(B=.244)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가 높아지며, 로젝트 매니 의 자세가 좋

을수록(B=.585)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드러났다.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 설명력의 정도는 36%로 높게 나타났으며, 

로젝트 매니 의 자세(B=.585) 가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에 더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젝트의 역량  능력과 자세가 컨설턴트의 윤리  태

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1-1, 가설1-3은 채

택되었다.

4.3.2 프로젝트 매니저 역량이 컨설팅 성과에 미

치는 영향

<Table 6> Competency of PM and Consulting 
Achievement

B SE t p

constant

Ability of  PM

Comprehension 

of  PM

Attitude of  PM

.080

.417

-.056

.624

.297

.121

.114

.105

.292

-.046

.485

.271

3.445

-.492

5.932

.787

.001

.623

.000

= .464  F = 59.514 (p=.000)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이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1e 6>과 같이 로젝트 매니 의 능력(p<.01)은 컨

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젝트 매니 의 능력이 높을수록(B=.417) 컨설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로젝트 매니 의 태

도가 높을수록(B=.624) 컨설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이 컨설  성과에 

한 설명력의 정도는 46.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은 컨설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4.3.3 컨설턴트의 윤리적 태도가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1e 7>과 같이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p<.001)는 

컨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

설턴트의 윤리  태도가 높을수록(B=.873) 컨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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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

가 컨설  성과 설명력의 정도는 61.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가 컨설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 

<Table 7> Ethical Attitude and Consulting 
           Achievement

B SE t p

Ethical Attitude 

of the Consultant

.341

.873

.199

.048 .786

1.710

18.325

.089

.000

= .618  F = 335.820 (p=.000)

4.3.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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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모형을 토 로 변수들의 계

를 통계 으로 검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향력과 방향성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

은 [Fig. 2]와 같다.

4.3.5 CEO지원의 조절효과

로젝트 매니  능력이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서 CEO지원의 조 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1e 8>의 모형 1, 2, 3은 조 효과 분석 차인 1

단계, 2단계, 3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3단계인 상호작

용 항을 투입하 을 때 R제곱 변화량이 유의수  하에서 

증가하 는가를 악하여야 한다. <Tab1e 8>의 R제곱

을 살펴보면, 모형1은 35.0%,모형 2는 45.93%, 모형 3은 

48.7%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3단계

의 유의확률 변화량은 0.000로 나타났다. 이는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CEO지원은 로젝트 매니  능력과 컨설

 성과의 계에서 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Verification of Regulation Effects of 
Ability of PM-CEO Support

Mod

el
R

R-sq

uared

Modif

ied 

R-sq

uared

Standa

rd 

Error 

of the 

Estima

te

Statistical   Change

Chang

e   in 

R-squ

ared

Chang

e in F
df1 df2

Change 

in the 

Signific

ant 

Probabil

ity F

1 .594a .353 .350 .72740 .353 113.516 1 208 .000

2 .681b .464 .459 .66367 .111 42.862 1 207 .000

3 .703c .495 .487 .64594 .031 12.524 1 206 .000

a. Expected value: (constant), Ability of  PM

b. Expected value: (constant), Ability of  PM, CEO Support 

c. Expected value: (constant), Ability of  PM, CEO Support, 

Ability of PM-CEO Support

d.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achievement

로젝트 매니  이해력이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서 CEO지원의 조 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Tab1e 9>의 모형 1, 2, 3은 조 효과 분석 

차인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3단계인 상

호작용 항을 투입하 을 때 R제곱 변화량이 유의수  하

에서 증가하 는가를 악하여야 한다.

<Tab1e 9>의 R제곱을 살펴보면, 모형1은 30.2%,모형 

2는 46.9%, 모형 3은 48.4%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3단계의 유의확률 변화량은 0.008로 나

타났다. 이는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EO지원은 로젝

트 매니  이해력과 컨설  성과의 계에서 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Verification of Regulation Effects of 
Comprehension of  PM-CEO Support

Mod

el
R

R-sq

uare

d

Modi

fied 

R-sq

uared

Standa

rd 

Error 

of the 

Estima

te

Statistical Change

Chan

ge in 

R-sq

uared

Chan

ge in 

F

df1 df2

Change 

in the 

Signific

ant 

Probabil

ity F

1 .553a .305 .302 .75371 .305 91.459 1 208 .000

2 .688b .474 .469 .65762 .168 66.229 1 207 .000

3 .701c .491 .484 .64816 .018 7.086 1 206 .008

a. Expected value: (constant), Comprehension of  PM

b. Expected value: (constant), Comprehension of  PM, CEO 

Support 

c. Expected value: (constant), Comprehension of  PM, CEO 

Support, Comprehension of PM-CEO Support

d.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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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Hypo-thesis 

H1

H1-1

H1-2

H1-3

The competency of the project 

manager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ant’s ethical attitude.

The   project manager’s ability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ant’s 

ethical attitude.

The project manager’s comprehension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ant’s  

 ethical attitude.

-

Accepted

Rejected

Accepted

-

Hypo-thesis 

H2

H2-1

H2-2

H2-3

Hypo-thesis 

H3

Hypo-thesis 

H4

The project manager’s attitude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ant’s 

ethical attitude.

The competency of the project 

manager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ing achievement.

The   project manager’s ability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ing 

achievement.

The project manager’s comprehension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ing 

achievement.

The project manager’s attitude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ing 

achievement.

The consultant’s ethical attitude will 

positively affect the consulting 

achievement.

The CEO’s support will   have 

regulatory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y of the 

project manager and the consulting 

achievement.

Accepted

Rejected

Accepted

Accepted

Accepted

로젝트 매니  태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서 CEO지원의 조 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0> Verification of Regulation Effects of 
Attitude of  PM –CEO Support

Mod

el
R

R-s

quar

ed

Modif

ied 

R-sq

uared

Standa

rd 

Error 

of the 

Estima

te

Statistical Change

Chang

e in 

R-squ

ared

Chang

e in F
df1 df2

Change 

in the 

Signific

ant 

Probabil

ity F

1
.653

a
.427 .424 .68482 .427

154.73

5
1 208 .000

2
.731

b
.535 .530 .61846 .108 48.036 1 207 .000

3
.766

c
.587 .581 .58412 .052 26.053 1 206 .000

a. Expected value: (constant), Attitude of  PM

b. Expected value: (constant), Attitude of  PM, CEO Support 

c. Expected value: (constant), Attitude of  PM, CEO Support, 

Attitude of PM-CEO Support

d.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achievement

<Tab1e 10>의 모형 1, 2, 3은 조 효과 분석 차인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3단계인 상호작

용 항을 투입하 을 때 R제곱 변화량이 유의수  하에서 

증가하 는가를 악하여야 한다. <Tab1e 10>의 R제곱

을 살펴보면, 모형1은 42.4%,모형 2는 53.0%, 모형 3은 

58.1%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3단계

의 유의확률 변화량은 0.000로 나타났다. 이는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CEO지원은 로젝트 매니  자세와 컨설

 성과의 계에서 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6 가설검증 결과종합

<Table 11> Overall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이상의 결과와 같이 가설 검정을 결과를 표로 종합하

여 보면, <Tab1e 11>의 가설검증결과  종합표와 같다. 

검증결과, 총 8개의 세부가설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

개의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기각된 가설은 로젝트 매니 의 이해력과 컨설

턴트 윤리  태도와의 계, 로젝트 매니 의 이해력

과 컨설  성과와의 계부분  두 가지이다. 이는 지식서

비스인 경 컨설 에서 로젝트  매니 의 이해력은 컨

설  성과에 요한 변수임에는 측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계를 찾을 수 없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  로젝트에 있어서, 기업에 속한 로젝

트 매니 의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로젝트 매니

의 능력과 자세가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에 정 으

로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매니

의 능력이 높을수록 고객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로젝트 매니 의 역량  로젝트 매니 의 

자세가 좋을수록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가 좋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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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났다. 한, 로젝트 매니 의 자세가 컨설턴

트 윤리  태도를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높은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

이 컨설턴트의 직무윤리는 로젝트 과정에서 다양한 변

수들의 향에 따라 행동특성이 달라지는 주장과 같은 

결과로, 기업 측 로젝트 매니 의 로젝트 운 능력

과 극 인 태도에 따라 컨설턴트가 직무윤리를 수행하

고자 하는 태도에 정 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이 컨설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의 결

과와 같이 컨설 에 있어서도 로젝트 매니 의 능력과 

극 이고 정 인 자세가 로젝트 결과에 정 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컨설턴트의 윤리  태도는  컨설  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로젝트 매니 의 역량과 컨설  성과의 계

에 CEO의 지원은 조 작용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CEO지원이 클수록 컨설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경 컨설 과 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컨설  산업의 황과 발 방향, 정부지원과 컨설  산

업 육성정책, 컨설  성공요인을 찾는 연구가 부분이

지만, 본 연구는 컨설  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이면서, 

컨설  서비스를 받는 기업의 소속구성원인 로젝트 매

니 가 지닌 역량요소들이 컨설턴트의 태도를 극 이

며, 윤리 일 수 있도록 하여, 그로 인해 컨설  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악해 보고자 한 데에 큰 의

미가 있다고 본다. 

한 컨설  산업에 있어서,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는 기업의 핵심구성원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결과가 부

족한 실정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분명 차별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의뢰기업 측 

장 역시 컨설턴트와 마찬가지로 컨설  로젝트 진행을 

해 다양한 범주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의뢰기업의 

로젝트 매니 는 로젝트 리 능력과 로젝트 매니

의 자세는 로젝트 성과에 요한 성공요인이며, 로

젝트 매니 의 필수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로

젝트 매니 의 역량 못지않게 요한 요인으로 CEO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성공 인 컨설  로젝트에 있어서, 로젝트에 참여하

는 컨설턴트의 역량과 로젝트 매니 의 역량이 가장 

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 두 역량이 보다 효율 으로 

발휘되기 해서는 의뢰기업 경 층의 극 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 컨

설  기업은 컨설  사 비단계에 CEO의 지원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을 간략히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컨설  성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

나, 기업의 경 성과와의 연결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에 

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에서는 로젝트의 성과를 통해 경 성과로 연결되는 모

형을 검증해 볼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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