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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먼저 중소기업인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구조적 및 관계적 속성인 유대관계 및 신뢰관계가 컨설
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인 고객의 컨설팅참여도 및 컨설턴트의 역량이 유대관계 
및 신뢰관계가 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각각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유
대관계 및 역량기반신뢰는 컨설팅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고객의 컨설팅참여도는 조절효과
가 없는 반면, 컨설턴트의 역량은 유대관계 및 역량기반신뢰가 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컨설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강한 유대관계 및 신뢰관계
구축과 함께 컨설턴트의 역량 함양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유대관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 컨설팅성과

Abstract The firs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ties(structural) and the trust(relational) 
between the client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consultants on the consulting performance, the 
seco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onsultant’s competence and the client’s participation in the effect 
of the ties and the trust on the consulting performanc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as as follows. The 
ties and the competence based trust had a positive effects on the consulting performance. Meanwhile, the 
client’s participation had no moderating effect, the consultant’s competence moderated the effect of the ties and 
the trust on the consulting performance. From the above empirical analysis, we appreciated that the building of 
the strong ties and the trust between the client and consultan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consulting 
performance with the enhancing the consultant’s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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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Glucker & Armbruster(2003)는 컨설  산업은 컨설

턴트에 한 문성을 의사나 변호사처럼 제도 으로 보

장하기 어려운데서 기인하는 제도  불확실성과, 컨설턴

트가 컨설 을 수행하기 해서는 고객기업의 기 정보

에 근해야 한다는 거래  불확실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거래  불확실성은 부분의 지식기반 서비

스업에 용이 가능한 반면, 제도  불확실성은 특히 컨

설  역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

기 한 수단으로 개인  그리고 사업  네트워크를 통

해 매개된 네트워크화 된 명성  신뢰를 제안하 다[1]. 

일반 으로 평가에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제품의 품질을 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가격은  

품질의 가치를 정확히 반 하여 형성되게 될 것이고, 이

는 객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제품의 본질  속성인 품질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

에 한 수요와 공 과 같은 거래   계  속성에 의

해서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컨설턴트 개인의 본질 인 속성인 컨설턴트의 

역량이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구

(신동주,유연우 2012; 장동인 2011; 조윤익 2011; 윤성환

2008)[2,3,4,5]하는 것도 요하지만, 일시 이고 비 반복

이며 불확실성을 내포한 컨설  산업의 본질  특징을 

감안한다면, 소기업인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구조  

 계  속성인 유 계나 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

된다. 한 한걸음 더 나아기 컨설턴트 개인의 본질  속

성인 컨설턴트의 역량과 소기업인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가 유   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체계 으로 증감시키는지에 한 연구 한 의미

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에 하여 정부기 의 

자 지원만으로는 당면과제 해결이나 경 효율화에 일

정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 있어, 소기업인 고객과 컨설

턴트 간의 구조  속성인 유 계  계  속성인 신

뢰 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연구(최창호

유연우 2012)[6]하는 외에,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독

립변수로 활용되어 온 컨설턴트의 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를 조 변수로 활용하여 이들 조 변수가 

고객기업  컨설턴트 간의 유 계  신뢰 계가 컨

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체계 으로 증감 시키는

지에 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성을 찾아내어 

검증하고자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유 강도란 양 당사자 간 계의 집성으로 특징　지

워지며, 일반 으로는 성과 상호작용 빈도의 결합으

로써 조작 으로 정의되어 진다(Granovetter 1973; 

Hansen 1999; Marsden & Campbell 1984)[7,8,9]. Sarker 

et al.(2011)는  구성원이 동료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

는 것은 그들이 속해있는 네트워크 때문이고, 의사소통 

단독으로는 성과를 결정할 수 없으며,  구성원 간의 신

뢰가 수반된 높은 의사소통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주장

하 다[10]. Levin & Cross(2004)는 체 으로 강한 유

강도가 컨설  로젝트 성공을 한 유용한 지식습득

을 유도한다고 주장 하 고[11], Burt(2003)는 네트워크 

내에서 지 가 정보가 될 만한 것과 여타의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 구조  지 가 네

트워크의 크기보다 효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 다[12]. 

Ibarra(1993)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개별  개인의 심  

역할과 신 몰입성 간의 련성을 발견하 으며, 이는 

결과 으로 높은 성과를 유도한다고 주장하 다[13]. 

Granovetter(1973)는 강한 유  보다는 약한 유 가 더욱 

더 새로운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

으며[7], Balthazard et al.(2004)는 분산된 에서는 의사

소통이  성과의 가장 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하 다

[14]. Hansen(1999)[8], Uzzi(1996)는 체 으로 강한 유

가 컨설  로젝트 성공을 한 유용한 지식습득에 

크게 효익이 있음을 주장하 으며[15], Robert & 

O’Reilly(1979)는 네트워크 계가 많은 장교와 사병이 

그 지 않은 장교와 사병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하

음을 밝혔다[16]. 

한편, 신뢰란 신뢰를 주는 사람이 신뢰는 받는 사람에 

한 행동에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의사로 정의된다

(Mayer et al. 1995)[17]. McAllister(1995)는 신뢰를 인지

기반 신뢰와 정서기반 신뢰로 각각 분류 하 는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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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신뢰는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결정

을 기 로 신뢰할 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지  요소

를 포함한다고 하 다. 그리고 정서기반 신뢰는 사회  

상호 계에서의 감성  유 에 근거하여 서로의 정서  

계에 한 내재  가치를 믿는 것이다[18]. Tsai & 

Ghoshal(1998)는 네트워크 내에서 더욱더 심  지 를 

즐기는 개인은 더욱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서 수 에서 사회  상호작용의 유

로 확인되는 사회  자본의 구조  특징인 유 계가 

사회  자본의 계  특징인 신뢰를 자극하고, 이것이 

차례로 부서 간 지식을 포함한 많은 자원의 교환을 유도

한다고 주장하 다[19]. Myer et al.(1995)는 신뢰 계가 

더욱 더 많은 지식 교환을 유도한다고 주장하 고[17], 

Levin(1999)은 강하고 신뢰할 만한 유 는 성과를 개선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신뢰가 단독으로 체할 수 있

는 경우는 단지 약한 유 가 존재할 때만 그 다고 주장

하 다[20]. Jarvenpaa et al.(2004)는 분산된 에서 작업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을 감안할 경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자는 그 지 않은 자에 비해 성과를 

더 잘 내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21]. Jarvenpaa & 

Leidner(1999)는 국제 으로 분산된 에서 어떤 의사소

통 인 행동의 유형이 신뢰를 형성하고 괴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주장하 고[22], Dirks & Ferrin(2001)은 성과

에 한 신뢰의 추 인 효과를 지 하 으며[23], 

Becerra & Gupta(2003)는 어떤 사람의 높은 수 의 의사

소통이 신뢰하는 자로 하여  신뢰받는 자에 한 특성

을 더 잘 사정할 수 있게 해서 신뢰　받는　자의 평가에 

향을 미치게 한다고 주장하 다[24]. 

한편, Shapiro et al.(1993)는 컨설  성과를 극 화하

기 해서는 가격, 이익,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입장

에서 도움이 되는 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최고경 층

을 포함한 실무자 모두가 컨설 에 참여해야 하며, 어려

운 결정에 하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하 다[25]. 

Appelbaum & Steed(2005)는 고객과 컨설턴트 계에 있

어서의 핵심성공요인 연구에서 컨설턴트의 문성, 고객 

기감 이해, 로젝트 목 의 명확성, 로젝트의 새로

운 문제 해결성, 로젝트의 내부  즉각성 고려  컨설

턴트의 로젝트 과의 력성이 컨설  로젝트 성공

에 각각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 계가 있음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26].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기 이론  배경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기업인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  

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  고객기업

의 컨설  참여도와 컨설턴트의 역량이 상기 향 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가설의 설정

Sarker et al. (2011)는  의사소통과 신뢰의 개인  성

과에 한 역할에 한 연구에서 유 계의 구성 요소 

 하나인 의사소통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향을 신뢰가 

완  매개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검증결과, 

의사소통이 개인  성과에 미치는 체효과는 의사소통

이 신뢰에 미치는 향(통계 으로 유의미)  신뢰가 개

인  성과에 미치는 향(통계 으로 유의미)의 곱인 간

효과(매개효과)와 신뢰 변수를 통제한 후의 의사소통

이 개인  성과에 미치는 직 효과(통계 으로 무의미)

의 합으로, 이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체효과를 능가하

여 직 효과가 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10]. 

한편, Levin & Cross(2004)는 효과 인 지식 달에 

있어서 신뢰의 역할에 한 연구에서 유 강도가 성공

인 컨설  로젝트 성과에 필요한 지식습득에 미치는 

향을 신뢰가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검증결과, 유 강도가 지식습득에 미치는 체효과

는 유 강도가 배려기반신뢰(통계 으로 유의미)  배

려기반신뢰가 지식습득(통계 으로 유의미)에 미치는 

향의 곱과 유 강도가 역량기반신뢰(통계 으로 유의미) 

 역량기반신뢰가 지식습득(통계 으로 유의미)에 미치

는 향의 곱의 합인 간 효과(매개효과)와 배려기반신

뢰  역량기반신뢰 변수를 통제한 후의 유 강도가 지

식습득에 미치는 직 효과(통계 으로 유의미)의 합으

로, 이 경우에도 매개효과가 체효과를 능가하여 직

효과가 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11].

한편, 장동인(2011)은 소기업을 상으로 컨설턴트

의 역량이 컨설  서비스품질을 매개로 하여 성과에 미

치는 향 계에 한 연구에서 고객기업의 컨설  지지

도를 고지지도와 지지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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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이 컨설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컨설턴트 역량 구성요소인 컨설

턴트 자세는 조 효과 없는 반면, 능력은 조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3]. 

한편, Ciampi(2009)는 경 컨설 이란 고객과 컨설턴

트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지식창출활동[29]이라고 

주장하 고, 통계학  에서 조 변수의 상황  측면

(contingency)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  측

면(synergy)을 고려한다면  고객기업 입장에서 고객기업

의 컨설  참여도는 물론 컨설 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컨설턴트의 역량 한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  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체계 으로 증감시킬 수 있다고 상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이론  배경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McAllister(1995) 등이 제시한 신뢰[18]를 역량기반

신뢰  배려기반신뢰로 각각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가

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1: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는 컨설 로

젝트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역량기반신뢰는 컨설

로젝트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배려기반신뢰는 컨설

로젝트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가 컨설 로

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턴

트역량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5: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역량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

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6: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배려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

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7: 고객과 컨설턴트간의 유 계가 컨설 로

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고객기

업의 컨설 참여도는 조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8: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역량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고

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는 조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9: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배려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고

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는 조 작용을 할 것이다.

 

3.2 연구조사의 설계

3.2.1 설문지 설계 및 구성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컨설 로젝트성과

로 Levin & Cross(2004), Hansen(1999)의 설문지를 참조

하여 각색하 으며 5개 문항[컨설 로젝트와 련한 

산과 일정에 한 효율성(g3,g4)과 고객의 반 인 만

족도(g1), 문제해결(g2)  기업가치 증 (g5) ]으로 구성

되어있다. 

독립변수는 먼  컨설턴트와 고객　간의 유 계에 

하여는 Levin & Cross(2004), Hansen(1999)의 설문지

를 참조하여 각색하 으며 3개 문항[컨설턴트와 고객　

간에 컨설 로젝트와 련하여 반 으로 상호작용

하고(c1), 의사소통하며(c2), 업무 으로 친 감을 유지

하는 것(c3)]로 설계하 으며, 다음으로 컨설턴트에 한 

고객의 신뢰로, 역량기반 신뢰는 Levin & Cross(2004), 

McAllister(1995)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각색하 으며 3

개 문항[컨설턴트가 자신의 일에 하여 문가 이며 헌

신 이고(h1), 역량  비성을 갖추고 있을(h2) 뿐더러, 

컨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h3)]으로, 배려기반 신뢰는 Levin & Cross(2004)의 설

문지를 참조하여 각색하 으며 3개 문항[컨설턴트가 고

객에 한 심사에 귀 기울이고(d1), 고객에게 해가되지 

않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며(d2), 항상 고객에게 일어나는 

일에 하여 걱정하는 것(d3)]으로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통제  조 변수인 컨설턴트의 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는 Appelbaum & Steed(2005), 

Rynning(1992)의 설문지[27]를 참조하여 각색하 고, 10

개 문항[경 일반(a1), 조직 리(a2), 수학  통계(a3), 

기타 문지식(a4)과 경험  Know-How(a5)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체 로세스를 리할 수 있고(b1), 기

업 문제를 진단할 수 있으며(b2), 문제를 분b3)(  이에 

한 안을 제시(b4)하고,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미래

측 능력(b5)]  5개 문항[최고경 층의 심과 지원

(f1), 담조직 구성(f2), 산출물에 한 반 인 이해도

(f3), 조직 구성원들과의 조(f4)  결과물에 한 최고

경 층의 실행의지(f5)]으로 설계하 으며, 모든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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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히 리커드 5  척도(1=  아니다, 2=아니다, 3=보통

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3.2.2 데이터 수집 등

한편, 본 연구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가 컨

설 성과에 미치는 향 계  이들 계를 컨설턴트의 

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가 조 하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략, 재무, 인사, 마  등에 한 정부  

민간 컨설 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국의 소

기업 200개 업체 임직원을 상으로 ‘12년  6월～7월 두 

달 사이에 설문지를 배포하 고 그 에 135개가 회수(회

수율 67.5%)되었으며 이  결측치 등으로 5개를 제외한 

130개를 표본(제조업 72개, 매출액 10억 이상～50억 미만 

47개, 종업원수 10명～50명 50개, 응답자 근속년수 4년～

10년 57개, 응답자 성별 남자 116명)으로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는 

SPSS(ver.19)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4. 실증분석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컨설턴트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

를 통제변수  조 변수로,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를 독립변수로, 컨설 로젝트성과를 종

속변수로 정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들에 한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

보된 상태에서 변수계산을 통해 이들 변수들 간에 한 

계 회귀분석  조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

에 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로 데이터

의 수와 측정변수의 수가 당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KMO 값은 0.887로 일반 인 수 인 0.7 이상이고, 상

계수의 행렬이 단 행렬인가를 확인하는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은 p=.000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

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탐색 요인분석

(타당도)을 하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을 나타내는 회

제곱합의 재 값인 %  값이 81.5%로 일반 인 수

인 60%를 과하고 있어 3개의 요인이 측정변수의 총  

variable
com.base

d trust
ties

ben.base

d trust

comm

-onali

ty

e3

e2

e1

.834

.833

.806

.827

.840

.810

c1

c3

c2

.834

.820

.800

.857

.842

.800

d3

d2

d1

.855

.780

.648

.857

.801

.702

eigenvalue

% 

variance

% accrue

2.544

28.375

28.375

2.523

28.037

56.412

2.260

25.110

81.522

-

KMO=.887, Bartlett x
2
=810.058, p=.000 

<Table 1> Result of validity analysis

constructs variable

delet 

variable

Cronbach α

Cronbach

α

ties

c1

c2

c3

.858

.819

.821

.883

benevolance 

based  trust

d1

d2

d3

.835

.779

.776

.855

competence 

based ttust

h1

h2

h3

.864

.829

.853

.894

consulting

performance

g1

g2

g3

g5

g5

.836

.834

.852

.848

.843

.870

<Table 2>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 간 구분을 명확하

게 하기 하여 베리멕스 회 방법을 사용한 회 된 성

분행렬 결과, 각각 요인별, 즉 유 계(.823, .820, .800),

역량기반신뢰(.834, .833, .806)  배려기반 신뢰(.855, 

.780, .648)의 요인 재값이 일반 인 기 인 0.5보다 크

고, 공통성은 일반 인 기 인 0.5를 모두 과하고 있어 

집 타당도는 모두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인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

반신뢰, 종속변수인 컨설 로젝트성과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로 유 계, 배려기반신뢰, 

역량기반신뢰  컨설 로젝트성과의 설문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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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별 신뢰도 분석을 살펴보면, Cronbach's alpha 계수

가 각각 .883, .855, .894, 870으로 일반 인 수 인 0.7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단되며, 항목

이 제거될 경우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변수별 

Cronbach's alpha 계수를 모두 하회하고 있어 설문항 제

거의 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단된다. 

4.2 실증분석 결과

4.2.1 위계적회귀분석

먼  VIF값이 10 이하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값이 0과 4에

서 멀고 2에 가까운 1.761로 종속변수의 자기상 (잔차항

의 독립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

을 하기에 합하다. 

1단계에서 업종(제조업을 더미변수화), 컨설턴트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독립

변수로 사용)가 컨설 로젝트성과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았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3> 상단과 같다.

 

constructs B β p VIF

constant

D(manufacture)

const. competence

clt. participation

.925

-.094

.189

.592

-

-.075

.244

.584

.000

.254

.001

.000

-

1.072

1.182

1.136

constant

D(manufacture)

const. competence

clt. participation

ties

com.based trust

ben. based trust

.487

-.035

.020

.343

.165

.259

.093

-

-.028

.025

.339

.206

.322

.112

.028

.619

.704

.000

.012

.000

.165

-

1.161

1.620

1.552

2.421

2.567

2.404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performance

Durbin-Watson1 . 716 ,R2= . 671 ,△R2( . 177 , p= . 000) , 

F=41.85(p=.000)

<Table 3> Result of hierachical regression

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

는 향 계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컨설턴트역량  고

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는 컨설 로젝트성과에 정(+)

의 유의미한 향 계를 보 다. 결국, 컨설턴트역량

(B=.189)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B=.592)가 높을수

록 컨설 로젝트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의 컨설

참여도(β=.584)가 컨설턴트역량(β=.244)보다 더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에서 업종, 컨설턴트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

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 하단과 같다. 

먼 , 분산분석에서 F값의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수표를 확인한 결과, 

배려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

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유 계(B=.165)  역량기반신

뢰(B=.259)는 컨설 로젝트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향 계를 보 다. 유 계  역량기반신뢰가 높을수

록 컨설 로젝트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기반신

뢰(β=.322)가 유 계(β=.206) 보다 더 크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업종, 컨설턴

트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를 포함한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67.1%이고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의 순수한 설명력은 17.7%이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업

종, 컨설턴트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 계  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고객과 컨설턴트간의 유 계는 컨설 로젝

트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고객

과 컨설턴트간의 역량기반신뢰는 컨설 로젝트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는 각각 채택된 반

면, 고객과 컨설턴트간의 배려기반신뢰는 컨설 로젝

트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은 기각

되었다.

4.2.2 조절회귀분석(조절변수: 컨설턴트역량)

Baron and Kenny(1986)에 의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향 계를 조 변수가 조 하는지를 검정

하기 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이때 독립변수 는 

조 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던 무의미

하던 무 ),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

항(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표 화 값 혹은 평균 심화 

값을 곱한 항)을 추가하여 이 상호작용항이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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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2단계의 R2 변화량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했는지로 검정)해야 한다[28].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10을 과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

되고, Durbin-Waston값이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924를 보이고 있어 잔차항의 독립성도 확보되어 본 데

이터는　회귀분석을　하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수인 컨설턴트역량과 독립변수인 유 계, 역

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에 하여 상호작용항(A*B, 

A*C, A*D)을 각각 생성한 후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 <Table 4>의 하단과 같다.

constructs B β p VIF

constant

const. competence

ties

com.based trust

ben. based trust

3.652

.033

.112

.307

.103

-

.053

.179

.491

.165

.000

.447

.044

.000

.059

-

1.507

2.404

2.042

2.319

constant

const.competence(A)

ties(B)

com.based trust(C)

ben. based trust(D)

A*B

A*C

A*D

3.641

.076

.127

.256

.106

.120

-.138

.004

-

.121

.204

.410

.170

.220

-.263

.007

.000

.097

.020

.000

.047

.013

.009

.937

-

1.716

2.444

2.258

2.339

2.493

3.207

2.861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performance

Durbin-Watson1 . 924 ,R
2
= . 626 ,△R

2
( . 030 , p= . 022) , 

F=29.193(p=.000)

<Table 4> Result of moderating regression

2단계에서 R
2 
값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3%, 

p=.022)하여 조 변수가 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배려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하지 못

하는 반면, 유 계(A*B의 p=.013)  역량기반신뢰

(A*C의 p=.009)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고객과 컨설턴트간의 유 계가 컨설 로젝

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4, 고객과 컨설턴트간의 역

량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5

는 각각 채택된 반면,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배려기반신

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컨설턴트역량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기

각되었다.

한편, 유 계의 B값과 컨설턴트역량과 유 계의 

상호작용항의 B값이 모두 양수　값을 보이고 있어 조

변수인 컨설턴트역량이 높아질수록 유 계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정(+)의 향 계를 확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역량기반신뢰의 B값은 양수이

고 컨설턴트역량과 역량기반신뢰의 상호작용항은 음수

이며 이들의 합이 양수임을 감안할 경우, 조 변수인 컨

설턴트역량이 높아질수록 역량기반신뢰가 컨설 로젝

트성과에 미치는 정(+)의 향 계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조절회귀분석(조절변수: 컨설팅참여도)

한편, 조 변수인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와 독립변

수인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에 하여 

상호작용항(A*B, A*C, A*D)을 각각 생성한 후 조 회

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 <Table 5>의 하

단과 같다．

 

constructs B β p VIF

constant

clt. participation

ties

com.based trust

ben. based trust

3.652

.214

.133

.210

.065

-

.342

.213

.336

.104

.000

.000

.003

.000

.187

-

1.531

1.937

2.339

2.306

constant

clt. participation(A)

ties(B)

com.based trust(C)

ben. based trust(D)

A*B

A*C

A*D

3.660

.219

.131

.203

.068

-.043

-.016

.037

-

.351

.209

.325

.109

-.078

-.042

.096

.000

.000

.005

.000

.178

.370

.753

.520

-

1.668

2.000

2.440

2.402

2.833

6.733

8.246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performance

Durb i n-Watson1 . 752 ,R
2
= . 673 ,△R

2
( . 003 , p= . 813 ) , 

F=35.855(p=.000)

<Table 5> Result of moderating regression

　

2단계에서 R
2 값이 통계 으로 무의미하게 증가(0.3%, 

p=.813)하여 조 변수가 조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설7, 가설8, 가설9는 각각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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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 계, 신뢰 계  컨설 로젝트 

성과에 한 정의, 개념  구성요소  이들 서로 간의 

향 계에 한 이론  배경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략, 재무, 인사, 마  등에 한 정부  민간 컨설

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국의 소기업 임직원

을 상으로 총 130부의 설문지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실

증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업종, 컨설턴트역량, 고객기업의 컨설 참여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

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

과, 유 계  역량기반신뢰는 컨설 로젝트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배려기반신뢰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고객기업인 소기업의 경우 컨설턴트의 역량

에 한 신뢰를 배려에 한 신뢰 보다 더 요하게 인식

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가 컨

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턴트역량이 

조 하는지에 한 분석 결과, 유 계  역량기반신

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턴

트역량이 각각 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객

기업 컨설 참여도는 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 바, 이는 고객기업인 소기업의 경우 컨설

로젝트성과에서 본인들의 컨설 참여도 보다는 컨설턴

트의 역량을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본 이론   

실무  시사 을 살펴보면, 첫째, 컨설 로젝트에서  

높은 성과를 측 내지 결정짓는 신뢰를 역량기반 신뢰

와 배려기반신뢰로 각각 구분하여 다차원 인 근을 통

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 다는 것이다. 둘째, 컨설

로젝트에 한 성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 계  

역량기반신뢰가 매우 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검정하 다는 것이다. 

셋째, 지 까지 선행연구에서 주로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온 컨설턴트역량 등 개인의 본질  속성에 한 에

서 벗어나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 계  신뢰 계 

등 구조   계  속성에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 계  역량기반신뢰가 

컨설 로젝트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턴트역량

이 조 하고 있다는 을 감안할 경우 일시 이고 비 반

복 이며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컨설 로젝트의 성과

를 높이기 해서는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의사소통 등 

유 계  신뢰 계 구축이 무엇보다 요함은 물론 

컨설 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역량 함양 한 매우 

요하다는 시사 을 보여주고 있는 바,  컨설 을 수행하

기 에 고객과 컨설턴트 간에 유   신뢰 계 형성을

한 로그램  정형화 된 컨설턴트의 역량 함량 로

그램 개발이 각각 요구되어진다 할 것이다.  

한편, 상기 이론   실무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독립

변수인 유 계, 역량기반신뢰, 배려기반신뢰 그리고 종

속변수인 컨설 로젝트성과에 한 척도가 모두 략, 

재무, 인사, 마  등에 한 정부  민간 컨설 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 임직원들에 한 주

인 단사항으로 설계 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변수인 유 계를 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의

사소통, 상호작용  업무  친 감으로 각각 하  역

화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단일 개념으로 사용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략, 재무, 인사, 마

 등에 한 정부  민간 컨설 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 임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설

계하여 표본으로 사용 하 는바, 컨설 로젝트의 고객

과 컨설턴트 간의 방향  특성을 감안할 경우 표본 설

정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연구에서는 상기 한계 을 보완하여 설문 

문항에 한 주  단사항을 일부 객 화한 척도 개

발이 요구되며, 유 계에 하여도 유 의 하  역

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유 계나 신뢰 계가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방향성을 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컨설 을 수진 받은 기업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컨설

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에 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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