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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컨설팅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나, 이와 더
불어 컨설팅 기업 간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중요 역량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지각하는 컨설턴트 평가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와 나아가 컨설팅 기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중 신체
언어, 청각언어가 고객평가 요인 중 신뢰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케이션 중 신체언어, 공간언어, 외양언어가 고객평가 요인 중 적격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
리고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중 신체언어, 청각언어, 외양언어가 고객평가 요인 중 정중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는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신뢰와 장기관계 지향성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역량, 컨설팅사 신뢰,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 장기관계 지향성, 융복합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research on nonverbal communication among communication, an 
important trait of consultants, who provide knowledge for the clients. The aim was to investigate meaningful 
influence on the perceived evaluation of clients, as well as the influence on the consulting corporate trus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verified that consultants' nonverbal communication 
positively influenced perceived consultants' evalua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clients' perceived consultant 
evaluation positively influenced service provision corporate trust and long-term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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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융복합 시 의 로벌 경 환경은 다양한 경

쟁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격 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의 기업들은 경

쟁력 향상을 해 컨설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컨

설 에 한 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컨설  산

업의 발 과 함께 학계에서도 컨설 과 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컨설  로

젝트 성과와 컨설턴트 역량에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컨설  성과를 로젝트 에서 보았을 때, 로

젝트의 핵심참여자인 컨설턴트와 주 고객인 수진기업 최

고경 자, 로젝트 매니  역할의 요성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1]. 컨설 서비스를 경험한 모든 기업이 만

족할 정도의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 로젝트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핵심참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처럼 컨설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인 컨설

턴트와 고객이 서비스 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고객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

다. 서비스 에서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

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즉각 으로 악할 수 있으며, 수

행하는 서비스가 고객들에게는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

를 넘어서 기업 체를 평가할 수 있는 요한 요소가 된

다는 에서 그 역할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컨설턴트가 가진 

역량에 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을 컨설턴트의 요 역량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Walker(2004)

는 컨설턴트와 고객의 의사소통, 고객과의 조와 개입, 

기술  지식이 컨설턴트 역량으로 요성을 제시하 고

[2],  신동주(2012)는 컨설턴트 역량을 능력과 지식,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능력요인  컨설  수행에 필요한 커

뮤니 이션 능력의 요성에 해 제시한 바 있다[3]. 이

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커뮤니 이션은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과 함께 결과를 창출해 내야하

는 컨설  산업에 있어서 아주 요한 과정이며,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  하나이다.

일반 으로 인간의 커뮤니 이션은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언어  요소만큼 

비언어  요소가 요하다[4]. 

서비스 에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표정, 시선, 자세, 

제스처 등 컨설턴트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컨설턴

트 평가와 기업 신뢰를 결정짓게 할 수 있고, 궁극 으로

는 컨설  기업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하나의 진수단으로서 컨설턴트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경쟁컨설 사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는 컨설  분야에

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언어  커

뮤니 이션과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의 요도를 악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 서비스 제공기업의 교육 

 마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의 소형 컨설  기업은 향

후 장기 인 성장을 해, 교육비에 한 부담으로 부재 

돼 있던 컨설턴트 비언어 커뮤니 이션 역의 역량개발

에 해 극 인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며[5], 이를 통

해 향후 고객으로 하여  신뢰를 얻어, 장기 인 계를 

형성하고, 지속 인 재구매로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

기를 기 하며, 본 연구를 진행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언어커뮤니케이션

2.1.1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커뮤니 이션은 상호간의 소통이며, 언어 는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을 비언어커뮤

니 이션 이라한다[6],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한 학

자들의 표 인 정의들을 살펴보면, 기의 학자인 

Birdwhistell(1952)은 비언어  신호를 통해 정보를 교환

하는 것이라 정의하 고[7], Miller(1976)는 의도  행동

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범 를 한

정시켰다[8]. 이와 같이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지만 언어를 제외한 커뮤니 이션

을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

2.1.2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의 에 따라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분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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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esch & Kee(1956)는 비언어커뮤니 이션을 수화와 

같은 표 방법으로 말이나 숫자 등을 제스처로 신하는 

부호형태를 의미하는 기호언어, 모든 신체의 움직임으로

서 일반 인 자세나 태도 등 기호화되지 않은 움직임을 

의미하는 행 언어와 의복이나 신체 등 상물의 의도  

혹은 비의도  시를 의미하는 상언어(Object Language)

로 구분하고 있다[9]. Sundaram & Webster(2000)는 서

비스 산업에서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제공자 평가에 유

의한 향이 있을 것이라 단하고 연구를 실시하 다

[10]. 이 연구에서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요소를 4가지

로 구분을 하 고, 친 함, 공손함, 공감, 능력과 신뢰감

의 향 계를 분석하 다[1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Sundaram & Webster(2000)

의 분류에 따라 신체  움직임에 의한 행 는 신체행

인 신체언어, 공간의 배치와 상 방과의 거리를 나타내

는 공간언어, 목소리에 의한 행 는 청각언어, 신체의 상

태는 외양언어로 구분하고 이 범주에 따라 연구를 개

하 다.

가. 신체언어

신체언어란 커뮤니 이션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인 

요소로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 신체  태도,  맞

춤, 고개 끄덕임, 미소와 같은 비언어 인 신호라고 하

다[10]. 즉 화 시에 보충하기 해 취해지는 제스처,  

맞춤, 미소, 자세, 얼굴표정 등의 의사를 표 하는 커뮤니

이션 행 를 말한다. 이는 막강한 비언어  신호라고 

하 다[10]. 그리고 직원들이 미소와 함께 고객들을 환

한다면,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직원들이 고객 심 이라

는 평가를 할 것이라고 하 다[10]. 

나. 공간언어

공간언어란 커뮤니 이션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인 

요소로 상호작용의 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와 

련되는 자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10]. 

Burgoon, Birk & Prau(1990)은 서비스제공자가 고객

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비스를 잘 하려는 몰

입의 의지로 보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만족에 향

을 다고 하 다[4]. 즉 공간언어는 커뮤니 이션을 하

는데 있어, 상 방과 공간활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

하는 상 방의 인  거리, 주  사물  공간의 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11].

다. 청각언어

청각언어는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 인 요소 가운

데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발음, 말

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울림, 어조, 억양, 강세, 목소리의 

높고 낮음 등 음성  요소를 말한다[12].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가 말하는 내

용을 듣고 제공자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할 때의 음의 높낮이와 음의 톤을 통해 서비스제공자의 

자신감을 확인한다[10]. 음성의 특징에 한연구에 따르

면, 한 멈춤(분명한 구 을 끊어서 읽는 것)은 듣는 

사람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신뢰와 믿음에 한 인식

을 강화 시켜주기도 한다고 하 다[13].

라. 외양언어

외양언어란 커뮤니 이션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인 

요소로 신체상에서 나오는 외 인 모습을 의미한다. 즉 

신체  매력이나 헤어스타일, 의상, 장식구 등을 포함한

다[11]. 신체  외형은 매력으로 간주가 되며, 첫인상을 

형성하는 요한 단서가 된다[14]. 한 신체  매력은 

상 를 설득시키는데 효과 이며, 변화에도 향을 미친

다[4]. 

2.2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

2.2.1 서비스 평가의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보면,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종업원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서비스 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라 제시하고 있다[15].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서비스 소비 경험에 한 소비자의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15]. Sundaram 

& Webster(2000)는 서비스산업에서 비언어  커뮤니

이션 행 가 고객의 서비스 제공자 평가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면서 결과변수인 서비스 제공자 평가의 요인

으로 친 함, 공손함, 공감, 능력, 신뢰감을 제시하고 있

다[10]. 이와 같이 서비스제공자에 한 고객평가의 기

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 요인은 신뢰성이고, 두 번째 요인

은 서비스 제공능력을 서비스제공자가 갖추었는지를 나

타내는 격성이며, 세 번째 요인은 정 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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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비스 평가의 구성요소

가. 신뢰성

Swan et al.(1985)은 신뢰성을 고객으로 하여  기

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에 있어

서 신뢰감을 증명해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 이라고 정의

하 다[16].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에서 컨설턴트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요소가 고객에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보여 지는 것에 한 지각된 결과가 기

업의 신뢰와 장기 인 계형성에 유의한 향 계가 있

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나. 격성

Swan et al.(1985)은 서비스제공자의 격성을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라고 주

장하 다[16]. 그리고 격성의 범 를 문지식, 격성

이 있음을 간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제시, 고객의 

기 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에서 컨설턴트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격성에 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련

분야에 한 문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을 갖추고 있

는 것에 해 만족을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 정 한 태도

경험을 유발하기 한 감정  반응들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기 를 가지고 있다[17]. 

를 들어 소비자들은 서비스 들에 한 효과 인 반

응에 해서 낮은 수 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제

공자가 기 한 로 행동하고 고객욕구를 하고 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제공

된 서비스에 해 만족할 것이다[11]. 하지만, 때로는 소

비자가 기 하고 있는 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정 함에 한 최소한의 수

을 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부정  감정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18]. 

즉, 정 한 태도에 고객이 부정  지각을 하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고객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고객이 지각하고 있는 정 한 태도에 있어서 정 는 

부정  감정을 유발하여, 이를 통한 기업신뢰요인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기업신뢰

Morgan과 Hunt(1994)는 신뢰의 정의로서 상 방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만하고, 교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으로서 거래의 계에 있는 상 방이 서로 

력을 원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 라고 

하 다[19]. 이는 상 방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만하고 교

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

의 의도나 행동에 해 정 으로 기 함이다.

이 게 형성된 신뢰는 구매의도에도 향을 미치며

[20], 장기 인 계를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19]. 한, 신뢰는 장기 이며, 지속 인 

계유지와 긴 한 계구축의 핵심 인 선행요인이 되

어, 고객 충성도 구축에 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고객-종업원 신뢰 계는 고객-기

업 신뢰 계와 상호 한 련이 있어 종업원에 한 

신뢰가 기업 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0]. 컨설  

산업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컨설턴트에 한 신뢰에 해 

연구를 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와 고객 간의 

정  계가 컨설턴트가 속한 기업에게도 정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해 보고자 하 다. 

2.4 장기관계지향성

최근 계 마  에서 거래는 일회성이 아닌 장

기 이며 반복 인 거래를 만드는 것에 요성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이 마  비용의 감과 효율성 증 , 경

쟁사로의 이탈 방지 등의 이유에서이다. 이를 해서는 

고객을 트 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지속 인 가치제공

을 유지함으로써 고객과의 계가 강화되고, 강화된 

계는 결과 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정  수익창

출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장기 계 지향

성이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계 마 에 한 많은 연구에서 장기  계지향

성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Kelly 

and Thibaut(1978)는 장기  계지향성을 장기 으로 

자사에 혜택을  것으로 기 하여 성과가 상호 의존

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21], Dwyer, 

Schurr and Oh(1987)는 교환구성원간의 계의 지속에 

한 암시 이고 명시 인 서약이라 정의하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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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비언어커뮤니 이션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

체 으로 매력이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고 그 지 못한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우호

으로 보인다고 하 다. 한 신체  매력이 고객 태도

를 변화시키는 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3]. 

Sundaram & Webster(2000)는 스토랑, 호텔, 박물 , 

 서비스산업 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턱시도 형태

의 양복을 입어서 경쟁력과 신뢰성에 한 고객들의 인

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10]. 이러한 서비스 직

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고객으로 하여  직원에 

한 평가에 유의한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 한, 최근 

연구에서 이승연(2010)은 서울지역 특1  호텔을 5회 이

상 방문경험이 있는 상으로 호텔직원의 비언어  커뮤

니 이션이 직원평가와 고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11], 서비스 에서 고객에게 보여주

는 표정, 시선, 자세, 제스처 등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이 직원평가와 고객 만족  충성도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때 직원평가요소를 성실성을 의미하

는 신뢰성과 서비스 제공능력을 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었

는지를 나타내는 격성, 정 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를 측정하 고, 이러한 평가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이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고객과 함께 

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  산업에서도 확인이 필요함

을 인지하 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의 수 에 따라 고객이 지각하는 평가에 유의한 향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각된 고객평가는 서비스 제공기

에 한 신뢰와 장기 인 계형성에 유의한 향이 

있을 것이라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은 컨설턴트의 

서비스 신뢰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은 컨설턴트의 

서비스 격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은 컨설턴트의 

정 한 태도 평가에 유의한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4. 지각된 컨설턴트 평가는 컨설  기업신뢰에 유

의한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5. 지각된 컨설턴트 평가는 장기 계지향성에 유

의한 향이 있을 것이다.

3.3 조작적 정의

조작  정의를 요약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3.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서비스 평가, 기업신

뢰, 장기 계지향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조

사 상을 컨설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내 소기업으로 

하 으며, 2014년 10월 01일부터 2014년 11월 15일 까지 

컨설 을 수행한 소기업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252부를 상으로 기 통계 조사를 실시하 다.

3.5 자료분석방법

<Table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

기 해서 설문을 설계하 으며, 수집된 설문조사의 결

과를 토 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05, 유의수  .01, 유의수  

.001 에 만족하는 조건으로 검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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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finition
Sour

ce

No. of 

Questio

nnaires

Non

verb

al 

Com

muni

cation

Body 

Language

A Cheerful look, smile, eye 

contact, nodding, gesture, and 

correct posture

 [4],

[10],

[11]

6

Space 

Language
Moderate distance 2

Auditory 

Language

 Speed of speech, proper 

pronunciation and natural cuts in 

phrases, voice tone(tone(level)), 

pitch(accent))

3

Appearance

Neat appearance, neat hair, neat 

dress, accessories, an attractive 

look

5

Cons

ultant 

Eval

uatio

ns

Credibility
Appointed service ․ honesty ․ 

faithfulness
[10]

,[11]

3

Suitability
Expert, business process ability, 

sufficient knowledge, sensitivity
4

Courtesy
Thoughtfulness, kindness, 

politeness, and courtesy
4

Corporate 

Trust 

A belief that the consulting 

corporate can provide the client 

with various information and 

resourc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inquiring their own consulting 

service, which has suitable 

capabilities, which can create 

suitable outcomes that the client 

requires

[19]

,[24]
4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An emphasis, that the result of 

mutual dependent joint activities 

of the client and the sales person 

is perceived to be profitable for 

the client, and the degree of 

long-term repeated business.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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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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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회사의 업태로는 제조업(n=177, 

70.2%), 서비스업(n=56, 22.2%), 도소매  기타(n=19, 

7.6%), 컨설  종류는 소기업청 사업에 의해(n=101, 

40.1%), 고용노동부 사업(n=37, 14.7%), 자체부담(n=80, 

31.7%)순서의 분포를 나타냈다. 컨설  경험을 보면, 2회 

경험한 기업(n=75, 29.8%)로 가장 많았고, 1회 경험한 기

업(n= 71, 28.2%), 5회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n=55, 

21.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컨설  종류를 보면, 인사

조직 분야가 43.3%(n=10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경   재무분야 컨설 이 29.8%(n=75), 마  

분야 컨설 이 13.1%(n=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4.2.1 탐색적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비언어커뮤니 이션에 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2>으로 측치의 수와 변수의 수가 

당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KMO 값은 0.934로 일반

인 수 인 0.7 이상이고, 상 계수의 행렬이 단 행렬

인가를 확인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 .000

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유효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4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을 나

타내는 회  제곱합의 재 값인 %  값이 84.989%로 

일반 인 수 인 60%를 과하고 있어 4개의 요인이 총 

분산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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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를 모두 과하여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Body 

Language

Space 

Language

Auditory 

Language

Appeara

nce

Commo

nality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759

.766

.750

.835

.766

.688

.772

.732

.820

.838

.853

.778

.861

.843

.822

.730

.829

.820

.829

.847

.791

.830

.840

.827

.870

.898

.938

.854

.912

.895

.870

.749
Basic

Characteristic 

Value

%  Dispersion

%  Accumulation 

Eigen-value

4.497

28.108

28.108

4.322

27.013

55.121

3.015

18.846

73.968

1.763

11.022

84.989

KMO=.934, Bartlett Square of Approximate Value=4610.272,p=.000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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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컨설턴트 평가요인인 신뢰성, 격성, 정

한 태도와 종속변수인 기업신뢰, 장기 계지향성에 

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3>으로 KMO 값은 0.918

로 일반 인 수 인 0.7 이상이고, 상 계수의 행렬이 단

행렬인가를 확인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

률 .000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유효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

산을 나타내는 회  제곱합의 재 값인 %  값이 

89.8%로 일반 인 수 인 60%를 과하고 있어 5개의 

요인이 총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베리멕스 회 방법을 사용한 회 된 성분행렬 결과, 각

각 요인 재값이 일반 인 기 인 0.5보다 크고, 공통성

은 일반 인 기 인 0.4를 모두 과하여 타당도는 확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 평가요인인 c7, 

c10번 문항, 기업신뢰 평가요인인 K2, 장기 계지향성 

평가요인인 l4는 별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아 제거하

다. 

Scale
Credi

bility

Suita

bility

Cour

tesy

Corpo

rate 

Trust

Long-t

erm 

Relatio

nship 

Orient

ation

Com

mon

ality

c1

c2

c3

.836

.886

.862

0.887

0.935

0.915
c4

c5

c6

.790

.788

.815

0.889

0.931

0.904
c8

c9

c11

.733

.762

.713

0.811

0.863

0.823
k1

k3

k4

.760

.789

.784

0.913

0.914

0.904
l1

l2

l3

.845

.819

.816

0.929

0.926

0.935
Basic 

Characteristic 

Value

3.004 2.934 2.646 2.576 2.318 -

%  Dispersion 20.026 19.557 17.642 17.171 15.451 -

%  

Accumulation 

Eigen-value

20.026 39.583 57.224 74.396 89.847 -　

KMO=.918, Bartlett Square of Approximate 

Value=4414.057,p=.000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2)

Scale
No. of 

Questionnaires

Cronbach’s 

alpha

Body Language 6 .954

Space Language 2 .788

Auditory Language 3 .942

Appearance 5 .956

Consultant 

Evaluations

Credibility 3 .949

Suitability 3 .940

Courtesy 3 .891

Corporate Trust 3 .951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3 .961

<Table 4>Reliability Analysis Results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문항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788∼.961사이의 값이 나

타났다.

4.3 가설검증

4.3.1 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컨설턴트 신뢰성 평가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신체언어(p<.001)와 청각언어(p<.001)은 

컨설턴트 신뢰성 평가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Dependent Variable: Credibility

B SE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

ance
VIF

(constant) 1.137 .223 　 5.109 .000

Body 

Language
.344 .083 .300 4.126 .000 .327 3.061

Space 

Language
-.090 .072 -.077 -1.250 .212 .451 2.220

Auditory 

Language
.603 .056 .641 10.674 .000 .480 2.085

Appearance -.105 .071 -.097 -1.481 .140 .399 2.504

   = .572  F = 82.672  (p=.000)

<Table 5>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신체언어가 높을수록(B=.344) 신뢰성 평가가 높아지

며, 청각언어가 높을수록(B=.603) 신뢰성 평가가 높아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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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설명력의 정도는 5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컨

설턴트의 청각언어(=.641)가 신뢰성 평가에 더 높은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공선성 분석결과 

VIF값이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비언

어커뮤니 이션  신체언어, 청각언어가 신뢰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1-1, 가설1-3은 채택되었다.

4.3.2 적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컨설턴트 격성 평가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신체언어(p<.001)와 공간언어(p<.05), 

외양언어(p<.001)은 컨설턴트 격성 평가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언어가 높을수록(B=.318) 격성 평가가 높아지

며, 공간언어가 높을수록(B=.136) 격성 평가가 높아지

며, 외양언어가 높을수록(B=.474) 격성 평가가 높아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격성 평가

에 한 설명력의 정도는 61.7%로 높게 나타났으며, 컨

설턴트의 외양언어(=.456)가 격성 평가에 더 높은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공선성 분석결과 

VIF값이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비언

어커뮤니 이션  신체언어, 외양언어가 격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2-1, 가설2-2, 가설2-4는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Suitability

B SE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

ance
VIF

(constant) .543 .211 　 2.570 .011 　 　

Body 

Language
.318 .079 .287 4.023 .000 .327 3.061

Space 

Language
.136 .068 .121 1.994 .047 .451 2.220

Auditory 

Language
-.028 .054 -.030 -.517 .606 .480 2.085

Appearance .474 .067 .456 7.064 .000 .399 2.504

   = .589  F = 88.314  (p=.000)

<Table 6>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uitability

4.3.3 정중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컨설턴트 정 성 평가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신체언어(p<.001)와 청각언어(p<.001), 

외양언어(p<.05)은 컨설턴트 정 성 평가에 유의한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Courtesy

B SE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

ance
VIF

(constant) .898 .199 　 4.517 .000 　 　

Body 

Language
.313 .074 .305 4.208 .000 .327 3.061

Space 

Language
.054 .064 .052 .845 .399 .451 2.220

Auditory 

Language
.301 .050 .357 5.972 .000 .480 2.085

Appearance .138 .063 .143 2.187 .030 .399 2.504

   = .576  F = 83.962  (p=.000)

<Table 7>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ourtesy

신체언어가 높을수록(B=.313) 정 성 평가가 높아지

며, 청각언어가 높을수록(B=.301) 정 성 평가가 높아지

며, 외양언어가 높을수록(B=.138) 정 성 평가가 높아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정 성 평가

에 한 설명력의 정도는 5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컨

설턴트의 청각언어(=.357)가 정 성 평가에 더 높은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공선성 분석결과 

VIF값이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비언

어커뮤니 이션  신체언어, 청각언어, 외양언어가 정

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3-1, 가설3-3, 

가설3-4는 채택되었다.

4.3.4 기업신뢰에 미치는 영향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가 기업신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신뢰성(p<.001)과 격성(p<.001)은 기업신뢰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높을수록(B=.266) 기업신뢰가 높아지며, 

격성이 높을수록(B=.511) 기업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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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가 기업신뢰에 한 설

명력의 정도는 5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격성 

평가(=.445)가 기업신뢰에 더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공선성 분석결과 VIF값이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서비스 평가  신뢰

성, 격성은 기업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

설4-1, 가설4-2은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Trust 

B SE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

ance
VIF

(constant) .020 .248 　 .081 .935 　 　

Credibility .266 .068 .239 3.899 .000 .499 2.005

Suitability .511 .072 .445 7.073 .000 .473 2.113

Courtesy .180 .092 .145 1.951 .052 .338 2.960

   = .535  F = 95.194  (p=.000)

<Table 8> Consultant Evaluations and Corporate
Trust

 

4.3.5 장기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가 장기 계지향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격성(p<.001)은 장기 계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B SE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

ance
VIF

(constant) .647 .243 　 2.664 .008 　 　

Credibility .113 .067 .110 1.699 .091 .499 2.005

Suitability .544 .071 .510 7.703 .000 .473 2.113

Courtesy .168 .090 .146 1.860 .064 .338 2.960

   = .485  F = 77.856  (p=.000)

<Table 9> Consultant Evaluations and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신뢰성이 높을수록(B=.113) 장기 계지향성가 높아지

며, 격성이 높을수록(B=.544) 장기 계지향성가 높아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가 장기

계지향성에 한 설명력의 정도는 48.5%로 높게 나타났

으며, 서비스 격성 평가(=.510)가 장기 계지향성에 더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공선성 분

석결과 VIF값이 모두 10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

트의 서비스 평가  신뢰성, 격성은 장기 계지향성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5-1, 5-2는 채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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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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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설검증 결과 종합

이상의 결과와 같이 가설 검정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첫째,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신체언어, 

청각언어가 신뢰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

설1-1, 가설1-3은 채택되었다.

둘째,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신체언어, 

공간언어, 외양언어가 격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2-1, 가설2-2, 가설2-4는 채택되었다.

셋째,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신체언어, 

청각언어, 외양언어가 정 성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3-1, 가설3-3, 가설3-4는 채택되었다.

넷째, 컨설턴트의 서비스 평가  신뢰성, 격성, 정

한 태도 모두 기업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4-1, 가설4-2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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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컨설턴트의 서비스 평가  신뢰성, 격성, 

정 한 태도 모두 장기 계지향성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가설5-1, 가설5-2는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지식서비스인 컨설  산업에서도 컨설턴트

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컨설턴트의 평가와 기업신뢰 

형성에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IMF 이후 국내 컨설  산업은 성장 하게 되었고,  

산업내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많은 수의 소형 

컨설  회사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시장을 형성하 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컨설 사의 반 인 구조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가장 시 한 문제

는 국내 소형 컨설  업체의 문성 부족과 세성으

로 컨설  로젝트 수행에 있어, 우수한 컨설턴트의 투

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수 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

하지 못하여, 고객으로 하여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실이다[3]. 그런 환경 속에 소형 컨설  회사들

은 정부 지원 사업에 의지하게 되고, 경 상 어려움으로 

하여 , 우수인력의 유입과 교육, 정상 인 로젝트 수

행 등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내 컨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컨설 사, 컨설턴트는 컨설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

기 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요한 시 이

라고 볼 수 있다[3]. 이를 해서는 컨설  성과를 높여 

고객의 재구매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해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지만, 고객에게 직 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역량과 고객평가

에 해, 그 요성을 검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에게 직 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핵심 필요 역량인 커뮤니 이션 ,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고객의 지각된 서비스 평가에 유의한 

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특히,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 신체언어, 청각언어는 지각된 신뢰성 평가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 한, 비언어커뮤니

이션  청각언어가 지각된 신뢰성 평가를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 신체언어, 외양언어

는 서비스 성 평가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

하 다. 이  외양언어가 고객의 성 평가를 좋아지

게 하는데, 가장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 , 신체언어, 청각언

어, 외양언어는 정 한 태도에 한 평가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 신체언어와 청각언어, 외양언어

가 좋을수록, 정 한 태도에 한 평가가 정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청각언어가 정 한 태도에 한 평가

를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가 컨설  기업신뢰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 컨설턴트의 서비스에 

한 평가인 신뢰성 평가, 성 평가가 좋을수록, 컨설

 기업에 한 신뢰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컨설턴트의 서비스 평가  격성 평가가 컨설  기업

에 한 신뢰를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컨설턴트의 서비스 평가  신

뢰성, 격성 평가는 장기 계지향성에 정 인 향이 

있음을 검증하 다. 이 , 격성 평가가 장기 계지향

성에 가장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 과 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컨설  산업의 

황과 발 방향, 정부지원과 컨설  산업 육성정책, 컨설

 성공요인을 찾는 연구가 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컨

설턴트가 지닌 역량요소  비언어커뮤니 이션에 하

여 그 요성을 악해 보고자 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컨설  서비스 과정에 고객과의 신뢰의 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이런 신뢰형성이 

다양한 원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언

어가 아닌 비언어 인 커뮤니 이션의 요성을 제시하

고 자 하 다.

커뮤니 이션에서 언어  요소(7%)보다 비언어  요

소가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26], 서비스 에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표정, 시선, 자세, 제스처 등 컨설턴트

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컨설턴트 평가와 고객 만족 

 충성도를 결정짓게 할 수 있고, 궁극 으로는 컨설  

기업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진수단으로서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 이션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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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 기업 는 컨설턴트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

턴트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는 컨설  산

업에서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언어  커

뮤니 이션과 컨설턴트 서비스 평가의 요도를 악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 기업의 마  정책에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나아가 컨설  산업에 있

어서도 컨설턴트의 비언어 인 매 , 제스처, 밝은 표정, 

미소,  맞춤, 바른 자세, 말하는 속도, 발음, 목소리 톤, 

당한 거리, 정돈된 두발, 깔끔한 외모, 단정한 복장, 악

세사리 등에 한 교육의 요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

를 수행하 다.

컨설  기업은 디지털 융복합 시 에 창조 인 역량

을 개발하여 장기 인 성장을 하기 해서는, 교육비에 

한 부담으로 부재 돼 있던 컨설턴트 역량개발에 해 

극 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지 부터라도 략

으로 비해야 할 과제라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본의 범  설

정 문제로서 컨설  규모  성격에 따라 컨설턴트의 역

량 요소인 비언어커뮤니 이션이 미치는 향이 각기 다

를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진행에서 알게 되었고, 유사성을 

가진 컨설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음

을 인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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