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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부지원 중소기업 융복합 컨설팅에 있어 컨설팅 신청동기가 품질지각과 결과활용도간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정부지원 컨설팅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
정식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수행품질과 정부지원품질에 대한 지각은 
컨설팅결과품질에 대한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컨설턴트수행품질에 대한 지각은 컨설
팅결과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품질에 대한 지각은 컨설팅결과활용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컨설팅결과품질에 대한 지각은 컨설팅결과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컨설팅에 대한 비자발적 신청집단과 자발적 신청집단간의 경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컨설턴트역량, 정부지원제도, 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신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경영컨설팅, 컨설턴트수행품질, 정부지원품질, 컨설팅결과품질, 컨설팅결과활용도, 컨설팅신청동기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verify application motive for consulting upon the path between quality 
perception and use of results in the government-supported convergence consulting service on SMEs. A survey 
was conducted on SMEs which went through government-supported consulting, with the following results of the 
study. First, it turned out that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consultant’s performance and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 suppor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consulting 
results.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consultant’s performanc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use of 
consulting results. Third, it was prov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 support has no 
impact on the use of consulting results. Fourth,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consulting result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use of consulting results. Fifth, it turned ou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aths of non-voluntary application group and application group and application group for 
consulting service.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consultant’s competence, government 
support system and voluntary application for consulting. 

Key Words : Management Consulting, Consultant Perform Quality, Government Support Quality, Consulting 
Results Quality, Consulting Results Utilization, Consulting Application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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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면에서는 높은 비 을 보이는 반면 생산액  부가가

치 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 인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을 해소하

기 하여 소기업에 한 컨설  지원   상이한 기술

제품의 활용을 통한 상용화로 기존 기술사업시장을 확

장하거나 신기술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컨설 이란 어떤 분야에 문 인 사람이 고객을 

상으로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개념

을 고려할 때 컨설  성공요인은 수요자와 공 자의 

체 인 에서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

는 공 자 특성인 컨설턴트 지식스킬자세 심의 연구

가 주를 이루며, 수요자 특성에 있어서도 자본매출종업

원수사업종사기간[2], 기업형태기업규모업종컨설 기

간[3] 등 주로 외 인 측면을 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한계 을 보이고 있다. 수요자의 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컨설  신청 동기는 로젝트 성공여부에 향을 

미치며, 컨설 결과활용도는 컨설  재 신청과 구 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4] 컨설  지원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지원 컨설 을 경험한 소기업

을 상으로 컨설  신청동기가 컨설 품질지각과 컨설

결과활용도간의 경로에 미치는 향  컨설  신청동

기의 자발성 정도에 따른 경로차이를 확인하고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컨설팅품질

컨설 은 경 상의 문제 해결, 기회의 발견과 활용, 학

습 기회의 확 , 변화를 통한 조직의 목  달성을 하여 

수행하는 어드바이스 서비스[5]로서, 서비스품질은 주

 평가인 과정품질과 객  평가인 결과품질로 구성되

어 있다[6]. 이러한 에서 볼 때, 정부지원 소기업 

컨설 에 있어서의 컨설턴트수행품질과 정부지원품질은 

과정품질로, 컨설 만족도  컨설 결과활용도는 결과

품질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컨설턴트수행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Rynning 

(1992)은 문제의 분석  해결을 한 실행계획수립 능력

로젝트매니지먼트 능력자원운  능력 지식독창성 

등을 제시하 으며[7], 박병호이동원김연성(2005)은 

문지식스킬도구  기법보고서 응성콘텐츠  기업

비 유지일 성정확성신뢰감개인  심고객요구의 

인지시간편리성일정 수용모복장일치성 등이 요하

다고 주장하 다[8]. 

한, 정부 주도의 소기업 컨설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지원품질은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채 원(2011)은 정부의 소

기업 컨설  지원에 한 홍보를, 이남주(2011)는 교육

컨설 자 에 한 지원을, 최동락(2012)은 자 지원경

지원경 개선 교육지원컨설 지원을, 김순태(2013)

는 정책자 교육컨설 지원을 주요 성과요인으로 제시

하 다[9,10,11,12]

한편, 컨설 결과품질의 구성요인으로서 Kerzner (2013)

와 Pinto& Prescott(2013)은 기간 수 산 수기 성과

의 달성할당 자원의 효율  활용컨설  과정에 한 만

족컨설  결과에 한 활용성과 효과성을 제시 하 으

며[13,14], Simon&  Kumar(2001)는 합의목표 달성고객

만족서비스제공의 시성권고사항 실행측정 가능한 

재무 성과 도출 등이 컨설 결과품질의 요소라고 주장

하 다[15].

2.2 컨설팅결과활용도 

Kubr(2002)는 컨설  결과물은 개시진단활동계획수

립실행종료라는 컨설  로세스  실행단계에서 활

용된다고 하 으며[5], McLachlin(1999)은 고객의 비

와 참여, 컨설턴트와 의뢰기업 간의 명확한 합의, 컨설턴

트 능력과 성실성, 의뢰기업에 한 통제와 더불어 컨설

 결과 활용은 컨설 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16]. 한편, 장용삼곽홍주(2009)는 경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 리, 과정 리, 사

후 리로 구분하고 사후 리 항목으로서 컨설  결과의 

채택  용 등을 제시하 다[17].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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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기업에 한 

정부지원 컨설 에 있어 컨설 과정품질지각이 컨설  

결과품질지각과 컨설 결과활용도에 미치는 구조  

향 계를 검정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

하 다. 

[Fig. 1］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컨설팅과정품질과 컨설팅결과품질 간의 관계

경 상의 문제에 하여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 것은 컨설 결과품질이고, 컨설턴트의 경험이나 

문지식에 한 고객의 신뢰, 문제에 한 구체 이고 친

한 설명 등은 컨설  과정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18].

Appelbaum and Steed(2005), 이도 최호규조성도

(2009), 신상복석기 (2011), 최명규(2014) 등의 연구에

서 기간 수, 산 수, 성과목표달성, 고객만족  활용

도, 사후지원 등의 컨설 결과품질은 컨설턴트 역량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9,20,21,22].

김순태(2013)는 정부의 자 교육컨설 에 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 성과에 정 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으며[12], 김익성(2009)은 정부의 컨설  지원 

사업에 있어 기업과 컨설 사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을 

주 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고 주장하

다[2].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컨설 과

정품질지각이 컨설 결과품질지각에 미치는 향을 검

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컨설턴트수행품질지각은 컨설 결과품질지각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부지원품질지각은 컨설 결과품질지각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컨설팅품질과 컨설팅결과활용도 간의 관계

Pinto& Prescott(2013)은 컨설  과정에 한 만족과 

컨설  결과에 한 활용성효과성이 컨설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하 으며[14], Schaffer(2002)는 컨설 이 성

공하기 해서는 고객에게 새로운 방법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결과물에 하여 지속 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23]. 이인수유연우

(2012)는 컨설턴트 역량  자세와 수진기업 참여도가 컨

설 활용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컨설 에 한 만족

도가 매개 작용을 한다고 하 다[24].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컨설 품

질에 한 지각이 컨설 결과활용도에 미치는 향을 검

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컨설턴트수행품질지각은 컨설 결과활용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부지원품질지각은 컨설 결과활용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컨설 결과품질지각은 컨설 결과활용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모집단과 표본선정

컨설 품질에 한 지각이 컨설 결과활용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정부지원 컨설 을 경험한 

국의 소기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컨설  역

을 기 으로 비례층화추출법(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846사를 표본으로 추출하 다. 이메

일, 인터뷰 등을 통하여 2014년 2월부터 약 1개월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335부를 수집하 으며, 부 한 설문

을 제외한 308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컨설턴트수행품질은 최명규(2014), Turner(1981)가 제

시한 항목[22,25]을 참고로 하여 8개 문항(회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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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CPQ GSQ CRQ Cα

CPQ6

CPQ7

CPQ5

.850

.820

.815

.945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을 정확하게 악, 한 컨설  기법 사용, 성실하게 수

행, 내부 공감  형성에 노력, 회사 요구에 극 응, 책

임 있는 처, 원하는 결과물 도출, 컨설  종료 후 지속

 도움 제공)으로 구성하 다.

정부지원품질은 김순태(2013), 소기업청(2015)이 제

시한 항목[12,26]을 참고로 하여 5개 문항(컨설  지원 사

업 홍보의 성, 지원 상 업체 선정의 공정성, 지원 

사업 로세스의 편리성, 간  완료 검의 합리성, 정

부 지원 액의 성)으로 구성하 다.

컨설 결과품질은 이윤원황서진이충섭(2012), Simon 

& Kumar(2001)가 제시한 항목[27,15]을 참고로 하여 4개 

문항(컨설  목표달성 정도, 투입비용 비 효과, 컨설  

내용 수 , 컨설  완료 정도)으로 구성하 다.

컨설 결과활용도는 김익성(2009)의 연구[2]를 참고

로 하여 1개 문항(컨설  산출물활용 정도)으로 구성하

다. 

설문은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 하 다. 변수 설문항목

에 하여 1 은 ‘매우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

의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요약 결과는 <Table 1>과 

같다. 

 

Measurement variables No of 

questions

Preceding studies

1.Consultant Perform Quality 8 M. K. Choi[22], Turner [25]

2.Government Support Quality 5

S. T. Kim[1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6]

3.Consulting Results Quality 4

Y. W. Lee & S. J. Hwang 

& C. S. Lee [27], Simon& 

Kumar[15]

4.Consulting Results Utilization 1 I. S. Kim[2]

Total 18 -

＜Table 1＞ Composition of survey

5. 실증분석과 가설검정 

5.1 자료수집

표본의 일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회사형태는 

법인이 90.3%를 보 으며,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50명 미

만이 56.2%로 나타났다. 업력은 11~15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컨설  분야는 생산이 50.3%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Frequencies %

Listing Status 

of Company

Listed

Not listed

278

30

90.3

9.7

Total 308 100

No. of 

Employees

Less than 50

50∼100

101∼200

201∼299

More than 300

173

69

41

17

8

56.2

22.4

13.3

5.5

2.6

Total 308 100

Business 

Duration

Less than 5 years

6∼10 years

11∼15 years

16∼20 years

More than 21 years

22

47

107

63

69

7.1

15.3

34.7

20.5

22.4

Total 308 100

Business 

Sector

Strategy

Human Resource

Finance

Production

Marketing

Technology

12

46

8

155

42

45

3.9

14.9

2.6

50.3

13.7

14.6

Total 308 100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

5.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가설 검정에 앞서 단일항목인 컨설 결과활용도를 제

외한 항목에 하여 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과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

여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 방식을 채택하 으며, 고유값 

1.0이상, 요인 재치 0.4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된 요인은 없었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74.23%로 나타났다. 변수는 선행연구의 이론구

조와 동일하게 3개로 추출되어 컨설턴트수행품질, 정부

지원품질, 컨설 결과품질로 명명하 으며, 각 변수에 

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수 을 해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

으며, 각 변수의 Cronbach’α 값은 <Table 3>과 같이 

.872∼.945에 분포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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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Q3

CPQ4

CPQ2

CPQ1

CPQ8

.815

.803

.796

.728

.725

GSQ3

GSQ2

GSQ4

GSQ5

GSQ1

.865

.808

.790

.751

.703

.872

CRQ1

CRQ2

CRQ4

CRQ3

.841

.836

.820

.790

.935

OV

V%

AV%

5.754

33.85

33.85

3.488

20.51

54.36

3.378

19.87

74.23

주1) CPQ : Consultant Perform Quality    

주2) GSQ : Government Support Quality

주3) CRQ : Consulting Results Quality    

주4) Cα : Cronbach’α                       

주5) OV : Original Value

주6) V% : Variance %     

주7) AV% : Accumulation Variance %

5.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측정모형 분석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  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정하기 하여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자료의 합도를 검정하기 하

여 CMIN/DF(<3.0), GFI⋅CFI⋅NFI⋅IFI(>0.9), AGFI(>0.8), 

RMR(<0.05), RMSEA(<1.0) 값을 사용하 다. 최종문항

에서 제시된 높은 합도를 생성하기 하여 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 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반

복하 다. 

최종 으로 <Table 4>와 같이 컨설턴트수행품질 1,8

을, 정부지원품질 1,5를 제거한 후 분석한 결과, 잠재변수

와 측정변수 간의 계에 한 모수 추정치가 모두 0보다 

큰 값을 보이고, 이들 추정치에 한 t값이 1.965를 훨씬 

과하며, 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이 0.4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

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합도 지수에 한 값

을 확인한 결과 측정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값

은 가설을 채택 는 기각하는 기 으로서 ±1.96이상이 

되면 유의 이라고 해석하며,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은 특정 내생변수의 분산이 외생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 

Measurement 

variables

RW S

R

W

SE CR p S

M

C

CPQ 2

3

4

5

6

7

.838

.881

.916

.888

.957

1.000

.819

.863

.867

.861

.894

.864  

.045

.043

.044

.044

.044

-

18.549

20.437

20.618

20.350

21.893

-

*** 

*** 

*** 

*** 

*** -

.670

.745

.752

.742

.800

.746

GSQ 2

3

4

.966

1.260

1.000

.796

.897

.835 

.061

.072

-

15.743

17.524

-

*** 

*** -

.634

.805

.697

CRQ 1

2

3

4

.938

1.004

.922

1.000

.894

.899

.872

.877 

.042

.044

.043

-

22.319

22.564

21.216

-

***  

*** 

*** -

.800

.808

.761

.769

G

oodness of fit 

- 

measurement 

model

<Initial model> 

Chi-Square=322.133, df=116, p=.000, CMIN/DF=2.777, 

GFI=.889, AGFI=.854, CFI= .953, NFI=.928, IFI=.953, 

RMR=.030, RMSEA=.076  

<Final model> Chi-Square=157.391, df=62, p=  .000, 

CMIN/DF=2.539, GFI=.930, AGFI=.897, CFI=.973, 

NFI=.956, IFI=.973, RMR=.024, RMSEA=.071 

주1) RW : Regression Weights

주2) SRW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주3) SE : Standard Error

주4) CR : Critical Ratio

주5)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Goodness of Fit of Measurement Model

5.4 연구모형의 적합성 분석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하여 최종 측정모형의 항목으

로 구조방정식모형의 합도를 확인하 다. 통계  연구

모형은 [Fig. 2］와 같으며 합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ig. 2］Statistic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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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Path
Non-Voluntary Voluntary

B(t) p B(t) p

CPQ

GSQ

CPQ

GSQ

CRQ

→

→

→

→

→

CRQ

CRQ

CRU

CRU

CRU

.592(7.949)

.078(1.355)

.103(1.136)

-.021(-.360)

.227(2.240)

***

.175

.256

.719

*

.640(5.880)

.202(2.332)

.310(3.208)

.034(.492)

.121(1.572)

***

*

**

.623

.116

G

oodness of fit - 

measurement 

<Non-Voluntary Group> 

Chi-Square=105.206, df=60, p=.000, CMIN/DF=1.753, 

GFI=.915, AGFI=.871, CFI= .969, NFI=.931, 

＜Table 8＞ The Structural Path Coefficients of 
the Groups

Reference Value Measured Value

Chi-Square - 135.406

df - 60

P >.05 .000

CMIN/DF <3 2.257

GFI >.9 .938

AGFI >.8 .907

CFI >.9 .977

NFI >.9 .960

IFI >.9 .977 

RMR <.05 .017

RMSEA <.1.0 .064

＜Table 5＞ Goodness of Fit of Research Model

5.5 기본모형 가설 검정결과

연구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 인 가설검정

을 해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Table 6>  [Fig. 3］

과 같이 나타났다. 컨설턴트수행품질에 한 지각이 높

으면 높을수록 컨설 결과품질에 한 지각이 높아지며

(표 화계수 β=.630, p<.001), 컨설 결과활용도가 높아

지는(표 화계수 β=.287,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품질에 한 지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컨설 결과품

질에 한 지각은 높아지는(표 화계수 β=.157, p<.01) 

것으로 나타났으나, 컨설 결과활용도에는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컨설 결과품질에 한 

지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컨설 결과활용도가 높아지는

(표 화계수 β=.223, p<.01)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화

계수 β로 경로의 크기를 직 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β값이 크면 클수록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p<.01, *** p<.001 

[Fig. 3］The Structural Path

Structure Path β t p

CPQ

GSQ

CPQ

GSQ

CRQ

→

→

→

→

→

CRQ

CRQ

CRU

CRU

CRU

.630

.157 

.287 

.017 

.223 

10.770

2.844

3.552

.274

2.803

***

**

***

.784

**

** p<.01, *** p<.001 

＜Table 6＞ The Structural Path Coefficients of 
the Research Model

5.6 자발적 신청집단과 비자발적 신청집단의 

경로차이 분석 결과 

두 집단의 경로 차이를 확인하기에 앞서 동일 모집단

에서 추출한 두 표본(비자발  신청집단과 자발  신청

집단)에서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단하

기 한 다 집단 확인  요인분석(Multi-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CFA)을 실시하 다. 비제약모형에 

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설정한 이후에도 측정모형의 합

도가 악화되지 않아 두 표본 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 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ivision
Un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Model

Chi-Square 255.362 266.549

Chi-Square Difference 11.187

P-value of Chi-Square Difference .343

＜Table 7＞Multi-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비자발  신청집단과 자발  신청집단으로 구분한 후 

연구모형에 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두 

집단 모두 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검정을 

한 경로계수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는<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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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FI=.969, RMR=.024, RMSEA=.067  

<Voluntary Group> Chi-Square=127.366, df=60, 

p=.000, CMIN/DF=2.123, GFI=.879, AGFI=.816, 

CFI=.954, NFI=.918, IFI=.955, RMR=.026, 

RMSEA=.090 

주1) B : Regression Weights

이상과 같은 가설 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Hypothesis Hypothesis To Be Tested Result

H1 Perceived Consultant Perform Qual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upon the Perceived 

Consulting Results Quality

Accept

H2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Qual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upon the 

Perceived Consulting Results Quality

Accept

H3 Perceived Consultant Perform Qual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upon the  

Consulting Results Utilization 

Accept

H4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Qual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upon the 

Consulting Results Utilization

Reject

H5 Perceived  Consulting Results Qual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upon the Consulting 

Results Utilization

Accept

H6 The path between Involuntary Group and 

Voluntary Group will be different

Accept

＜Table 9＞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6. 결론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지원 컨설 을 경험한 소기업을 

상으로 컨설  신청동기가 컨설 품질지각과 컨설 결

과활용도간의 경로에 미치는 향  컨설  신청동기의 

자발성 정도에 따른 경로차이를 확인하고자 진행하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요인에 한 정의와 차원을 

악하 으며, 측정문항에 한 타당성  신뢰성 분석, 측

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 의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수행품질( 한 컨설  기법 사용, 성

실하게 수행, 내부 공감  형성에 노력, 회사 요구에 극 

응, 책임 있는 처, 원하는 결과물 도출)에 한 지각

은 컨설 결과품질(컨설  목표달성 정도, 투입비용 

비 효과, 컨설  내용 수 , 컨설  완료 정도)에 한 지

각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품질(지원 상 업체 선정의 공정성, 지

원 사업 로세스의 편리성, 간  완료 검의 합리

성)에 한 지각은 컨설 결과품질에 한 지각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컨설턴트수행품질에 한 지각은 컨설 결과활

용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지원품질에 한 지각은 컨설 결과활용도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 성과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컨설

결과활용도를 높이기 하여 추가 인 정부시책이 필요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컨설 결과품질에 한 지각은 컨설 결과활

용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컨설 에 한 비자발  신청집단과 자발  

신청집단간의 경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  신청집단은 컨설턴트수행품질 지각이 컨설

결과품질 지각에 향을 미치며, 컨설 결과품질 지각은 

컨설 결과활용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자발  신청집단의 경우, 컨설턴트수행품질 지각뿐

만 아니라 정부지원품질 지각 한 컨설 결과품질 지각

에 향을 미치며, 컨설턴트수행품질 지각은 컨설 결과

활용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소기업 컨설  지원 정책이 제 로 작동하고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자발  신청집단을 지원 상으로 선정

하고 진행하는 것이 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소기업에 한 정부지원 컨설  사

업에 있어 공 자인 컨설턴트 역량  정부 지원시책 강

화는 물론 수요자인 기업의 컨설  신청동기에 한 자

발성 별이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 정부지원 

컨설 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업종, 규모, 컨설 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객 이고 유용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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