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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성공적인 경영컨설팅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영컨설턴트의 역량뿐만 아니라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높은 

역량을 가진 경영컨설턴트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용성이 낮다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는 기대할 수 없

다. 반대로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용성이 높더라도 경영컨설턴트역량이 부족하면 경영컨설팅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컨설턴트역량이 컨설팅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데 있어서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용

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컨설턴트역량은 직무역량, 관리역량 및 공통역량으로 측정하였으며, 경영성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측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로는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컨설

턴트역량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 모두에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은 경영컨설팅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컨설팅성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용성은 경영컨설팅성과와 비재무성과를 경유하여 경영컨설턴트

역량과 재무성과의 사이를 직간접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경영컨설팅을 의뢰하는 수진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성과를 증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을 보다 효울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수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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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영컨설팅은 기업이나 조직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고객 기업이나 조직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이

슈나 문제점을 파악·분석하여 경영과제의 도출과 해당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경영기법이나 기업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강기두, 1997; 곽

홍주·장영삼, 2009). 
컨설팅이란‘조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가가 의뢰자들이 필요

로 하는 조직 내 다양한 주요문제를 분석·연구·정리하여 최적

의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자문·조언·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Alan, 2007; Williams 
& Woodward, 1994). 즉, 경영컨설팅이란 컨설팅을 의뢰한 기

업이나 조직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러한 행위가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다. 
컨설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고객 기업을 중심

으로 하는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고객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언, 자문, 지도 등을 수행한

다. 또한, 컨설팅 수행기간 및 종료 후에도 변화관리 활동을 

통해서 의뢰기업의 컨설팅 수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경영컨설팅은 경영전략, 사업전략, 기능전략

(조직·인사, 재무, 마케팅, 기술, 구매·조달, 생산 등), 경영혁신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다수의 조직은 조직

내 복잡한 경영이슈에 대한 자체적 해결에 한계 인식이 증가

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도움을 통한 경영컨설팅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김문준, 2015), 경영컨설팅의 성공적

인 수행결과는 의뢰 조직에 요구되는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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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 방안 제언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배용섭, 2013; 김문준, 2015; 김문준·장
석인, 2016). 성공적인 경영컨설팅을 위해 경영컨설턴트역량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이는 실제 경영컨설팅을 실행하는 실행

주체임에 따라 경영컨설팅 실행목적을 달성하는 경영컨설턴

트역량이 곧 경영컨설팅성과와 직결된다.(최창호, 2013; 배용

섭, 2013; 김문준, 2015). 
연구자의 경영컨설팅 현장 경험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를 위해

서는 경영컨설턴트역량뿐만 아니라 수진기업 경영진의 지원 

정도, 조직구성원의 참여도와 경영컨설팅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등의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윤원 외(2012)는 경영컨설팅완성도와 경영컨설팅성과의 사

이에서 수진기업특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는 실증분석결과

를 제시하였으며, 수진기업특성은 경영컨설팅과정에서 나타나

는 경영컨설팅 의뢰기업의 경영자지원과 조직문화 및 구성원

의 태도 등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컨설팅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컨설팅 프로

세스와 경영컨설팅 실행수단 관점인 경영컨설팅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으며(배용섭, 2013), 경영컨설팅

성과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컨설턴트역

량에 대한 관점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컨설팅의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김문준·장석

인,, 2016). 특히,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

성, 경영컨설팅성과 및 경영성과 간의 복합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을 실행하는 직무수행 주체인 경

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학문적·실용적 측면에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수
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매개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경영컨설팅 실행상 주안점과 성공적인 경영컨설팅을 위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을 의뢰하

는 조직과 컨설팅사 모두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경영컨설턴트역량,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및 경영컨설팅성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

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컨설턴트역량이나 경영컨설팅 

수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수진

기업 컨설팅 수용성이나 경영컨설팅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경영컨설팅의 준비 및 시작 

단계부터 종료 및 종료 후 변화관리 단계까지의 일련의 진행

과정에서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수용성과 경영컨설

턴트역량간에는 상호 작용을 하여 경영컨설팅성과와 경영성

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메

카니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컨설

턴트역량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이지은 외(2010), 이윤원 외

(2012), 배용섭(2013), 김후진(2014), 김문준(2015) 등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장영(1996), 곽흥주·장영삼(2009), 박춘래 외

(2011), Zeira & Avedisian(1989), Cohen(1992)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컨설팅성과의 영향요인에 대

해서는 장영(1996), 배용섭(2013), 최창호(2013), Shapiro et 
al.(1993)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2.1 경영컨설턴트역량
 
경영컨설턴트역량은 경영컨설팅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행동특성으로서 대체로 경영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경영컨설턴트의 역할, 개인적

인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능력과 특성이 파악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업무 또는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이 분석

되고 있다(이윤원 외 2012). 
또한, 경영컨설턴트역량이란 경영컨설팅과 역량의 합성어로 

경영컨설턴트가 컨설팅 직무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보유해야 할 업무 전문성, 직업 윤리관과 가치관, 역할수

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능력과 특성, 의뢰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지칭한다(김문준, 2015). 
경영컨설턴트역량을 세분화 하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20

개의 컨설턴트 역량 군을 18가지 핵심역량으로 조정하고 직

무역량, 공통역량, 관리역량으로 범주화 하였다. 직무역량에는 

전략적 사고능력, 정보수집능력, 전문지식, 분석 및 대안 제시 

능력, 문서작성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포함되며, 공통역

량은 성취지향성, 고객지향성, 자신감, 자기통제력, 직업윤리

(컨설팅윤리), 전문가 품위유지(이미지관리)로 구성되고 관리

역량은 관계구축능력, 팀워크능력, 코칭과 임파워먼트 능력, 
유연성, 리더십, 추진력을 포함한다(이지은 외, 2010). 
경영컨설턴트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경영컨설턴트역

량과 경영컨설팅성과와의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Rynning, 1992). 경영컨설턴트 개인 역량으로서의 경영컨설팅

성과와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곽흥주, 2008).또한, 
경영컨설턴트의 관리자적 능력과 경영컨설팅성과와는 부분적

으로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장영, 1996), 경영컨설

턴트역량중 관리역량을 제외하고 경영컨설팅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배용섭, 2013). 
김후진(2014)은 경영컨설턴트역량은 경영성과에 정(+)의 관

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익성(2009), 장동인 외(2011)등은 경

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연구에서 

경영컨설턴트역량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

에서 경영컨설턴트역량은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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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인 이지은 외(2010), 이윤원 외(2012), 

배용섭(2013), 김후진(2014), 김문준(2015) 등의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경영컨설턴트역량이란 경영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컨설턴트의 전문성이라고 정

의하고, 하위구성요인은 직무역량, 관리역량, 공통역량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2.2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경영컨설팅과정에서 나타나는 경

영컨설팅 의뢰기업의 경영자지원과 조직문화 및 구성원의 태

도 등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경영자지원은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최고경영층의 시행의지와 

관심 및 헌신, 경영자원의 지원 등을 의미하며 조직문화와 구

성원의 태도는 경영컨설팅에 대한 조직적인 협조·협업과 컨설

팅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변화 및 조직혁신 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조직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영, 
1996; Jang & Lee, 1998; Simon & Kumar, 2001; 곽홍주·장영

삼, 2009). Shapiro et al.(1993)은 경영컨설팅의 수행과정에서 

경영컨설턴트역량과 함께 컨설팅 수진기업의 최고경영층과 

실무자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hillips(2006)는 경영컨설팅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생산적인 고

객관계를 포함하고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수

진기업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변종수(2009)는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컨설팅사의 컨설팅관리과

정 및 수진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신뢰와 경영층지원이 성공

적인 경영컨설팅의 수행을 위하여 모두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Zeira & Avedisian(1989)은 컨설팅 의뢰기업의 최고경영자 지

원,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의 능력, 유연한 조직구조, 
조직원들의 변화 수용태도는 경영컨설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

므로 경영컨설턴트의 가치 기준과 방법론 및 전문성의 요인

은 의뢰기업의 특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장영(1996), Simon & Kumar(2001)등은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지원과 추진조직의 열의는 경영컨설팅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박춘래 외(2011)는 경영

컨설팅과 기업성과의 관계 및 컨설팅활용도의 매개효과에 대

한 실증분석에서 컨설팅활용도는 경영관리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업무효율성과

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는 컨설팅성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

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컨설턴트의 역량이 매우 우수한 경우에도 수진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수용성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높은 경영

컨설팅성과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란 경영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을 수진하는 기업이 해당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컨설팅의 목표 달성과 컨설팅 결

과에 대한 변화관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진기업 특성

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컨설팅을 수진 하는 의미를 포함하

고 있다. 또한, 컨설팅 수진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컨설팅

을 추진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컨설팅성과 뿐만 아니라 경

영성과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용성이라는 개념

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을 경영자 지원, 조직구성원 참여도 및 과제 이

해도로 설정하였다. 하위구성 요소로는 경영컨설팅 프로젝트

에 수진기업 경영자가 지원할 의지가 충분하고 필요한 경영

자원을 지원 하였는지, 조직구성원이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구성원 간에 상호 대화·개선·협업 하였

는지, 그리고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 를 이해하

고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수행활동에 대한 정보가 조직구성

원 간에 공유·전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2.3 경영컨설팅성과

경영컨설팅성과는 컨설팅사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경영컨

설팅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며, 컨설팅 의뢰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컨설팅에 따른 경영관리방법의 개선이나 업무효율성의 

향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박춘래 외, 2011). 
컨설팅사의 입장에서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기간 준수, 적

정한 예산실행, 목표달성, 경영컨설팅결과에 대한 만족 등으

로 경영컨설팅성과를 측정하였으며(장용삼·곽홍주, 2009), 경

영컨설팅을 수행한 이후에 의뢰기업의 원가절감, 고객만족도 

향상, 시장점유율증가, 인지도 향상, 업무프로세스의 소요시간 

단축, 업무협력이나 연계도 향상 등에 의하여 경영컨설팅성과

를 평가하고 있다(윤성환, 2008). 경영컨설팅의 성공적인 수행

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경영컨설팅성과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는 주로 단일 변수에 의한 경영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결과가 컨설

팅 의뢰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박춘래 외, 2011).
경영컨설팅성과란 의뢰조직의 컨설팅 목적·목표, 컨설팅 대

상, 고객기대, 고객니즈, 고객 참여도와 매우 밀접한 영향관계

를 가지고 있다(Ciampi, 2009; 김문준·장석인, 2016). 한편, 경

영컨설팅성과는 의뢰고객의 요구사항에 얼마나 컨설팅사와 

경영컨설턴트가 충실하게 충족하느냐를 규정하였으며(최창호, 
2013; Ciampi, 2009), 의뢰조직이 경영상 제기되고 있는 이슈

와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참여하는 정도가 경영컨설

팅성과의 핵심요인이라 하였다(김문준·장석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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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의 연구목적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경영컨설턴트역량 못지않

게 의뢰조직 경영진 지원과 경영진 관심정도, 경영진과 임직

원의 컨설팅 참여도, 변화마인드 등이 경영컨설팅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Zeira & Avedisian, 1989; 
Pierce & Delbeck, 1977). 

Shapiro et al.(1993)와 Pinto et al.(1990)은 의뢰조직의 조직구

성원의 교육·훈련 정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경영컨설

팅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컨설팅 비용준수, 컨설

팅 기일준수, 의뢰조직의 경영목표달성 정도, 컨설팅결과에 

대한 고객만족과 문제해결 방안의 정확성 및 모델제시의 적

합성을 경영컨설팅성과라 하였다(Kerzner, 1984; Cohen, 1992). 
Chairman et al.(1985)과 Nahavandi & Chesteen(1988)은 컨설팅

을 받은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컨설팅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경영컨설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으며, 박미애(2001)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결과 경

영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김익성(2008)은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컨설팅의 역

할에 관한 연구와 중소기업의 컨설팅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중소기업특성, 컨설팅사의 특성, 컨설

팅 만족도와 활용도 및 중소기업 경영성과간의 구조적인 영

향관계를 분석 하였다. 김익성(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

소기업의 특성은 컨설팅특성(컨설턴트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컨설팅사의 특성과 컨설팅만족도 및 컨설팅활용도는 모두 중

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컨설

팅만족도는 또한 컨설팅활용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컨설팅

활용도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춘래 외(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컨설팅에 의한 경영관리성과와 업무효율성성과는 모두 

컨설팅 의뢰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경영컨설팅성과의 구성요소는 의뢰 조직이 컨설팅 

실행에 대한 목표 명확성, 컨설팅 방법론 적합성, 경영컨설턴

트역량, 상호 유대관계, 의뢰조직 컨설팅 참여도와 지원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컨설팅성과를 측정하였다(장영, 1996; 배
용섭, 2013; 최창호, 2013). 경영컨설팅은 기업을 대상으로 당

면한 경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에 관한 자문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컨설팅 의뢰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에 의한 경영방식의 개선, 업무효율성의 증가 

등을 직접적인 경영컨설팅성과로 규정할 수 있다(박춘래 외 

2011). 장영(1996)은 컨설팅 의뢰기업의 당면한 문제해결과 업

무개선 및 경영성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컨설팅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윤성환(2008)은 경영컨설팅에 의한 고객만족도 

향상, 시장점유율 증가, 인지도 향상, 원가절감, 업무프로세스

의 소요시간 단축, 업무협력이나 연계도 향상 등을 경영컨설

팅의 직접적인 성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성과란 의뢰기업의 컨설팅 목적

과 목표를 충족시키고 주어진 일정 내에 경영상의 주요 이슈

와 과제의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선

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구성요인은 경영컨설팅성과를 

컨설팅 완성도와 업무효율성 성과로 구성하였다.

2.4 경영성과(재무·비재무 성과)

경영성과(Business Performance)란 외부 경영환경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기반으로 조직이 설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에서 요구되는 재무적·심리적·관리적 지표로 구분한다(Schein, 
1988). 한편, 경영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한다(Stuart 
& Abetti, 1987; 최용호 외, 2003). 즉, 경영성과란 조직이 일

정기간 동안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 물적·인적 자

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목표달성에 대한 결과

를 분석·확인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김종광·석기준, 2012; 공경열, 2014). 한편, 조직측면의 경영

성과란 품질향상, 생산성, 효과성, 적시성, 대응성 을 포함한 

결정요인으로 경쟁사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객니즈를 충

족하느냐에 있다(김후진, 2014). 또한, 컨설팅에서 경영성과란 

의뢰조직의 니즈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 컨설팅 실행목적의 

명확한 설정과 목적달성 및 조직 공헌정도에 대해 평가를 내

리는 것이다(윤일선, 2014). 또한, 김익성(2008)은 경영성과를 

BSC(Balanced Score Card)측면인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한 반면, 송상호(2006)는 조직업무 효과성, 업무생산성과 

고객 만족증진, 조직간 업무효과성, 개인 업무효과성으로 경

영성과를 측정하였다. 
최명규·한경석(2012)는 경영성과를 매출액, 시장점유율, 변화

와 개선의 능력, 업무관리의 효율성, 수익성, 상황대처능력, 
금융조달로 도출하였고, 김후진(2014)은 매출액 향상,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의 3가지 지표로 경영성과를 측정한 반면, 정

태용(2014)은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의 2가지 지표로 측정하

였다. 한편, 김현영 외(2013)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프

로세스가 조직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재무적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컨설팅 진행 후에 매출

액, 영업이익, 순이익, 현금흐름 개선, 투자 수익률의 증가 등

을 토대로 재무성과를 정의하고, 비재무적 관점인 고객만족에

서는 신규 거래처의 증가여부, 제품 구매력의 향상, 고객의 

긍정적 반응의 향상 여부, 제품의 납기율 향상, 브랜드 인지

도 상승 등을 비재무성과로 정의하였다.  
경영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전기수(2009)는 컨설팅결

과가 영업자원 능력 중 물적자원은 재무성과, 고객만족, 내부

개선, 학습과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김후진(2014)은 경영컨설팅서비스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경영컨설턴트역량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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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문준(2015)은 경영컨설턴트역량

(직무, 관리)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후진(2014), 정태용(2014), 김문준(2015) 등

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정량적인 경영목표 

달성 정도와 기업혁신으로 정의하고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가설

본 연구는 경영컨설턴트역량이 경영컨설팅 수진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변

수를 추출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설설정은 경영컨설턴트

역량과 경영컨설팅성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3.1.1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

성 간의 관계

정한석(201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이 

경영성과, 재사용의도, 컨설팅성과, 컨설팅품질 등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

나,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영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높은 역량을 가진 경영컨설턴트는 수진기업의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

조, 경영컨설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업내부의 지원 등을 

이끌어 내어 경영컨설팅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경영컨설팅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경

영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경영

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영컨설턴트역량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경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컨설팅성과 간의

관계

장영(1996)은 경영컨설팅 유형별 성과에 관한 상황적 분석 

연구에서 경영컨설턴트의 관리자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턴트의 특성인 관리역량이 경영컨설팅

성과에 정(+)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수진기업의 경영상 당면한 

문제해결, 업무개선, 조직성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경영컨

설팅의 효과성에 대해 경영컨설턴트가의 관리자 역량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곽흥주(2008)는 경영컨설팅과 부

동산 컨설팅 성과 향상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컨설턴트의 

직무역량의 전문능력과 관리역량의 관리능력이 경영컨설팅성

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배용섭(2013)은 경영

컨설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컨설턴트역량에 관한 연구

에서 경영컨설턴트의 공통역량, 직무역량은 경영컨설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설빈 외(2016)는 프로젝

트 관리자(PM)의 리더십 역량과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개인적 

역량이 각각 프로젝트 완료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중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외 연구자인 Cohen(1992)은 

경영컨설턴트역량이 경영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영컨설턴트의 직무역량인 문제정의 정확성, 적절한 모형 선

택 등이 경영컨설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내었으며, 수진기업 측면에서 경영컨설턴트의 관리역량인 

전략적 컨설팅 능력이 경영컨설팅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컨설턴트역량이 

경영컨설팅성과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경영컨설턴트역량은 경영컨설팅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3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경영컨설팅과정에서 컨설팅 수진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조직구성원의 특성은 경영컨설팅성과에 영향에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윤원 외, 2011). 즉, 경

영컨설턴트역량이 매우 뛰어난 경우에도 수진기업이 경영컨

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에 대한 

수용성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경영컨설팅성과는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경영컨설팅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영컨설팅에 대한 최고경영층

의 지원 및 관심정도는 경영컨설팅 수행 시 필요한 인력, 경

비 등 소요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영컨설팅 참

여도 및 혁신내용 수용 등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Cohen, 
1992). 장영(1996)과 곽홍주·장영삼(2009)은 경영컨설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 지원을 제시하였으

며, Shapiro 외(1993)는 최고경영층과 실무자의 경영컨설팅 참

여정도에 따라 경영컨설팅성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Zeira와 Avedisian(1989)은 컨설팅 의뢰기업과 컨설턴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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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조직의 환경적 특성 변수를 제시하였다. 의뢰기업의 특

성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헌신, 리더십과 유능한 대인관계 등 

추진담당자의 능력, 현재의 조직 문화와 유연한 조직구조 및 

조직원들의 변화수용 태도 등, 경영자와 조직특성 관련요인이 

매우 중시되며, 컨설턴트 특성은 가치기준, 추구 목표와 달성

수단, 변화방법론, 컨설턴트의 경험과 지식 및 교육 등의 전

문성이 제시되고 있고, 환경적 특성으로는 외부이해관계자의 

조직에 대한 불만정도, 경영자와 조직구성원의 외부환경에 대

한 인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유환·서영욱(2018)는 성공적인 컨설팅 프로젝트의 완수와 

경영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역량뿐만 아니라 수

진기업의 컨설팅 수행 환경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배

용섭·안영진(2013)에 따르면 수진기업 경영자의 컨설팅 추진 

의지와 컨설팅 수행 시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태용(2014)은 경영

컨설팅 요인이 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컨설팅 수요자 요인을 컨설팅 신뢰도, 구

성원 참여도, 과제 이해도, 경영자 지원으로 정의하고, 경영컨

설팅 수요자 요인이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결과를 기반으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

성이 경영컨설팅성과,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3: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경영컨설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1.4 경영컨설팅성과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김문준(2015)은 경영컨설팅성과란 경영컨설팅에 대한 의뢰고

객 요구에 따라 기업의 내재된 경영상 주요 이슈와 문제에 

대한 진단, 분석, 해결방안과 개선방향의 제언 결과가 곧 고

객의 경영목표달성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이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성공적인 경영컨설팅성

과라고 주장하였으며, 경영성과를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

점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김익성(2008)은 중소기업의 특성, 컨설팅사의 특성, 컨설팅 

만족도와 활용도 및 중소기업의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서 경영컨설팅성과인 컨설팅 만족도와 활용

도는 경영성과의 구성요소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과 같은 

측정지표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Williams & Woodward(1994)는 컨설팅의 결과와 경영성과 간

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주요 측정지

표는 컨설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시하면서, 효율성의 구성

요소는 기간 내 준수, 예산 내 수행여부 및 효과성의 구성요

소는 컨설팅 활용도, 프로세스 개선, 고객에 대한 수행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컨설팅 실행결과는 경영성과의 효율성

과 효과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컨설팅성과가 경

영성과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경영컨설팅성과는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경영컨설팅성과는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5 비재무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

경영성과는 측정 가능한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측정 불가능한비 재무적 성과로 나타가기도 한다. 또한 경영

성과는 경영컨설팅활동을 통한 결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도 하지만 경영컨설팅활동의 내재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정태용(2014)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성과는 비재

무적 관점의 성과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재무적 관

점의 성과는 재무적 관점의 성과의 결과로 연결된다고 하였

다. 에 본 연구는 선행결과를 기반으로 비재무성과가 재무성

과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 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비재무성과는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한 매개효과가설

가설 9: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경영성과)사이에는 수

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간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10: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경영성과)사이에는 수

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비재무성과(경영성과)의 간

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경영성과)사이에는 수

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의 간접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경영성과)사이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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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경영컨설팅성과 및 비재무성

과의 간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도출하

였다. 독립변수는 컨설턴트의 역량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영성과로 설정하고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로 구분하였다. 컨설턴트의 역량과 경영성과간의 영향관계에 

개입하는 매개변수로는 수진기업 컨설팅수용성과 경영컨설팅

성과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상의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조사결과, 아

직까지 경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진

기업 컨설팅 수용성을 실증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를 

본 연구의 차별적 사항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하였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모형은 실증분석을 위하여 측정도구인 설문항목으로 

경영컨설턴트역량을 측정하는 3가지 요인으로 컨설턴트 직무

역량 4문항, 컨설턴트 관리역량 4문항 및 컨설턴트 공통역량 

2문항의 총 10문항,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성과 3문항, 비

재무성과 5문항의 총 8문항,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을 측정

하는 5문항, 경영컨설팅성과를 측정하는 2가요인으로 컨설팅

완성도 2문항, 업무효율성성과 3문항의 총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컨설턴트역량은 Zeira & Avedisian,(1989), 

Williams& Woodward(1994), 장영(1996), Simon & Kumar(2001), 
Phillips(2006), 김익성(2008), 곽홍주(2008), 장용삼·곽홍주

(2009), 이지은 외(2010)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종속변

수인 경영성과는 정태용(2014)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으며, 
재무성과의 측정변수는 전기수(2009), 김익성(2008)의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변수를 재구성하여 성장성, 수익성, 부

채비율로 3가지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비재무성과의 측정변수는 전기수(2009), 김익성(2008)등의 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변수를 재구성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평판 향상, 내·외부 의사소통, 의사결정 소요시간 

단축, 종업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증가로 5가지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강성무·류덕위(2012), 

장용삼·곽홍주(2009)의 연구결과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를 적용

하였으며, 또 다른 매개변수인 경영컨설팅성과는 Simon & 
Kumar(2001), 장영(1996), 배용섭(2013), 김문준(2015) 등의 연

구결과를 참조하였다.
모든 측정문항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계하였으며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 및 측정하였다. 변수명, 변수의 정의, 측정문

항 수를 <표 1>에서 제시하였다. 
 

구분 변수 문항수 정의

독립
변수

경영
컨설
턴트
역량

직무
역량

4
커뮤니케이션능력, 전략적사고능력,

분석능력, 대안제시능력  

관리
역량

4 리더십, 팀워크능력, 추진력

공통
역량

2 컨설팅윤리, 성취지향성

종속
변수

경영
성과

재무
성과

3 객관적이며 정량화된 성과 

비재무
성과

5 비 계량적 정성적 성과

매개
변수

수진기업
컨설팅수용성

5
경영자지원, 조직구성원 참여도, 프로젝트 

이해도

2
프로젝트 기간 준수, 장단기 목표/비전 

제시경영
컨설
팅
성과

컨설팅완
성도

업무
효율성성

과
3 목표범위준수, 원가절감효과, 업무개선효과

통제
변수

성별 1 남 여

연령 1 20세 이상 5구간

근무연수 1 5년미만 ~ 20년이상 5구간

컨설팅수진회수(최
근5년)) 1 0회~5회이상 6구간

업종 1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도소매/유통업, 서비스업, 기타

전년도 매출액 1 5억원미만~1,000억원이상 7구간

종업원 수 1 10명 미만~1,000명 이상 7구간

기업 소재지 1 전국 7구간

<표 1> 변수의 정의

3.4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3.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컨설팅사로부터 경영컨설팅

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소재의 78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

상으로 2018년 6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총 6주 동

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탐색하

는 과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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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과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선정하였다. 본 조사과정

에서는 378부의 설문지 응답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

고 내용이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357부
를 최종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3.4.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전국 소재 중소·중견기업체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357개 업체의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영컨설팅사

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회수는 1회가 전체의 73.7%로 가장 높

았으며,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62.7%, 정보∙통신업이 

14.0%,  서비스업이 11.2%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은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미만이 24.9%,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이 16.5%,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이 

12.0%,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 11.8%를 나타내고 있

으며, 종업원의 수는 100명 이상에서 300명 미만이 26.6%, 50
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이 16.5%로 나타났다. 기업의 소재지

는 경인지역이 29.7%, 서울이 27.2%, 영남지역이 23.5%로 나

타났다. 

변수 범주 빈도(N) 백분율(%)

컨설팅 수진회수
(최근 5년)

0회 0 0.0

1회 263 73.7

2회 58 16.2

3회 15 4.2

4회 8 2.2

5회 이상 13 3.6

주요업종

제조업 224 62.7

정보·통신업 50 14.0

건설업 9 2.5

도소매/유통업 15 4.2

서비스업 40 11.2

기타 19 5.3

전년도 매출액
(억원)

5 미만 16 4.5

5~10 미만 9 2.5

10~50 미만 42 11.8

50~100 미만 43 12.0

100~500 미만 89 24.9

500~1,000 미만 59 16.5

1,000 이상 99 27.7

종업원 수
(명)

10 미만 25 7.0

10~30 미만 51 14.3

30~50 미만 42 11.8

50~100 미만 59 16.5

100~300 미만 95 26.6

300~1,000 미만 60 16.8

1,000 이상 25 7.0

기업 소재지

서울 97 27.2.

인천/경기 106 29.7

대전/충남/충북 39 10.9

부산/대구/경남/경북 84 23.5

광주/전남/전북 22 6.2

강원/제주 8 2.2

기타 1 0.3

<표 2> 기업의 특성  

<표 3>에는 설문 응답자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서 응답자 성별을 보면 남자는 75.4%, 여자는 24.6%의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응답자 연령은 20대는 9.0%, 30대는 

32.8%, 40대는 38.43%, 50대는 17.1%, 60대는 2.8%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근무연수는 5년 미만이 

18.2%,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12.9%,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22.1%,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25.8%, 20년 이상

이 21.0%로 나타났다.

변수 범주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269 75.4

여자 88 24.6

연령

20대 32 9.0

30대 117 32.8

40대 137 38.4

50대 61 17.1

60세 이상 10 2.8

근무연수

5년 미만 65 18.2

5년~10년 미만 46 12.9

10년~15년 미만 79 22.1

15년~20년 미만 92 25.8

20년 이상 75 21.0

<표 3> 응답자의 특성

IV. 실증분석

4.1 측정모형의 평가
 
본 연구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

팅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

구모형을 개발하여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d 
analysis)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1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을 수행하여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을 평가하고, 2단계로 CFA에 의해 타

당성이 확보된 자료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추정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1단계에서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

형은 AMOS 24.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평가는 자유도, CFI (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카이제곱(: chi-square) 검증에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GFI, NFI 및 CFI가 0.9보다 크고, AGFI가 0.8보다 

크고 RMSEA가 0.08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모형적합성이 적

절하다고 간주된다(Bagozzi & Yi, 1988; Hair et al., 1998).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CFA는 일부 변수(경영컨설턴트역

량, 경영컨설팅성과)에 대해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Higher-Order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830.548(df=334, p=0.000)로 나타났다. 카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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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검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Hair et al., 1998), 이

것만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지 않고 Bagozzi & 
Yi(1988)와 Carmines & Mclver(1981) 등이 제시한 카이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료의 

=2.487으로서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FI=0.850, AGFI=0.818, NFI=0.855, TLI=0.895, CFI=0.907, 
RMSEA=0.065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CFA모형의 적합성

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매우 양호한 수준은 아니지만 허용수

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분류된다. 집중타당성은 변수를 

측정하는 항목의 일치정도로서 요인부하량이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판별타당성은 서로 독립된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변수간 상관이 낮을수록 판

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우종필, 2012).
변수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근거로 변수별로 집중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별로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한 0.6 이상을 

보였고 개념신뢰도는 모두 0.8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분

산추출(AVE)은 모두 0.6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요인

적재량과 개념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

족하고 있으므로 집중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Hair et al., 1998).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어서 변수간에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에 의해 

판별타당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구

간에 의해 판별타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95% 신뢰구간에서 

(±×standard error)가 1이 아니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

는 방법이다(배병렬, 2013).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Fornell & Larker(1981)의 방법에 따른 판별타당성 여부를 확

인하였을 때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컨
설턴트역량↔경영컨설팅성과, 수진기업컨설팅수용성↔경영컨

설팅성과 및 경영컨설팅성과↔비재무성과)에서 모두 판별타당

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에서 설정한 모

든 변수들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5> 변수간 판별타당성 분석

변수 간 상관
상관
계수

표준
오차

Φ-2xSE Φ+2xSE
판별타
당성 

여부주)

경영
컨설턴
트
역량

↔
수진기업
컨설팅수
용성

0.513 0.018 0.477 0.549 있음

↔
경영컨설
팅성과

0.887 0.018 0.851 0.923 있음

↔ 재무성과 0.391 0.020 0.351 0.431 있음

↔
비재무성

과
0.463 0.021 0.421 0.505 있음

수진기
업

컨설팅
수용성

↔
경영컨설
팅성과

0.848 0.021 0.806 0.890 있음

↔ 재무성과 0.406 0.024 0.358 0.454 있음

↔
비재무성

과
0.676 0.029 0.618 0.734 있음

경영
컨설팅
성과

↔ 재무성과 0.666 0.022 0.622 0.710 있음

↔
비재무성

과
0.822 0.024 0.774 0.870 있음

재무성
과

↔
비재무성

과
0.675 0.034 0.607 0.743 있음

주) Anderson & Gerbing(1988)의 (±×standard error)≠1 여부로 판단함.

변수
측정
항목

표준
적재량

표준
오차

t값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AVE)

2차
요인

1차
요인

경영
컨설
턴트
역량

직무
역량

(0.877)

직무1 0.710 - -

0.911 0.719
직무2 0.774 0.082 13.251

직무3 0.789 0.075 13.485

직무4 0.729 0.096 12.556

관리
역량

(0.914)

관리1 0.723 - -

0.900 0.692
관리2 0.735 0.067 12.985

관리3 0.753 0.065 13.304

관리4 0.737 0.074 13.032

공통
역량

(0.829)

공통1 0.734 　 　
0.810 0.682

공통2 0.640 0.089 9.421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수용성1 0.671 - -

0.907 0.711

수용성2 0.810 0.087 13.055

수용성3 0.790 0.087 12.804

수용성4 0.750 0.084 12.275

수용성5 0.649 0.075 10.844

경영
컨설
팅
성과

컨설팅
완성도
(0.720)

완성도1 0.722 - -

0.828 0.706

완성도2 0.744 0.114 10.229

업무
효율성
성과

(0.788)

효율성1 0.718 - -

0.890 0.730효율성2 0.785 0.099 13.373

효율성3 0.817 0.094 13.779

재무성과

재무1 0.864 - -

0.935 0.829재무2 0.900 0.048 20.073

재무3 0.721 0.042 15.398

비재무성과

비재무1 0.835 - -

0.908 0.664

비재무2 0.745 0.600 15.513

비재무3 0.763 0.055 16.027

비재무4 0.703 0.057 14.368

비재무5 0.691 0.063 14.072

주 1) 개념신뢰도와 AVE는 Fornell & Larker(1981)의 계산법을 적용함.
주 2) 컨설턴트역량과 컨설팅성과는 2차 확인적 요인분석(Second-order CFA)

을 실시함.
주 3) 1차 요인의 ( ) 안은 표준적재량임.

주 4)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830.548, df=334, p=0.000,
GFI=0.850, AGFI=0.818, NFI=0.855, TLI=0.895, CFI=0.907,
RMSEA=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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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측정모형의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요인

적재량은 0.6이상, 개념신뢰도는 모두 0.8이상의 유의한 결과

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분산추출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

으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은 각각의 변수의 구성에 있

어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변수별로 상

관계수의 제곱을 평균분산추출과 비교한 결과, 평균분산추출

이 일대일 대응한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신뢰구간에 의해 확인한 결과 변수들 간에는 판별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같이 변수들과 항목

들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2단계 분석인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가설의 검증

Anderson & Gerbing(1988)의 두 번째 분석인 구조모형 분석

은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과 모형을 기반으로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우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828.754(df=335, p=0.000), GFI=0.849, AGFI=0.817, NFI=0.855, 
TLI=0.896, CFI=0.908, RMSEA=0.064로서 양호한 수준은 아니

지만,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연구의 구조모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들은 유

의수준(α) 0.1, 0.05 및 0.01에서 유의성을 판단하고 가설을 

설정한 부호의 방향과 검증 결과에서 나타난 부호의 방향이 

일치성을 확인하여 채택 여부를 판단하였다.
가설 1은 경영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영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는 0.511이고 t-값은 7.034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경

영컨설턴트역량이 경영컨설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설정하였다. 경영컨설턴트역량이 경영컨설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541이고 t-값은 6.778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경영컨설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이 경영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524이고 t-값은 6.825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는 수진기

업 컨설팅 수용성이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269이고 t-값은 –2.645로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만 가설설정의 부호와 검증결과의 부호가 일

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가설 5는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326이고 

t-값은 3.18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가설 6은 경영컨설팅성과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영컨설팅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331이고 t-
값은 2.915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가설 7은 경영컨설팅성과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영컨설팅성과가 비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446이고 t-값은 4.066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가설 8은 비재무성과가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비재무성과가 재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609이고 t-값은 6.948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

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26.2%(경영컨설턴트역량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로서 일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20% 이상을 나타냈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표준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p
채택
여부

R2

가설1. 경영컨설턴트역량은 수진기업 컨설
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511

0.088 7.034 *** 채택 0.262

가설2. 경영컨설턴트역량은 경영컨설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541 0.070 6.778 *** 채택

0.857

가설3.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경영컨
설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524 0.055 6.825 *** 채택

가설4.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269 0.130 -2.645 0.008 기각 0.471

가설5.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비재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26 0.116 3.183 0.001 채택 0.538

가설6. 경영컨설팅성과는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31 0.202 2.915 *** 채택 0.471

가설7. 경영컨설팅성과는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446 0.173 4.066 *** 채택 0.538

가설8. 비재무성과는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이다.

0.609 0.099 6.948 *** 채택 0.471

주 1)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828.754(df=335, p=0.000), GFI=0.849,
AGFI=0.817, NFI=0.855, TLI=0.896, CFI=0.908, RMSEA=0.064.
주 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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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은 Bootstrapping을 통해 다중매개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hantom변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phantom변수는 존재

하지 않는 변수로서 분산을 0으로 고정하고 요인적재값에 측

정하고자 하는 간접효과의 경로를 고정하여 생성한다. 구조모

형에 phantom변수를 추가하여도 변수의 모수들이 모두 고정

되어 모형의 적합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Loehlin, 2004; 김

현우 외, 2015).
연구모형에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성과(재무성과

와 비재무성과) 사이에 네 개의 경로가 존재하며, 각각의 경

로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경로

구분 경로

경로1 경영컨설턴트역량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재무성과 

경로2 경영컨설턴트역량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비재무성과 → 재무성과

경로3 경영컨설턴트역량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경영컨설팅성과 → 재무성과

경로4
경영컨설턴트역량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경영컨설팅성과 →

비재무성과 → 재무성과

 
경로1에서 경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간접효과 크기는 –0.213으로서 부(-)의 유의

하게 나타났다(p=0.008 < 0.05). 간접효과의 크기가 부(-)로 나

타난 것은 구조모형에서 가설 4의 회귀계수가 부(-)로 유의하

게 나타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매개변수인 

수진기업 컨설팅수용성의 효과가 유의한지에 대한 검증이므

로 효과의 부호는 무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유의하게 매개

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설 9는 채택되었다.
경로2에서는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수진기

업 컨설팅수용성과 비재무성과가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

는지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수진기업 컨설팅수용성과 비재

무성과의 매개효과는 0.15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p=0.041 < 0.05). 이와 더불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경영컨설턴트역량과 비재무성과 사이에서 간접효과는 0.230으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44 < 0.05). 따라서 

두 번째 경로에서도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유의하게 매

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설10은 채

택되었다.
경로3에서는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수진기

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가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

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의 매개효과는 0.13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 0.05). 이와 더불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

성이 경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컨설팅성과 사이에서 간접효과

는 0.23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 
0.05). 따라서 세 번째 경로에서도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설11은 채택되었다.
경로4에서는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수진기

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 및 비재무성과가 유의하

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 및 재무성과의 매개효과는 

0.11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31 < 0.05). 
또한,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경영컨설턴트역량과 비재무

성과 사이에서 간접효과는 0.16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p=0.035 < 0.05). 따라서 네 번째 경로에서도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확

인되었으며, 가설12는 채택되었다. 매개모형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시행횟수:1,000회, 유의수준:95%, 유의성검

증:최대우도법 양측검증)을 사용하여 총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으며,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한 간접매개효과의 검증

결과를 <표 8>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8> 간접매개효과(p값) 검증결과

가설
독립
변수

매개변수
종속
변수

간접매개
효과

가설9
경영컨설
턴트역량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재무
성과

-0.213
(0.008)

가설10
경영컨설
턴트역량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비재무성과

재무
성과

0.154
(0.041)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비재무
성과

0.230
(0.044)

가설11
경영컨설
턴트역량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경영컨설팅성과

재무
성과

0.138
(0.001)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경영
컨설팅
성과

0.233
(0.001)

가설12
경영컨설
턴트역량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경영컨설팅성과 → 비재무성과

재무
성과

0.113
(0.031)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
경영컨설팅성과

비재무
성과

0.164
(0.035)

주1) Bootstrapping방법(시행횟수: 1000회, 유의수준: 95%, 유의성검증: 최대
우도법 양측검증)
주2) 매개(간접)효과의 ( )는 유의확률(p)임.

Ⅴ. 연구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컨설턴트의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경영컨설턴트의 역량개발을 통

하여 컨설팅사의 경쟁력 강화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

팅 수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을 컨설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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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확인·평가하여 수진기업의 컨설팅과제와의 적합성여

부 뿐만 아니라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시 수진기업의 조직구

성원과의 협업·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컨설팅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컨설팅 수진기업이 경영컨설팅에 의한 경영성과의 향상

을 위하여 컨설팅 수용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강구하는데 기

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컨설팅 수용성을 높여서 기업의 경영성

과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수진

기업의 컨설팅 수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성과를 향

상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컨

설팅 프로젝트의 착수단계부터 종료 및 종료 후의 변화관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

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프로젝트 팀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임

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조직원이 참여하여 적극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둘째, 프로젝트 팀 멤버는 조직 내 핵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팀 멤버들에게 그들이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열정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젝트 팀과 경영자간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경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

는지 등을 파악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팀은 조직 내에 프로젝트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프로

젝트 추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첫째, 컨설턴트역량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

팅 성과 모두에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설턴트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

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컨설팅사들은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경영컨설팅 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경영자의 지원, 조직구성원의 참여도, 과제의 이해도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

성은 재무성과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장기적성과 보다는 

단기적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경영컨설팅 성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컨설

팅 성과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역량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이 경영컨

설팅 성과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비재무성과는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재무성과의 주요 요인인 고객

만족도 향상, 고객평판 향상, 내∙외부 의사소통, 의사결정 소

요시간 단축, 종업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재무

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은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

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간접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수진기

업 컨설팅 수용성과 비재무성과는 경영컨설턴트역량과 재무

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간접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경영

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비재무성과에 의

해서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경영컨설팅성과는 컨설

턴트역량과 재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간접매개효과를 나

타내며,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경영컨설팅성과 및 비재무

성과는 컨설턴트역량과 재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간접매

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경영컨설턴트역량이 수진기업 컨설

팅 수용성, 경영컨설팅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의해서 재무성과

를 향상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경영성과로 측정하

고 경영컨설턴트역량과 경영성과의 사이에서 경영컨설턴트역

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연구의 완성도 측면에서 몇 가지 한

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해당 연구

의 일반화를 위한 추가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는 한 기업당 1명

으로 주관적인 평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멤버의 평가도 반영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문응답자를 복수로 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

서 컨설팅 분야, 업종, 기업규모(매출액, 종업원 수 등), 업력 

등의 측면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상의 제약으로 본 실증분석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표본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 충
청권 등 다른 지역의 표본도 골고루 수집하여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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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Cli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lient`s Consulting Receptivity

Shin Jae Hoon*

Dong Hak Lim**

Abstract

In order to accomplish a successful management consulting project, the client's receptivity to consulting as well as the management 
consultant's competency is very important. Even if a consultant with a high level of competence is put into a project, if the consulting 
receptivity of the company is low, a successful project can not be accomplished. On the other hand, even if consulting receptivity of the 
company is high,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can not be expected if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is lacking.

This study analyzes the affect of consultant competency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client firm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sulting receptivity of client company in terms of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is measured by 
task-related competency, managerial competency and common compet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is measured by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e parameters are measured by consulting receptivity and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nagement consultant's competency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both of 
consulting receptivity and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Consulting receptivity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both of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both of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is that the consulting receptivity mediates directly or indirectly  
between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via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management 
consulting in viewpoints of client firms and also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consulting. 

Keywords: Management Consulting,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Management Consulting Performance, Consulting Receptivity,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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