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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상담이 기업수익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효과적인 복지향상이라는 연구결과들로 많은 기업들이 운영 및 

도입하고 있는데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입장에서 연구한 자료는 부족하여 기업상담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마케

팅믹스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문제로 첫째, 기업상담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인

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업상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마케팅 7P믹스는 무엇인가? 셋째, 마케팅 7P믹스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양적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 전문

가들은 기업상담의 도입의향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며 분야별로는 생산관리보다 마케팅이 높았다. 상담

모델은 외부모델을 선호하며 대상기업으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산업으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선택하였다. 

주제로는 대인관계와 직무스트레스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가격믹스, 제품믹스, 사람믹스, 프로세스믹스 등이 중

요한 마케팅믹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기업은 가격믹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촉진믹스와 프로세스에

서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마케팅은 촉진믹스를 재무관리는 프로세스믹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믹스들은 분야별 차이가 없어 마케팅믹스에 관한 인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상담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믹스의 시사점을 기업측면에서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  기업상담, 기업경영 전문가, 마케팅 7P믹스, 기업상담 마케팅, 마케팅

Abstract  Many companies are operating and introducing the research results that corporate counseling contributes to 

corporate profits and improves the effective welfare of work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business management 

experts. As a research question, first, is there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business management experts about business 

counseling? Second, what is an important marketing 7P mix for revitalizing corporate counseling? Third,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the 7P mix for marketing among business management expert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usiness management experts had a positive perception about the intention and necessity of 

corporate counseling, and marketing was higher than production management by field. The consultation model prefers an 

external mode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selected as target companies, and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elected as target industries. The topics are recognized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job stress. Second, price mix, product mix, people mix, and process mix are recognized as important marketing mixes, but 

companies consider the price mix the most important.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management experts in 

the promotion mix and process, and marketing recognized the promotion mix as important and the process mix was important 

for financial management.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mixes by field except for this, so it can be said that the 

perception of the marketing mix is   similar.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marketing 

mix for awareness and activation of corporate counseling from the corporat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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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기업은 근로자의 정신 ·심리  건강증진, 이윤증  

 생산성 향상, 인 리  근로자 복지의 책임 등의 

이유로 기업상담에 심을 갖게 되었고 필요성과 요

성에 한 인식도 증가하 다. 이에 기업상담을 도입하

여 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안 보건연구원(2015)〔1〕에 의하면 기업보건  

담당자의 80.5%가 업무스트 스와 련하여 방활동

이 필요하다고 하 으나 이를 리하는 사업장은 12.7%

에 불과하며 스트 스 방활동의 핵심은 사업주의 의

지와 근로자의 요구  참여인데 기업이 근로자의 옥구

를 악하고 방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근로자의 업무스트 스는 개인건강 뿐만 아니

라 기업생산성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며(Cooper, 

2005)〔2〕이직  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

유로 인 리에 한 요성을 인식하면서 의사소통에 

한 훈련과 교육에 상담학  근을 한 것이 기업상담

의 기 근이다(이상희, 2019)〔3〕기업상담이 기업이

윤 증 와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에도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운 하고 있

으나 선행연구들은 근로자와 상담자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고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측면에서의 기업상담에 한 

인식이나 활성화 방안들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상담에 해 기업입장을 변

할 수 있는 기업경  문가들을 상으로 기업상담에 

한 인식과 활성화를 한 마  믹스에 해 연구하

여 기업상담을 도입  운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기

업경  문가들이 가진 인식에 한 연구자료 제공과 

이미 기업상담을 도입한 기업에게는 마 믹스 략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한 EAP업체에게는 기업상

담을 제안할 때 분야별 경  문가들을 상으로 차별

화한 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는 에

서 목 이 있다. 이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상담에 해 기업경  문가들 간에 인식

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상담 활성화를 한 요한 마  7P믹스

는 무엇인가?

셋째, 마  7P믹스에 해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기업경영 전문가

기업경 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해 자 을 조달하고 

인  자원과 물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경제 으

로 운 하는 생산  매 활동으로 시장지향 인 기업

은 표이사를 심으로 마  리자, 재정 리자, 생

산 리자, 인사 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업경  문가이다(정무성 외 1

명, 2018)〔4〕. 경 지도사는 국가가격사로 소기업진

흥에 한 법률 제47조(2019)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소기업의 경 에 한 종합 진단과 기업경 의 조직·인

사·노무와 사무 리, 회계  재무 리, 생산 리, 유통

리·수출입업무 등 마 에 한 지도 진단·자문, 조사, 

상담, 평가, 분석, 확인, 행 등과 같은 법 기능을 수행

하는 문 국가자격사로 마 , 인 자원, 재무 리, 생

산 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경 지도사의 분야는 기

업조직과 유사하고 기업경 의 문가로서 실무와 지식 

등이 입증되어 있고 련된 주요 업무 한 기업의 종합

이고 총체 인 경 진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 지

도사를 기업경  문가로 하 다.

2.2 기업상담에 대한 인식

기업상담은 생산성향상  기업수익 창출 등을 목

으로 기업 근로자를 상으로 업무와 개인과 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상담이며, 

기업 내에 상담실을 운 하는 내부 모델과 외부 업체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외부 모델로 구분된다. 박 남

(2020)〔5〕기업상담을 도입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정신

건강  스트 스 리를 통해 생산성향상과 이윤추구를 

달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심리 ·정서  문제 해결을 

통해 생산성향상은 물론 의사소통의 효율성, 근로자의 

개인특성을 발굴하는 HR 등의 목 을 가지고 있다(남

주, 2014)〔6〕고 하 다. 이로 인해 기업상담의 필요성

과 요성에 한 인식이 증가하 고 도입하여 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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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상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미국마 학회에서는 마 을 고객, 의뢰인, 트

, 동료, 그리고 사회 반에 걸쳐 가치 있는 제품을 창

조하고 의사소통하고 달  교환하는 행 나 제도  

과정들이다’ 라고 하 고(안 호 외 3, 2018)〔7〕 상담

마 은 고객인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악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신동열 외 2, 2020)

〔8〕이라고 정의하 는데 이를 기업상담에 용하면 수

요자인 근로자와 공 자인 기업 간에 상담이란 시장에서 

도움이라는 욕구가 필요한 고객인 근로자가 상담을 요청

하고 기업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형성 된다.

기업상담 활성화를 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기업상담

의 서비스가 어떤 내용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홍보하는 마  노력이 필요하

고 잠재  고객인 근로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략  마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기업

상담 마 이다.

Kotler & Philip(1996)〔9〕은 마 믹스는 효율

인 마  목표달성을 한 조합이며 마 믹스 략은 

목표시장에서 고객만족을 통해 성과극 화를 도출하는 

마 믹스들의 최 화된 략(Freeman, 2005)〔10〕이

라 하 다. 기업상담은 유형제가 아니고 서비스인 을 

감안하여 제품믹스, 가격믹스, 유통믹스, 진믹스, 사람

믹스, 물리  증거믹스, 로세스믹스 등을 마  믹스

로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2019)〔11〕과 김정

희(2015)〔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상담 마  

믹스를 구성하 다.

3. 선행연구

3.1 기업상담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박 남(2020)은 기업이 기업상담을 운 하려는 사유

는 높은 수 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내담자인 근로자

의 스트 스와 정신건강 리를 통해 행복한 개인을 만들

면 기업의 수익창출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 내의 근로자

가 겪는 정서 ·심리  문제  어려움 등의 문제해결을 

통해 기업의 이윤추구, 효율  의사소통, 생산성 향상, 근

로자의 특성을 발견하는 인 자원에 효과 이기 때문 이

라고 하 다. Friery(2006)〔13〕는 기업은 근로자의 추가

 지원과 돌  등의 의무를 통한 업무 스트 스 감소, 근

로자 지원, 스트 스 감소, 복지증 , 기업에 한 충성도 

향상 등의 사유로 기업상담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 다.

김정희(2015)는 기업상담의 세 주체를 상담을 구매하

는 기업 리자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상담자, 상담을 

이용하는 기업근로자로 구분하고 기업상담에 한 역할

과 목 에 한 6가지 항목에 해 세 주체 간의 인식을 

비교했는데 스트 스 해결과 근로자의 정서, 조직에 한 

개인 응력, 업무효율 증 를 통한 기업생산성향상에 기여

한다는 설문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나 기업은 기업상담의 내담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상담의 운 목 에 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상담의 세 주체 에서 비

용을 부담하는 기업 시각에서의 인식 연구는 아직 미흡

하므로 기업 측면에서의 기업상담에 한 인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2 기업상담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정은(2019)은 기업상담의 활성화 방안에 마  믹

스를 구체 으로 목했는데 기업상담의 선택요인을 조

사한 결과 제품믹스, 유통믹스, 사람믹스 등이 근로자에

게 요한 마 믹스로 용되었으며 근로자가 상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문성과 태도, 비 보장 

수, 상담 로그램  운 방법 등을 요하다고 하

다. 김재형(2019)〔14〕은 기업상담은 외부모델이 합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경 자의 의지, 홍보, 독립성, 비

보호, 상담자역량, 상담 차  이용방법, 다양한 로

모션 등이라고 하 으며 김정희(2015)는 상담자의 문

성, 상담 로그램 정보 안내, 독립성과 비 보장이 요

하다고 하면서 상담자와 리자의 역할들을 구분하여서 

활성화 과제 등을 제안하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 시각에서의 활성화 연구

는 아직 미흡하므로 기업측면에서 기업상담 활성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기업상담에 요한 마 믹스가 무

엇이고 기업경  문가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론

4.1 가설설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기 로 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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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기업상담에 해 기업경  문가들 간에 인

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기업상담 활성화를 한 요한 마  7P믹

스는 무엇인가?

가설3. 마  7P믹스에 해 기업경  문가들 간

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3 측정도구 및 척도구성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고 설문구

성은 표본의 인구통계학  설문, 기업상담에 한 인식에 

한 설문, 기업상담 활성화를 한 마  7P믹스에 

한 설문 등으로 구성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고 높은 수일수록 정 인 수를 의미 한다.  

4.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업경  문가의 상을 경 지도사로 

하 으며 군집표본추출을 사용하 다. 표본  자료수

집은 2019년 12월 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된 제 34기 

경 지도사 등록식에 참석한 143명의 경 지도사를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21부를 회수했으며 이  응

답내용이 성실치 못한 3부를 제외한 나머지 118부가 최

종 자료로 사용되었다. 통계분석은 MINITAB 19V를 통

해 신뢰수  95%와 유의수  0.05를 기 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조사도구에 해서 타당도와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하 다. 둘째, 인구통계학  조사를 하기 해 빈도분

석과 기술통계량을 실시하 다. 셋째, 기업상담에 한 

기업경  문가들의 인식 분석을 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기업경  문가

들의 인식에 한 차이 분석을 해 2표본 T검정, 등분

산 검정,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하 다. 다섯째, 기업경  

문가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마  믹스를 분석하기 

해서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정규성 검정,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등을 실시하 다. 여섯째, 기업상담 활

성화를 한 마  7P믹스에 해 기업경  문가들 

간에 차이분석을 해표본 T검정, 등분산 검정, 분산 분

석 등을 실시하 다.

5. 연구결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징

표본의 분석결과 경 지도사의 분야는 마 분야 

60명(50.8%), 인 자원분야 30명(25.4%), 생산 리분야 

16명(13.6%), 재무 리분야 12명(10.2%) 순이었다. 표본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근무기간 15년 이상이 83명

(70.3%), 기업체 근무 는 기업체 운 이 88명(74.5%), 

석사 이상이 83명(70.3%), 40  이상이 96명(81.3%)으로 

기업경  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상자  상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명

(13.6%)으로 상담에 한 인식은 낮으나 향후 어려움이 

발생하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89명

(75.4%)으로 상담에 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2 기업상담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인식의 차이

본 연구의 가설 1은 ‘기업경  문가들 간에 기업상

담에 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5  만 에 

평 이 4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  문가들은 기업상담의 도입의향과 

필요성에 해서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는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상담이 필요한 것인가

에 한 평 은 4.44 , 기업상담을 도입하여 운  의향

이 있는가에 한 평 은 4.42 , 기업에게 컨설 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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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해결방안으로 기업상담을 제시할 것인가에 한 

평 은 4.38 으로 기업상담의 도입의향과 필요성의 

체 평 은 4.42 으로 립가설을 채택하 다. 이 결과

는 기업상담의 필요성  요성을 기업경 자가 인식

하고 있는가에 해서 정 인 결과를 보인 연구결과

(김정희, 2015)와 일부분 일치하고 있다.

둘째, 기업경  문가들 간에 도입의향과 필요성에 

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야별로는 마 분야와 생산 리분야 간에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립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 

마 분야가 생산 리분야 보다 기업상담의 도입의향

과 필요성과 해 더 요히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상담의 모델 선택에 기업경  문가들 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

야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귀무가설

을 채택하 다. 72명(61%)의 기업경  문가들이 외부 

모델을 선택해 기업상담의 모델은 내부 모델보다 외부 

모델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상담의 목 에 기업경  문가들 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통계 인 유의미한 차

이가 없어 귀무가설을 채택하 다. 설문별로는 조직원

이 자신의 삶과 일을 조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환경조성

에 조력하여 문제를 방한다의 평 은 4.18 , 근로자

의 스트 스  정서 문제를 해결한다의 평 은 4.08 , 

기업의 애사심 고취와 기업이미지의 향상을 도모한다의 

평 은 3.91 , 기업 생산성향상에 기여한다의 평 은 

3.87 , 근로자의 조직의 응력을 향상한다의 평 은 

3.87 , 근로자나 기업의 운 에 문제가 있는 조직을 감

지하고 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한다의 평 은 

3.72  순이었다. 이 결과는 김정희(2015)가 근로자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일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기

업 내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업무스트

스 리를 통해서 근로자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을 

기업상담의 요한 목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과 

인사를 리하고 있는 인 자원분야에서 특히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상담의 운 이 필요한 

상 기업으로는 소기업과 견기업(61.0%)을 선택하

으며 상 산업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40.6%)을 

선택하 다. 기업상담과 련된 주제는 업무스트 스, 

인 계, 경력 리  향후 진로, 인사, 성폭력·성희롱 

등 업무와 연 된 주제(73.7%)들이 개인 주제들보다 많

다고 인식하고 있다.

5.3 기업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마케팅 

믹스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가설 2는 ‘기업상담 활성화를 한 요한 

마  7P믹스는 무엇인가?’로 5  만 에 평 이 4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립가설을 채택하게 되

는데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믹스일 것

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믹스의 평

은 4.08 으로서 수인 로세스믹스 비  +0.32

으로서 립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내담자를 상

으로 유사한 설문을 조사하여 제품믹스가 수 비 

+0.30 의 결과를 나타난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와 일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업경  문가들은 

상담내용의 비 보장을 요한 제품믹스로 인식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격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믹스일 것

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믹스의 평

은 4.21 으로 마  7P믹스  제일 높았고 수

인 로세스믹스 비 +0.45 으로서 립가설을 채택

하 다. 이 결과는 내담자를 상으로 비슷한 설문을 조

사하여 가격믹스가 수와 비하여 -0.04 의 결과

를 나타낸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와 차이 이 있다  

상담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측면에서 마  7P믹스 에

서 가격믹스를 가장 우선 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통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믹스일 것

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통믹스의 평

은 3.36 으로 수인 로세스믹스 비 -0.40 으로

서 귀무가설을 채택하 다. 이 결과는 내담자에게 비슷한 

설문을 조사하여 유통믹스가 수 비 -0.05 의 결과

를 나타낸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와 일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기업경  문가들은 사용시간이나 상담실의 치 

등의 유통믹스는 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진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믹스일 것

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믹스의 평

은 3.63 으로서 수인 로세스믹스 비 -0.13

으로서 귀무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내담자를 상으로 



기업상담에 대한 기업경영 전문가의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믹스 연구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2 Jul; 7(3): 1-86

비슷한 설문을 조사하여 진믹스가 수 비 -0.40

의 결과를 나타낸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와 일부분 일치

하고 있는데 기업경  문가들은 상담이벤트의 다양화 

이외의 진믹스는 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람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믹스일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믹스의 

평 은 3.90 으로 수인 로세스믹스 비 +0.14

으로서 립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내담자를 상으

로 비슷한 설문을 조사하여 사람믹스가 수 비 

+0.38 의 결과를 나타낸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와 일

부분 일치하는데 김정희(2019)는 가장 요한 마 믹

스는 사람믹스라고 하 다. 기업경  문가들은 상담자

의 문제해결을 해 사람믹스를 요하게 인식하 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기업목표를 달성하

려는 기업상담에 한 인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물리  증거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

믹스일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리

 증거믹스의 평 은 3.69 으로 수인 로세스믹

스 비 -0.07 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내담

자를 상으로 비슷한 설문을 진행하여 물리  증거믹

스가 수의 결과를 나타낸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

와 비슷한데 기업경  문가들은 상담실 이용에 해 

기업이 장려하는 분 기 이외의 물리  증거믹스는 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로세스믹스는 수 이상의 마  7P믹

스일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세

스믹스의 평 은 마 믹스의 수로 립가설을 채

택하 다. 이는 내담자를 상으로 비슷한 설문을 진행

하여 로세스믹스가 수 비 +0.01 의 결과를 나

타낸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 유사하다. 상담의 간편성

과 상담신청 차에 해 기업경  문가들은 우선 인 

로세스믹스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기업상담 활성화를 한 마  7P믹스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통믹스와 가격믹스, 유통믹스와 제품믹스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립가설을 채택하 는

데 가격믹스와 제품믹스가 유통믹스보다 더 요한 마

믹스로 기업경  문가들은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5.4 마케팅 7P믹스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

들 간에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3은 ‘마  7P믹스에 해 기업

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검정 결과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무가설을 

채택하 다. 제품믹스는 마 분야에서 4.14 으로 높게 

나왔으나 공통 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격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무가

설을 채택하 다. 가격믹스는 인 자원분야에서 4.30

으로 높게 나왔으나 공통 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통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무가

설을 채택하 다. 유통믹스는 공통 으로 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진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 마 분야와 인 자원분야, 마 분

야와 재무 리분야, 마 분야와 생산 리분야 간에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립가설을 채택하

다. 진믹스는 덜 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는 마 분야가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람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

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검정 결과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

무가설을 채택하 다. 사람믹스는 인 자원분야에서 

4.17 으로 높게 나타나왔으나 공통 으로 요하게 인

식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물리  증거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검정결과는 다음

과 같다. 검정 결과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립가설을 기각하 다. 물리  증거믹스는 공통 으로 

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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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로세스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 결과 마 분야와 재무 리분야, 생

산 리분야와 재무 리분야 간에 통계 인 유의미한 차

이가 있어 립가설이 채택 되었다. 로세스믹스는 

요한 마 믹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마

분야와 생산 리분야가 재무 리분야보다는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마  7P믹스는 기업경  문가들 간에 

요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검정 결과 통계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

무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마  7P믹스에서 수 이

상의 마 믹스인 가격믹스, 제품믹스, 사람믹스, 로세

스믹스 등을 공통 으로 요하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요약 

기업경  문가들은 기업상담에 한 필요성과 도

입의향에 해서 정 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분야별

로 살펴보면 마 분야가 생산 리분야 보다 더 높았

다. 기업상담의 모델로는 공통 으로 외부 모델을 선호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문제해결을 기업상담의 요한 

목 으로 인식하는데 인 자원분야에서 특히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상담이 필요한 상 기업으로는 

견기업과 소기업을 선택하 고, 상 산업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선택하여 앞으로 이런 기업과 산

업으로 기업상담이 확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담의 주제로는 직무스트 스  인 계와 련된 

주제가 많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상담의 활성화를 한 마  7P믹스 에서 가

격믹스와 제품믹스, 사람믹스, 로세스믹스 등을 공통

으로 요한 믹스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상담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서는 가격믹스가 가장 요한 마 믹

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담의 비 보장을 요한 제

품믹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상담자의 문제해결능

력과 련된 사람믹스와 간편성과 상담 차 등의 로

세스믹스를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  7P믹스와 련해서는 기업경  문가들 간

에 차이는 로세스믹스와 진믹스에서 있었다. 홍보

를 요시 하는 마 분야가 생산 리분야와 재무 리

분야보다 진믹스를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로세

스를 요시 하는 생산 리분야에서 재무 리분야보다 

로세스믹스를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를 제외한 나머지 5P믹스에 해서는 기업경  문가

들 간에 차이가 없어 기업상담 활성화를 한 마 믹

스의 인식은 공통 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다.

7. 연구의 함의

이론  함의에서는 기업상담은 근로자의 다양한 요

구를 만족시키고 비용의 효율성을 해 WDEP 상담이

론이나 REBT 상담이론이 합하고 기업상담 운   

도입목 에 합한 상담이론들을 목시키는 통합  

근방법이 합하다. 상담모델은 외부 모델을 선호하며, 

기업상담을 운 하려는 기업  도입하는 기업이나 

EAP업체는 기업의 조직·문화·목  등을 정확하게 악

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상

담자는 상담경력개발, 문제의 해결능력, 상담과 련된 

자격 취득 등 지속 인 능력함양과 자기개발이 필요하

다는 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상담에 한 

인식  활성화를 한 마 믹스의 시사 을 기업측

면에서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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