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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sufficiency (SS), which is often used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American welfare system, i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has been studied so much. Among such studies there

are also studies on how the employment hope scale and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which the

psychological SS (PSS) consists of, affect the economic SS (ESS) for low-income job seekers in the United

States. These studies are generally conducted using survey data, which are mainly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field. In the survey data, the number of measurement

variables is generally large an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In such case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can be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sults of SEM and PCA on the

survey data mainly dealt with in the social science fiel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two analyzing

methods through a small simulation study. We also analyze a real survey data of the ESS and the PSS by

using these two methods and compare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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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의 복지제도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종종 사용되는 자활(self-sufficiency; SS)은 사회복지학 분야에

서 중요한 개념이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Alfred와 Martin, 2007; Breitkreuz와 Williamson, 2012;

Card와 Robins, 1996, 2005; Cheng, 2010; Clampet-Lundquist와 Massey, 2008; Daugherty와 Bar-

ber, 2001; Edin, 1995; Gowdy와 Pearlmutter, 1993; Johnson과 Corcoran, 2003; Leibson Hawkins,

2005; London, 2006; Morgen, 2001; Parker, 1994). 최근에는저소득구직자들에대한자활프로그램이
직업 기술 개발 및 알선 등 기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동기부여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의 개

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어왔다 (Hong, 2013; Hong 등, 2014a, 2014b, 2015, 2016;

Song 등, 2013). 자활프로그램의 목적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
양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한다면, 자활은 ‘국가에서 제공하
는 공적 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Song 등, 2013). 경제적 자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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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근로활동에의참여를통해충족이필요한욕구를스스로해결할수있을정도의경제력을가지는
것이라 한다면, 심리적 자활의 개념은 근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근로활동을
하는데방해되는장벽들을포함한다고할수있다 (Hong 등, 2009; Um, 2010). Hong 등 (2014b)은심

리적자활(phycological SS; PSS)을구성하는고용희망척도(employment hope scale; EHS)와인지된

고용 장벽 척도(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가 미국의 저소득 구직자들의 경제적 자
활(economic SS; ESS)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문조사 자료는 주

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분석된다 (Goldberger, 1972; Homer와

Kahle, 1988; Carter와 Jennings, 2004; Podsakoff 등, 2003). 그러나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그 특성 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SEM

분석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변수의 개수가 많고

변수들간에상관관계가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경우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

ysis; PCA)을사용할수있다 (Dunteman, 1989). 주성분분석을통해자료의차원을축소하고새로얻

어진 주성분들을 사용하여 주성분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CR)을 수행함으로써 설

문조사자료를분석하고모형을검증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설문조사 자료를 SEM과 PC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을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SEM 분석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을

PCR을 수행함으로써 그 이유를 파악하고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우리는 또한 PSS와 ESS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자활서비스 프로그램인
보건의료직업 기회보조금(Health Profession Opportunity Grants; HPOG) 프로그램에서 미국 시카고
지역 저소득 구직자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직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한 사람의 심

리적 자활 정도가 그 사람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역량강화 기반 인력 개발 모형
을평가하고자하였다.

본논문의이후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SEM분석과 PCA의방법론을설명하고그유사점과차
이점에대하여기술한다. 3장에서는실제자료를통해각방법으로분석후비교하며, 4장에서는모의실

험에서생성된자료를통해각방법으로분석후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본논문의연구결과를정
리한후결론을내린다.

2. 본론

2.1. 구조방정식모형분석

2.1.1. 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은 1970년대 스웨덴의 통계학자인 Karl Joreskog에 의해 개발된 통계

방법이며, 사회학 및 심리학에서 개발된 측정이론에 기초한 확증적 요인분석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모형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 또는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방법론이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과분석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자주 이용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가설검정(주로 확인적인)에 주

로사용되는통계적인분석방법이다 (Kim, 2009, p.71).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모형은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및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잠재변수에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외생잠재변수와 종속변수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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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내생잠재변수가있다. 이러한구조모형은다음식으로표현된다:

η = Bη + Γξ + ζ (2.1)

여기에서, η는 내생잠재변수 벡터로 차수는 m × 1이고, ξ는 외생잠재변수 벡터로 차수는 n × 1이고,

B는 η와 η를 관계시키는 계수행렬로 차수는 m ×m이고, Γ는 ξ와 η를 관계시키는 계수행렬로 차수는
m× n이고, ζ는잠재변수오차벡터로차수는 m× 1이다. 또한, m은설정된구조방정식모형안에있는
내생잠재변수의 개수이며, n은 외생잠재변수의 개수이다.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들 간의 인
과관계를 나타낸다. 잠재변수가 어떻게 관측변수를 통해 측정되는가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정

모형은다음식으로표현된다:

y = Λyη + ϵ, (2.2)

x = Λxξ + δ (2.3)

여기에서, y는 η의관측변수벡터로차수는 p×1이고, x는 ζ의관측변수벡터로차수는 q×1이고, Λy는

y를 η에 관계시키는 계수행렬로서 차수는 p ×m이고, Λx는 x를 ξ에 관계시키는 계수행렬로서 차수는
q×n이고, ϵ는 y의측정오차벡터로서차수는 p× 1이고, δ는 x의측정오차벡터로서차수는 q× 1이다.

또한, p는 y 변수의개수를, q는 x 변수의개수를나타낸다.

2.1.2. 모수추정법 구조방정식모형의 모수추정은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및 오차들의 공분산행렬

과계수행렬 B,Γ,Φ,Ψ,Λy,Λx,Θϵ,Θδ을추정해야할모수라고정의하면, 모형적합공분산행렬(model-

implied covariance matrix; Σ(θ))은다음식으로표현된다:

Σ(θ) =

[
Σyy(θ) Σxy(θ)

Σyx(θ) Σxx(θ)

]

=

[
Λy(I −B)−1(ΓΦΓ′ +Ψ)(I −B)−1′Λ′

y +Θϵ Λy(I −B)−1ΓΦΛ′
x

Λ′
xΦΓ

′(I −B)−1Λy ΛxΦΛ
′
x +Θδ

]
(2.4)

여기에서, Φ는 ξ의 공분산행렬로 차수는 n × n이고, Ψ는 ζ의 공분산행렬로 차수는 m ×m이고, Θϵ는

ϵ의공분산행렬로서차수는 p× p이고, Θδ는 δ의공분산행렬로서차수는 q× q이다. 관측변수들의표본
공분산행렬(sample covariance matrix; S)은다음식으로표현된다:

S =

[
Syy Sxy

Syx Sxx

]
. (2.5)

모수 θ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Σ(θ)가 S와 비슷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

어진다. 이때, S와 Σ(θ)의 추정치인 Σ̂(θ)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적합함수(fitting func-

tion)이라하며, 기호로는 F (S,Σ(θ))로표현된다.

가장 대표적인 모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일반화최소제곱법(generali-

zed least squares; GLS), 비가중최소제곱법(unweighted least squares; ULS), 가중최소제곱법(weight-

ed least squares; WLS) 등이 이용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이고 다음으

로일반화최소제곱법이많이이용된다. 최대우도법의적합함수는다음식으로표현된다:

FML = log|Σ(θ)|+ tr
[
SΣ(θ)−1]− log|S| − (p+ q).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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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추정량은대표본에서일치적(consistent)이고, 점근효율적(asymptotically efficient)인것으로알려

져 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ML 적합함수의 최소치에 (표본크기 − 1)을 곱하면 χ2분포를 따른다

(Bae, 2014, p.207). 일반화최소제곱법의적합함수는다음식으로표현된다:

FGLS =
1

2
tr
{
[S − Σ(θ)]S−1}2 (2.7)

GLS 추정량은 S의 역행렬(S−1)에 의해 가중된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한다 (Sim, 2013, p107). 비가

중최소제곱법의적합함수는다음식으로표현된다:

FULS =
1

2
tr {[S − Σ(θ)]}2 (2.8)

ULS 추정량은 표본공분산행렬과 모형에 의해 적합된 공분산행렬(Σ̂(θ))의 대응 요소들간의 차이의 제

곱합을 최소화한다. 보통 ULS 방법은 분석되는 변수들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척도를 지닌 경우에

이용한다 (Sim, 2013). 가중최소제곱법의적합함수는다음식으로표현된다:

FWLS = FADF = (s− σ(θ))′W−1(s− σ(θ)). (2.9)

WLS 방법은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asymptotically distribution free (ADF) 방법으

로도 불린다. WLS 추정치는 GLS 방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른 가중치(W )를 적용하는 차이가 있다

(Sim, 2013, p.108).

2.2. 주성분분석

주성분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여러 개의 변수들을 조합해서 그 변수들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함축하고있는더작은수의새로운변수들을만들어내는방법이며, 새롭게만들어진변수를주성분이라

고 한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p개의 확률변수 X1, X2, . . . , Xp에 대한 주성분은 확률변수들의 공분산

행렬 Σ 혹은상관행렬 ρ로부터유도된다. 변수들의가능한선형결합을다음과같다고하면,

C1 = a′1X = a11X1 + a21X2 + · · · + ap1Xp

C2 = a′2X = a12X1 + a22X2 + · · · + ap2Xp

...
...

...

Cp = a′pX = a1pX1 + a2pX2 + · · · + appXp

개별선형결합 Ci의분산과임의의두개의선형결합 Ci와 Cj사이의공분산은다음과같다:

Var(Ci) = Var
(
a′iX

)
= a′iΣai, i = 1, 2, . . . , p,

Cov(Ci, Cj) = Cov
(
a′iX, a

′
jX
)
= a′iΣaj , i, j = 1, 2, . . . , p. (2.10)

i번째 주성분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분산 Var(Ci)를 최대화하는 선형결합으로 표시된다. 선형계수

벡터 ai의 내적은 단위길이 a′iai = 1이 되도록 제약하고, 두 개의 선형결합의 관계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므로두주성분의공분산은 0이다.

확률벡터 X = (X1, X2, . . . , Xp)의 공분산행렬 Σ가 고유값 λ1 ≥ λ2 ≥ · · · ≥ λp ≥ 0을 가지고 이 고유

값들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는 e1, e2, . . . , ep라 하면, i번째 주성분 PCi의 선형결합계수 ai는 공분산행렬

Σ에서구한 i번째고유값 λi에대응되는고유벡터 ei이다:

PCi = e′iX = e1iX1 + e2iX2 + · · ·+ epiX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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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번째주성분 PCi의분산과 j번째주성분 PCj사이의공분산을구하면다음과같다:

Var(PCi) = Var(e′iX) = e′iΣei = λi, i = 1, 2, . . . , p,

Cov(PCi,PCj) = Cov
(
e′iX, e

′
jX
)
= e′iΣej = o, i, j = 1, 2, . . . , p, i ̸= j. (2.12)

첫 번째 주성분 PC1은 변수들의 전체변동을 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식이고 분산은

고유값 λ1이다. 두 번째 주성분 PC2는 첫 번째 주성분 PC1과 독립이면서 첫 번째 주성분 PC1에 의하

여설명되지못한변수들의변동을최대로설명할수있도록정해진다.

2.3. 구조방정식모형과 주성분분석 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SEM을 세우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모형

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에서 PCA를 적용

시키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으나 SEM과 PCA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으

나많은차이점이존재한다.

SEM과 PCA는 모두 원래의 측정변수가 아닌 잠재변수 혹은 주성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다. 또한 각각의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원래 데이터로부터 새로

운몇개의변수(잠재변수또는주성분)를만들어내는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SEM과 PCA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Lee, 1994; Um, 2001; Cho, 2007; Kim, 2016). 첫째, SEM에

서는 모형으로부터 잠재변수의 수가 결정이 되는 반면, PCA에서는 주성분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2개를

사용한다. 둘째, SEM에서는 모형을 만들 때 잠재변수의 의미와 이름이 결정된다. 하지만 PCA에서는

특별한 의미나 이름을 붙이기 어렵고 제1주성분, 제2주성분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 셋째, SEM에서 잠

재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 분석 후에는 유의성 등을 고려해 중요성이 다르게 부여

될 수 있다. 반면에, PCA에서는 제1주성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제2주성분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즉, 변수들 간에중요성의 순위가존재한다. 넷째, SEM에서는측정변수들이잠재변수에의해결정되는

반면에, PCR에서는 주성분이 측정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즉, SEM에서 측정변수는 잠재변수의 선형결

합으로 정의되지만, PCR에서 주성분은 측정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정의된다. 다섯째, SEM에서 잠재

변수들은선형독립이아니지만, PCR에서주성분들은선형독립이다.

3. 실제 자료 분석

3.1. 데이터 및 변수의 정의

미국의 보건의료직업 기회보조금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정을 위한 임시 보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수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으로서, 환자보호 및 적정가 보장법안(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에 의해 설립되고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아동

및 가정 관리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이 관리하는 미국의 자활서비스 중 하나이
다. 본 연구에서는 HPOG 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국 시카고와 인근 지역 Gateway Technical College

(Kenosha, WI)와 Southland Health Care Forum (Chicago Heights, IL)에서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833명의응답자들로부터수집된자료를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항목과 문항들 중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고용희망(emplo-

yment hope; EH)은 심리적 역량강화(psychological empowerment; EH 1) 4문항, 동기부여(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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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Questionares for the employment hope (EH)

EH 1 Psychological empowerment

EH03 When working or looking for a job, I am respectful towards who I am.

EH04 I am worthy of working in a good job.

EH05 I am capable of working in a good job.

EH06 I have the strength to overcome any obstacles when it comes to working.

EH 2 Self-motivation for future

EH11 I am going to be working in a career job.

EH15 I feel energized when I think about future achievement with my job.

EH 3 Utilization of skills & resources

EH17 I am aware of what my skills are to be employed in a good job.

EH18 I am aware of what my resources are to be employed in a good job.

EH19 I am able to utilize my skills to move toward career goals.

EH20 I am able to utilize my resources to move toward career goals.

EH 4 Goal orientation

EH21 I am on the road toward my career goals.

EH22 I am in the process of moving forward toward reaching my goals.

EH23 Even if I am not able to achieve my financial goals right away, I will find a way to get there.

EH24 My current path will take me to where I need to be in my career.

motivation for future; EH 2) 2문항, 자원 및 기술의 활용(utilization of skills & resources; EH 3)

4문항, 목표지향성(goal orientation; EH 4) 4문항으로 11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0∼10)으로 측정되었다. (2) 고용장벽(employment barrier; EB)은 심신건강(physical and mental

health; EB 1) 4문항, 공동체(community; EB 2) 3문항, 육아(child care; EB 3) 3문항, 직무기술(job

skills; EB 4) 5문항, 수용력(capacity; EB 5) 5문항으로 5점 척도(장벽이 없다∼강한 장벽이 있다:

1∼5)로 측정되었다. (3) 경제적 자활(economic self-sufficiency; ESS)은 자율성과 자기결정(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ESS 1) 5문항, 재정적 안정성과 책임(financial security and responsibility;

ESS 2) 4문항, 가족과 개인의 안녕(family and self well-being; ESS 3) 2문항, 공동체생활을 위한 기본

자산(basic assets for community living; ESS 4) 3문항으로 5점척도(아니다∼항상그렇다: 1∼5)로측
정되었다. 여기에서 고용희망, 고용장벽, 경제적 자활은 2차 잠재변수에 해당하며, 각각 4개, 5개, 4개

의 하위(1차) 잠재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대응되는 하위 잠재변수들과 인과관계에 있
는 관측변수들이다. Table 3.1에서 Table 3.3까지는 각 항목들과 그에 대응되는 설문문항들을 나타낸
표이다.

3.2. 개념적 연구모형

Figure 3.1은 미국의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고용 희망(EH) 잠재변수가 심리적 역량강화(EH 1), 동기부

여(EH 2), 자원 및 기술의 활용(EH 3), 목표지향성(EH 4) 하위 잠재변수들에 영향을 주는지, 고용 장

벽(EB) 잠재변수가 심신건강(EB 1), 공동체(EB 2), 육아(EB 3), 직무기술(EB 4), 수용력(EB 5) 하

위 잠재변수들에 영향을 주는지, 경제적 자활(ESS) 정도가 자율성과 자기결정(ESS 1), 재정적 안정성

과 책임(ESS 2), 가족과 개인의 안녕(ESS 3), 공동체생활을 위한 기본 자산(ESS 4) 하위 잠재변수들

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심리적 자활(PSS)에 포함되는 고용 희망(EH)과 인지된 고용 장벽(PEB)이

경제적 자활(ESS)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적 연구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EH와 EB는외생잠재변수이고, 나머지잠재변수들은내생잠재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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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Questionares for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EB)

EB 1 Physical and mental health

EB10 Drug/alcohol addiction

EB11 Domestic violence

EB12 Physical disabilities

EB13 Mental illness

EB 2 Community

EB15 Lack of work clothing

EB16 No jobs in the community

EB17 No jobs that match my skills/training

EB 3 Child care

EB06 Child care

EB18 Being a single parent

EB19 Need to take care of young children

EB 4 Job skills

EB01 Having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EB02 Work limiting health conditions (illness/injury)

EB03 Lack of adequate job skills

EB04 Lack of job experience

EB08 Lack of information about jobs

EB 5 Capacity

EB22 Problems with getting to job on time

EB23 Lack of confidence

EB24 Lack of support system

EB25 Lack of coping skills for daily struggles

EB26 Anger management

Table 3.3. Questionares for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ESS) by Gowdy & Pearlmutter (1993)

ESS 1 Physical and mental health

ESS02 Do what I want to do, when I want to do it

ESS08 Afford to take trips

ESS09 Buy “extras” for my family and myself

ESS10 Pursue my own interests and goals

ESS12 Put money in a savings account

ESS 2 Financial security and responsibility

ESS01 Meet my obligations

ESS04 Pay my own way without borrowing from family or friends

ESS13 Stay on a budget

ESS14 Make payments on my debts

ESS 3 Family and self well-being

ESS07 Buy the kind and amount of food I like

ESS11 Get health care for myself and my family when neededt

ESS15 Afford decent child care (leave blank if you don’t have children)

ESS 4 Basic assets for community living

ESS03 Be free from government programs like AFDC, Food Stamps, general assistance, etc.

ESS05 Afford to have a reliable car

ESS06 Afford to have dec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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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onceptual research model for the survey data.

3.3. 구조식모형분석 결과

3.3.1.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모형의신뢰도(reliability)는동일한항목에대하여반복적

으로측정했을때나타나는측정값들의분산들로써표현되는개념이며, 한검사에서얻어진점수를얼마

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주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

ity; CR)와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측정치로평가한다. 개념신뢰도는지

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 이상이다. 단, 0.70

이하라 하더라도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수용 가능하다 (Bae, 2014, p234). 평균분산추출값
은 개념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이며,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AVE는 Hair 등 (2006)의공식을이용하여구해진다. CR과 AVE의계산식은다음과같다:

CR =
(Σ표준화계수)2

(Σ표준화계수)2 +Σ측정오차
,

AVE =
(Σ표준화계수

2
)

n
.

측정모형의 타당도(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검사 점수에 기초한 추론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크게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평가한다. 수렴타당도는 ‘동일 개

념을 측정하는 다중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와 관련되며, 구성개념과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갖는정도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표준화요인적재량이통계적으로유의하고, 그값이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Kim, 2011). 또한 위의 신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CR > 0.7이고 AVE >

0.5이면 수렴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판별타당도는 특정한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얼
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으로, 두 개념을 측정할 때 얻어진 측정결과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때 판별타당
도가높다고할수있다 (Choi 등, 2012). 본논문에서는수렴타당도만을고려하였다.

Table 3.4는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지표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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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sults of fitting the measurement model

Unstandarized Standard
t Sig.

Standardized
AVE CR

coefficient error coefficient

EH

EH 1

EH03 1.000 - - - 0.771

0.644 0.819
EH04 1.000 0.043 23.090 *** 0.837

EH05 1.006 0.043 23.138 *** 0.864

EH06 1.007 0.051 19.855 *** 0.732

EH 2
EH11 1.000 - - - 0.750

0.589 0.626
EH15 1.019 0.049 20.877 *** 0.785

EH 3

EH17 1.000 - - - 0.827

0.721 0.826
EH18 1.191 0.050 23.929 *** 0.812

EH19 1.124 0.046 24.425 *** 0.876

EH20 1.180 0.052 22.620 *** 0.879

EH 4

EH21 1.000 - - - 0.888

0.701 0.863
EH22 0.916 0.027 33.842 *** 0.894

EH23 0.813 0.037 21.900 *** 0.773

EH24 0.890 0.037 23.827 *** 0.782

EB

EB 1

EB10 1.000 - - - 0.948

0.776 0.962
EB11 0.911 0.024 37.210 *** 0.894

EB12 0.755 0.033 23.049 *** 0.815

EB13 0.882 0.030 29.626 *** 0.861

EB 2

EB15 1.000 - - - 0.617

0.577 0.758EB16 1.732 0.125 13.901 *** 0.767

EB17 1.896 0.136 13.984 *** 0.873

EB 3

EB06 1.000 - - - 0.743

0.569 0.751EB18 0.825 0.061 13.474 *** 0.651

EB19 1.133 0.070 16.272 *** 0.855

EB 4

EB01 1.000 - - - 0.664

0.573 0.832

EB02 0.783 0.047 16.587 *** 0.708

EB03 1.395 0.086 16.156 *** 0.874

EB04 1.332 0.087 15.242 *** 0.825

EB05 1.001 0.073 13.657 *** 0.692

EB 5

EB22 1.000 - - - 0.775

0.650 0.920

EB23 1.081 0.056 19.315 *** 0.797

EB24 1.142 0.065 17.496 *** 0.796

EB25 1.161 0.054 21.529 *** 0.862

EB26 0.905 0.043 21.069 *** 0.799

ESS

ESS 1

ESS02 1.000 - - - 0.644

0.587 0.857

ESS08 1.305 0.082 15.858 *** 0.806

ESS09 1.439 0.088 16.343 *** 0.862

ESS10 1.355 0.085 15.893 *** 0.733

ESS12 1.259 0.085 14.781 *** 0.767

ESS 2

ESS01 1.000 - - - 0.691

0.486 0.724
ESS04 1.473 0.087 16.961 *** 0.765

ESS13 1.207 0.089 13.575 *** 0.638

ESS14 1.327 0.091 14.516 *** 0.688

ESS 3
ESS07 1.000 - - - 0.829

0.538 0.546
ESS11 0.895 0.059 15.039 *** 0.623

ESS 4

ESS03 1.000 - - - 0.534

0.508 0.607ESS05 1.420 0.119 11.893 *** 0.750

ESS06 1.452 0.120 12.102 *** 0.822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nstruct reliability; EH = employment hope; EB = employment

barrier; ESS = economic self-sufficiency.

위한 측정모형 결과이다. Table 3.4를 보면, 고용희망(EH)의 하위 잠재변수인 동기부여(EH 2)의

CR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0.626으로 나왔으며, 경제적 자활(ESS)의 하위 잠재변수인 금융보안과 책

임(ESS 2)의 AVE가 0.486으로 기준보다 낮으며, 가족과 개인의 행복(ESS 3)의 CR이 0.546,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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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Results of fitting the structure model

Hypothesis Path
Unstandardized Path

t Sig. Accept R2

coefficient coefficient

H1.1 EH → EH 1 1.000 0.842 - - 0.709

H1.2 EH → EH 2 2.564 0.997 18.138 *** Accept 0.995

H1.3 EH → EH 3 2.243 0.892 17.682 *** Accept 0.795

H1.4 EH → EH 4 3.227 0.916 18.107 *** Accept 0.840

H2.1 EB → EB 1 1.000 0.875 - - 0.765

H2.2 EB → EB 2 0.702 0.848 12.300 *** Accept 0.719

H2.3 EB → EB 3 0.862 0.682 12.228 *** Accept 0.465

H2.4 EB → EB 4 1.023 0.836 15.031 *** Accept 0.699

H2.5 EB → EB 5 0.910 0.877 19.044 *** Accept 0.770

H3.1 ESS → ESS 1 1.000 0.882 - - 0.777

H3.2 ESS → ESS 2 1.039 0.967 14.549 *** Accept 0.935

H3.3 ESS → ESS 3 1.385 0.917 14.744 *** Accept 0.841

H3.4 ESS → ESS 4 0.965 0.857 10.451 *** Accept 0.734

H4 EH → EB 0.042 0.253 5.458 *** Accept

H5 EH → ESS 1.000 0.198 4.055 *** Accept
0.054

H6 EB → ESS 0.094 0.079 1.828 0.068 Reject

GOF χ2 = 2811.645 (df = 1065, p = 0.000), χ2/df = 2.640, GFI = 0.859, RMSEA = 0.044

GOF=goodness-of-fit; χ2/df =normalized chi-square; GFI=goodness-of-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H=employment hope; EB = employment barrier; ESS = economic self

-sufficiency.

활을 위한 기본 자산(ESS 4)의 CR이 0.607로 기준보다 낮아 신뢰도 및 타당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할수있다. 이를제외한다른문항들은모두신뢰도및타당도를만족한다.

3.3.2. 구조모형 평가 구조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 GOF)를 확인한

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χ2) 통계량, 정규화 카이제곱(normalized chi-square; χ2/df), 적합도지

수(goodness-of-fit index; GFI), 근사제곱근 평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χ2통계량은 주어진 자유도에서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p > 0.05), 표

본의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χ2/df는 1.0∼3.0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
다. 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모형에 의해 적합

된 공분산에 의해 설명되는 측정된 공분산의 비율이며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표본크기에 비해 자유도가 큰 경우, GFI는 작게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된다 (Sharma 등, 2005).

조정된 적합도지수(adjusted GFI; AGFI)는 GFI를 자유도에 맞춰 조정한 값이며 마찬가지로 0.9를 기

준으로 삼는다. GFI처럼 AGFI 역시 표본크기에 비해 자유도가 큰 경우 AGFI는 작게 계산되는 오류

가 발생한다. RMSEA는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고 표본크기에 덜 영향을 받으며, RMSEA < 0.05이

면매우적합한것으로판단한다.

Table 3.5의모형적합도를확인하면, χ2/df = 2.640와 RMSEA = 0.044를통해모형이적합하다는것

을 알 수 있다. GFI = 0.859는 0.9에 못 미치나 모델적합이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고용장벽이 경제

적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6)에 대한 검정 결과 p = 0.068 > α = 0.05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의수준 0.1에서는 유의하므로 고용장벽이 경제적 자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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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mployment hope

PC1 PC2

EH03 0.728 0.349

EH04 0.707 0.546

EH05 0.731 0.514

EH06 0.700 0.414

EH11 0.754 0.014

EH15 0.770 −0.042

EH17 0.773 −0.176

EH18 0.710 −0.350

EH19 0.803 −0.239

EH20 0.773 −0.302

EH21 0.805 −0.175

EH22 0.811 −0.102

EH23 0.744 −0.040

EH24 0.736 −0.298

Total eigenvalue 7.965 1.291

% of variance 56.893 9.221

Cumulative % 56.893 66.114

PC = principal component; EH = employment hope.

3.4. 주성분분석 결과

3.4.1. 주성분분석 결과 Table 3.6은 고용희망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주성분 적재량이란 원래 변수

와 주성분과의 상관관계이다. 고용희망의 전체 변동량의 약 57%를 나타내는 제1주성분을 보면 고유값

이 0.7∼0.8로 고용희망을 측정한 설문 문항들이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용희망의 전체 변동량의

약 9%를 나타내는 제2주성분을 보면 각 하위 잠재변수별로 그 측정 설문 문항들이 비슷한 고유값을 나
타내는 것을 통해 각 하위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측정 설문 문항들이 잘 묶여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
나 EH 2(EH11, EH15)의경우양수와음수로표현되어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Table 3.7은 고용장벽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고용장벽의 전체 변동량의 약 50%를 나타내는 제1주성분

을 보면 고유값이 0.6∼0.8로 고용장벽을 측정한 설문 문항들이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18번(EB18)과 문항 19번(EB19)의 경우 다른 고유값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

다. 고용장벽의 전체 변동량의 약 9%를 나타내는 제 2주성분을 보면 EB 3(EB06, EB18, EB19)은 한

문항(EB06)의고유값이유독작으며, EB 4(EB01, EB02, EB03, EB04, EB08)와 EB 5(EB22, EB23,

EB24, EB25, EB26)의경우고용희망에서나타났던문제처럼양수와음수로표현된다.

Table 3.8은 경제적 자활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경제적 자활의 전체 변동량의 약 48%를 나타내는

제1주성분을 보면 고유값이 0.5∼0.7로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자활의 전체 변동량의 약

8%를 나타내는 제2주성분을 보면 ESS 2(ESS01, ESS04, ESS13, ESS14)는 양수와 음수로 표현되고,

ESS 4(ESS03, ESS05, ESS06)는고용장벽에서나타났던문제처럼한문항의고유값이유독작다.

3.4.2. 주성분회귀 결과 Table 3.9는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을 동시에 주성분 분석했을 때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EH과 EB의전체변동량의약 30%를설명하는제1주성분을보면고유값이 EH이 0.3정도

이고 EB이 0.6∼0.7 정도로 EB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변동량의 약 23%를 설명하

는 제2주성분을 보면 제1주성분과는 반대로 EH의 고유값이 0.6∼0.7 정도이고 EB는 −0.3∼−0.1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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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mployment barrier

PC1 PC2

EB10 0.854 −0.344

EB11 0.846 −0.292

EB12 0.820 −0.324

EB13 0.842 −0.322

EB15 0.660 0.201

EB16 0.558 0.227

EB17 0.608 0.245

EB06 0.634 0.326

EB18 0.380 0.664

EB19 0.466 0.649

EB01 0.685 −0.223

EB02 0.725 −0.264

EB03 0.673 0.053

EB04 0.625 0.130

EB08 0.636 0.077

EB22 0.808 −0.112

EB23 0.745 0.070

EB24 0.702 0.322

EB25 0.802 0.052

EB26 0.808 −0.177

Total eigenvalue 9.948 1.833

% of variance 49.738 9.163

Cumulative % 49.738 58.900

PC = principal component; EB = employment barrier.

Table 3.8.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PC1 PC2

ESS02 0.670 −0.166

ESS08 0.726 −0.379

ESS09 0.791 −0.280

ESS10 0.757 −0.132

ESS12 0.729 −0.417

ESS01 0.692 0.156

ESS04 0.759 0.154

ESS13 0.648 −0.140

ESS14 0.708 −0.109

ESS07 0.746 0.162

ESS11 0.588 0.190

ESS03 0.552 0.045

ESS05 0.661 0.491

ESS06 0.674 0.553

Total eigenvalue 6.782 1.130

% of variance 48.445 8.073

Cumulative % 48.445 56.517

PC = principal component; ESS = economic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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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mployment hope and the employment barrier

PC1 PC2 PC3 PC4 PC5

EH03 0.307 0.659 0.012 −0.125 0.335

EH04 0.333 0.622 0.074 −0.280 0.454

EH05 0.329 0.649 0.026 −0.246 0.456

EH06 0.303 0.631 0.072 −0.193 0.362

EH11 0.345 0.670 −0.031 −0.045 −0.005

EH15 0.345 0.685 −0.024 −0.080 −0.089

EH17 0.337 0.694 −0.070 0.064 −0.130

EH18 0.321 0.637 −0.063 0.215 −0.239

EH19 0.365 0.716 −0.089 0.125 −0.161

EH20 0.350 0.691 −0.055 0.156 −0.217

EH21 0.370 0.712 −0.122 0.012 −0.181

EH22 0.303 0.751 −0.088 −0.027 −0.136

EH23 0.272 0.694 0.034 −0.100 −0.119

EH24 0.306 0.670 −0.025 0.067 −0.319

EB10 0.774 −0.376 −0.280 −0.220 −0.086

EB11 0.773 −0.355 −0.229 −0.222 −0.064

EB12 0.747 −0.351 −0.270 −0.193 −0.063

EB13 0.779 −0.328 −0.270 −0.210 −0.074

EB15 0.632 −0.188 0.185 0.091 0.010

EB16 0.570 −0.056 0.082 0.459 0.006

EB17 0.620 −0.064 0.093 0.486 0.064

EB06 0.602 −0.197 0.385 −0.146 −0.104

EB18 0.378 −0.065 0.716 −0.088 −0.117

EB19 0.455 −0.104 0.714 −0.132 −0.117

EB01 0.603 −0.353 −0.194 −0.016 0.084

EB02 0.657 −0.319 −0.254 0.001 0.031

EB03 0.647 −0.187 −0.054 0.410 0.290

EB04 0.615 −0.132 0.005 0.456 0.256

EB08 0.632 −0.115 −0.046 0.380 0.129

EB22 0.730 −0.361 −0.041 −0.200 −0.095

EB23 0.729 −0.173 0.068 −0.040 0.088

EB24 0.683 −0.171 0.337 −0.033 −0.065

EB25 0.765 −0.244 0.081 −0.114 −0.009

EB26 0.736 −0.345 −0.113 −0.202 −0.132

Total eigenvalue 10.348 7.690 1.799 1.603 1.256

% of variance 30.435 22.619 5.292 4.716 3.693

Cumulative % 30.435 53.054 58.346 63.062 66.755

PC = principal component; EH = employment hope; EB = employment barrier.

인것을알수있다.

Table 3.10과 Table 3.11은 종속변수를 경제적 자활의 제1주성분점수로 하고, 설명변수를 EH와 EB를

동시에 주성분 분석했을 때의 제1주성분점수∼제5주성분점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제1주성

분점수와 제2주성분점수의 p-값이 각 0.000과 0.016으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

다. 즉 제1주성분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EB와 제2주성분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EH가 모두 경제

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B와 EH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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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Result of the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of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n the employment hope

and the employment barrier

Source SS df MS F p R2 R2
adj

Regression 68.544 5 13.709 14.850 0.000 0.082 0.077

Error 763.456 827 0.923

Total 832.000 832

SS = self-sufficiency.

Table 3.11. Analysis of variance table for the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of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n

the employment hope and the employment barrier

Model
Standardized

t p
95% CI for unstar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 Lower Upper

Intercept 0.000 1.000 −0.065 −0.065

PC1 0.197 5.928 0.000 0.132 0.263

PC2 0.081 2.418 0.016 0.015 0.146

PC3 0.150 4.509 0.000 0.085 0.216

PC4 0.119 3.583 0.000 0.054 0.185

PC5 −0.010 −0.311 0.756 −0.076 0.055

PC = principal component.

통해 구해진 주성분점수들은 EB와 EH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

히 PC1은 EB와 EH가 7 : 3 정도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EB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PC2는

EH는 0.7, EB는 −0.3∼−0.1 정도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H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대략적으로 EH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이 1단위만큼

증가하면 ESS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도 평균적으로 0.1158(= 0.197 × 0.3 + 0.081 × 0.7)단위 증가

하고, EB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이 1단위만큼 증가하면 ESS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은 평균적으
로 0.1136(= 0.197× 0.7+ 0.081× (−0.3))∼0.1298(= 0.197× 0.7+ 0.081× (−0.1)) 단위정도증가하
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PC3부터 PC5까지는 각 하위잠재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

수들끼리 비슷한 고유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에 따라 결과 해석이 가능하
다. PC1과 PC2에 비해서 전체 변동량을 설명하는 비율이 많이 작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

만 PC5를제외한 PC3과 PC4는유의한결과가나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모의실험 자료 분석

4.1. 자료 생성 방법

우리는 R 패키지 ‘lavaan’ (Rosseel, 2011)의 함수인 simulateData()를 사용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simulateData()는 사용자가 정의한 모형에 기반하여 자료를 생성하며, 왜도와 첨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변량 정규분포를 생성한다 (Yoo, 2015). 우리는 이 모의실험을 통하여 실제 연구에서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사용한 그 모형(Figure 3.1)을 따르는 자료를 생성시킨 후 구조방
정식모형 분석과 주성분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변수 이름을 실제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Figure 3.1의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자료를 생성하였고, 각 1차 잠재변수에 대응되는 측정변수 개수도 실제자료와 같게 설

정하였다. 이 때, 측정변수와 하위 잠재변수 간 계수를 1로 고정하였고, 하위 잠재변수와 상위 잠재변

수 간 계수도 1로 고정하였다. 또한 잠재변수 S EH와 S ESS, S EB와 S ESS 간 계수도 1로 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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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esults of fitting the measurement model using the simulated data

Unstandarized Standard
t Sig.

Starndarized
AVE CR

coefficient error coefficient

S EH

S EH 1

S EH03 1.000 - - - 0.832

0.672 0.748
S EH04 0.961 0.033 29.016 *** 0.817

S EH05 0.973 0.035 27.643 *** 0.823

S EH06 0.949 0.035 27.411 *** 0.807

S EH 2
S EH11 1.000 - - - 0.832

0.621 0.567
S EH15 0.921 0.060 15.235 *** 0.767

S EH 3

S EH17 1.000 - - - 0.832

0.672 0.748
S EH18 0.947 0.034 27.716 *** 0.819

S EH19 0.975 0.034 28.365 *** 0.828

S EH20 0.918 0.034 27.291 *** 0.800

S EH 4

S EH21 1.000 - - - 0.806

0.666 0.751
S EH22 0.988 0.038 25.699 *** 0.819

S EH23 1.013 0.037 27.199 *** 0.817

S EH24 0.991 0.039 25.420 *** 0.822

S EB

S EB 1

S EB10 1.000 - - - 0.813

0.660 0.739
S EB11 1.026 0.040 25.632 *** 0.808

S EB12 1.014 0.038 25.632 *** 0.820

S EB13 1.036 0.039 26.615 *** 0.808

S EB 2

S EB15 1.000 - - - 0.827

0.742 0.713S EB16 1.628 0.050 32.535 *** 0.925

S EB17 1.033 0.035 29.121 *** 0.828

S EB 3

S EB06 1.000 - - - 0.809

0.686 0.703S EB18 1.010 0.039 25.674 *** 0.826

S EB19 1.025 0.040 25.402 *** 0.849

S EB 4

S EB01 1.000 - - - 0.827

0.687 0.794

S EB02 0.991 0.035 28.067 *** 0.823

S EB03 1.012 0.035 29.054 *** 0.827

S EB04 1.028 0.035 29.344 *** 0.844

S EB05 0.972 0.033 29.386 *** 0.823

S EB 5

S EB22 1.000 - - - 0.830

0.671 0.784

S EB23 0.950 0.033 28.697 *** 0.817

S EB24 0.962 0.036 26.996 *** 0.817

S EB25 0.937 0.033 27.981 *** 0.820

S EB26 0.930 0.033 27.885 *** 0.812

S ESS

S ESS 1

S ESS02 1.000 - - - 0.905

0.805 0.813

S ESS08 0.981 0.024 41.093 *** 0.897

S ESS09 0.972 0.022 43.603 *** 0.902

S ESS10 0.987 0.024 41.175 *** 0.890

S ESS12 0.959 0.023 41.906 *** 0.892

S ESS 2

S ESS01 1.000 - - - 0.904

0.804 0.780
S ESS04 0.980 0.024 40.012 *** 0.890

S ESS13 0.984 0.023 42.930 *** 0.904

S ESS14 0.967 0.024 40.917 *** 0.889

S ESS 3
S ESS07 1.000 - - - 0.903

0.813 0.647
S ESS11 0.982 0.027 36.804 *** 0.900

S ESS 4

S ESS03 1.000 - - - 0.895

0.804 0.721S ESS05 1.029 0.026 40.212 *** 0.900

S ESS06 1.016 0.026 39.407 *** 0.895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nstruct reliability; EH = employment hope; EB = employment

barrier; ESS = economic self-sufficiency.

다. 그리고 S EH와 S EB 사이의 공분산은 0.1로 고정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생성하는 자료의 크기

는 1,000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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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esults of fitting the structure model using the simulated data

Hypothesis Path
Unstandardized Path

t Sig. Accept R2

coefficient coefficient

H1.1 S EH → S EH 1 1.000 0.697 - - 0.485

H1.2 S EH → S EH 2 0.905 0.689 12.675 *** Accept 0.474

H1.3 S EH → S EH 3 1.068 0.731 14.223 *** Accept 0.534

H1.4 S EH → S EH 4 0.965 0.717 13.387 *** Accept 0.514

H2.1 S EB → S EB 1 1.000 0.742 - - 0.551

H2.2 S EB → S EB 2 1.089 0.751 15.507 *** Accept 0.565

H2.3 S EB → S EB 3 1.042 0.723 15.075 *** Accept 0.522

H2.4 S EB → S EB 4 1.185 0.697 14.465 *** Accept 0.486

H2.5 S EB → S EB 5 1.156 0.720 15.109 *** Accept 0.518

H3.1 S ESS → S ESS 1 1.000 0.890 - - 0.792

H3.2 S ESS → S ESS 2 0.958 0.890 26.428 *** Accept 0.791

H3.3 S ESS → S ESS 3 1.019 0.877 27.185 *** Accept 0.770

H3.4 S ESS → S ESS 4 0.983 0.889 28.644 *** Accept 0.790

H4 S EH → S EB 0.078 0.228 4.851 *** Accept

H5 S EH → S ESS 1.000 0.489 12.289 *** Accept
0.709

H6 S EB → S ESS 1.083 0.583 14.398 *** Accept

GOF χ2 = 1066.931 (df = 1065, p = 0.469), χ2/df = 1.003, GFI = 0.956, RMSEA = 0.002

GOF=goodness-of-fit; χ2/df =normalized chi-square; GFI=goodness-of-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H=employment hope; EB = employment barrier; ESS = economic self

-sufficiency.

4.2.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4.2.1.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Table 4.1을 보면 측정변수가 2개인 잠재변수들(S EH 2,

S ESS 3)의 CR이 0.7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측정변수(문항)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실제자료와는 다르게 생성된 자료에서는 잠재변수 S ESS 2와 S ESS 4에는 신뢰도와 타당

도에문제가없는것을확인할수있다.

4.2.2. 구조모형 평가 Table 4.2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면, χ2/df = 1.003과 RMSEA = 0.002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FI도 0.9보다 확실히 큰 값을 가짐으로 모형적합

이매우양호한수준으로보인다. 또한, 실제자료를사용했을때의결과와는다르게, 고용희망과고용장

벽 모두가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각각의 가설(H5, H6)에 대한 검정 결과가 유의하게 나옴을

볼수있다. 따라서고용장벽뿐만아니라고용희망역시경제적자활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4.3. 주성분분석 결과

4.3.1. 주성분분석 결과 Table 4.3은 고용희망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고용희망의 전체 변동량의 약

43%를 나타내는 제1주성분을 보면 고유값이 0.6으로 고용희망을 측정한 설문 문항들이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용희망의 전체 변동량의 약 13%를 나타내는 제2주성분을 보면, S EH 1의 측정설문 문

항인 S EH03, S EH04, S EH05, S EH06은 모두 약 −0.5의 고유값을 갖고 있고, S EH 2의 측정설문

문항인 S EH11, S EH15는 −0.008과 −0.028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고유값을 갖고 있고, S EH 3의

측정설문문항인 S EH17, S EH18, S EH19, S EH20은 0.05에서 0.09 사이의유사한고유값을갖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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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mployment hope using the simulated data

PC1 PC2

S EH03 0.685 −0.483

S EH04 0.663 −0.508

S EH05 0.679 −0.493

S EH06 0.659 −0.506

S EH11 0.567 −0.008

S EH15 0.545 −0.028

S EH17 0.687 0.080

S EH18 0.691 0.050

S EH19 0.683 0.063

S EH20 0.682 0.090

S EH21 0.669 0.446

S EH22 0.664 0.435

S EH23 0.665 0.463

S EH24 0.667 0.398

Total eigenvalue 6.081 1.772

% of variance 43.433 12.655

Cumulative % 43.433 56.088

PC = principal component; EH = employment hope.

Table 4.4.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mployment barrier using the simulated data

PC1 PC2

S EB10 0.631 0.081

S EB11 0.618 0.131

S EB12 0.645 0.110

S EB13 0.643 0.104

S EB15 0.631 −0.087

S EB16 0.686 −0.112

S EB17 0.616 −0.097

S EB06 0.601 −0.142

S EB18 0.586 −0.187

S EB19 0.623 −0.150

S EB01 0.706 −0.377

S EB02 0.704 −0.408

S EB03 0.698 −0.390

S EB04 0.697 −0.399

S EB08 0.723 −0.362

S EB22 0.681 0.470

S EB23 0.679 0.458

S EB24 0.662 0.486

S EB25 0.682 0.462

S EB26 0.673 0.459

Total eigenvalue 8.720 1.996

% of variance 43.598 9.979

Cumulative % 43.598 53.577

PC = principal component; EB = employment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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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using the simulated data

PC1 PC2

S ESS02 0.844 −0.347

S ESS08 0.847 −0.309

S ESS09 0.833 −0.352

S ESS10 0.839 −0.325

S ESS12 0.838 −0.328

S ESS01 0.817 0.380

S ESS04 0.819 0.354

S ESS13 0.821 0.384

S ESS14 0.814 0.355

S ESS07 0.806 0.031

S ESS11 0.800 0.034

S ESS03 0.819 0.052

S ESS05 0.815 0.044

S ESS06 0.817 0.076

Total eigenvalue 9.497 1.109

% of variance 67.834 7.920

Cumulative % 67.834 75.754

PC = principal component; ESS = economic self-sufficiency.

고, S EH 4의 측정설문 문항인 S EH21, S EH22, S EH23, S EH24는 모두 약 0.4 정도의 고유값을 갖

지고 있다. 따라서 각 하위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측정 설문 문항들이 잘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Table 4.4는 고용장벽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고용장벽의 전체 변동량의 약 44%를 나타내는 제1주성분

을 보면 고유값이 0.6∼0.7로 고용장벽을 측정한 설문 문항들이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용장벽의

전체 변동량의 약 10%를 나타내는 제 2주성분을 보면 고용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하위 잠재변수

별로측정문항들이잘묶여있는것을알수있다.

Table 4.5는 경제적 자활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경제적 자활의 전체 변동량의 약 68%를 나타내는

제1주성분을 보면 고유값이 0.8로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있다. 경제적 자활의전체변동량의 약 8%를

나타내는제2주성분을보면각하위잠재변수별로측정문항들이잘묶여있는것을알수있다.

4.3.2. 주성분회귀 결과 Table 4.6은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을 동시에 주성분 분석했을 때의 주성분

적재량이다.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의 전체 변동량의 약 26%를 설명하는 제1주성분을 보면 고유값이 고

용희망은 0.1 정도이고 고용장벽은 0.6 정도로 고용장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변

동량의 약 18%를 설명하는 제2주성분을 보면 제1주성분과는 반대로 고용희망의 고유값이 0.6정도이고

고용장벽은 −0.1 정도인것을알수있다.

Table 4.7과 Table 4.8은 종속변수를 경제적자활의 제1주성분점수로 하고, 설명변수를 고용희망과 고

용장벽을 동시에 주성분 분석했을 때의 제1주성분점수∼제5주성분점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제1주성분점수와 제2주성분점수의 p-값이 모두 0.000으로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1주성분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고용장벽과 제2주성분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고용희망이 모두

경제적자활에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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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for the employment hope and the employment barrier using the simulated

data

PC1 PC2 PC3 PC4 PC5

S EH03 0.177 0.662 −0.143 0.416 −0.122

S EH04 0.151 0.645 −0.205 0.411 −0.151

S EH05 0.159 0.659 −0.171 0.431 −0.124

S EH06 0.157 0.639 −0.134 0.443 −0.137

S EH11 0.161 0.545 0.062 0.023 −0.017

S EH15 0.192 0.514 0.051 0.071 0.030

S EH17 0.119 0.679 0.080 −0.019 −0.012

S EH18 0.115 0.683 0.024 0.003 0.010

S EH19 0.088 0.682 0.057 0.000 −0.013

S EH20 0.104 0.677 0.045 −0.047 −0.009

S EH21 0.178 0.645 0.130 −0.424 0.125

S EH22 0.151 0.646 0.063 −0.445 0.096

S EH23 0.150 0.648 0.082 −0.446 0.161

S EH24 0.204 0.637 0.043 −0.412 0.131

S EB10 0.628 −0.069 0.054 0.241 0.534

S EB11 0.612 −0.085 0.109 0.231 0.552

S EB12 0.633 −0.125 0.096 0.187 0.532

S EB13 0.639 −0.076 0.102 0.144 0.543

S EB15 0.621 −0.112 −0.076 −0.021 −0.112

S EB16 0.671 −0.152 −0.106 0.002 −0.110

S EB17 0.602 −0.136 −0.087 −0.028 −0.125

S EB06 0.601 −0.048 −0.137 0.016 −0.149

S EB18 0.572 −0.132 −0.183 0.030 −0.140

S EB19 0.608 −0.145 −0.143 −0.005 −0.154

S EB01 0.699 −0.097 −0.368 −0.135 −0.040

S EB02 0.696 −0.107 −0.388 −0.172 −0.044

S EB03 0.692 −0.095 −0.375 −0.163 −0.057

S EB04 0.688 −0.113 −0.383 −0.171 −0.049

S EB08 0.718 −0.084 −0.344 −0.160 −0.019

S EB22 0.669 −0.128 0.448 0.053 −0.198

S EB23 0.674 −0.080 0.446 0.029 −0.235

S EB24 0.655 −0.089 0.482 0.003 −0.231

S EB25 0.675 −0.099 0.458 0.014 −0.221

S EB26 0.668 −0.085 0.450 0.006 −0.210

Total eigenvalue 8.838 5.994 2.026 1.781 1.666

% of variance 25.995 17.628 5.959 5.239 4.899

Cumulative % 25.995 43.623 49.582 54.82 59.719

PC = principal component; EH = employment hope; EB = employment barrier.

Table 4.7. Analysis of variance table for the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of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n

the employment hope and the employment barrier using the simulated data

Source SS df MS F p R2 R2
adj

Regression 471.651 5 94.330 177.803 0.000 0.472 0.469

Error 527.349 994 0.531

Total 999 999

SS =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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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Result of the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of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n the employment hope

and the employment barrier using the simulated data

Model
Standardized

t p
95% CI for unstarndardized coefficient

coefficient Lower Upper

Intercept 0.000 1.000 −0.045 0.045

PC1 0.582 25.254 0.000 0.537 0.627

PC2 0.361 15.685 0.000 0.316 0.407

PC3 0.361 15.685 0.000 0.316 0.407

PC4 −0.009 −0.388 0.698 −0.054 0.036

PC5 −0.020 −0.856 0.392 −0.065 0.026

PC = principal component.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자활을 구성하는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이 미국의 저소득 구직자들의 경제적 자활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자료 분석을 고려하였다. 자료를 분석했을 때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결과에서는 고용희망이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나왔으나, 주성분분석의 결과에서

는 고용희망 또한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을 때, 고용희망과 경제적 자활의 하위 잠재변수들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잠재변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희망이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주성분분석을 통해 하위 잠재변수들

을구성하는측정문항들을주성분점수들로변환하여그주성분점수들로회귀분석을수행하게되면, 하

위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생잠재변수들이 내생잠재변수
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구조방정식 모형 방
법을사용하는것보다주성분분석방법을사용하는것이연구모형을보다더잘설명하는경우가있다고
할수있다.

원래 주성분회귀분석은 여러 설명변수들이 있을 때 그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때 시도해볼 수 있
는회귀분석방법이다. 그러나 SEM 분석을수행하였는데결과가제대로나오지않는부분이있어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PCR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PCR 결과에서

R2가 0.082 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고, PC1과 PC2의 회귀계수들이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본 논문에서 PCR 분석의 목적은 ESS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EH와 EB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

들이 ESS에영향을받는측정변수에어떻게영향을주는가를알아보는것이다. 이는 SEM 분석을통해

어떤잠재요인이 ESS를설명하는가에대해알아보는것과는같지않지만어느정도유사하게해석이가

능하다고볼수있다.

모의실험에서 자료를 생성시키고 그 자료를 분석했을 때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와 주성분 분
석의 결과 모두 심리적 자활을 구성하는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이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모형을 따르도록 생성시킨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자료와는 다르게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서측정모형의신뢰도와타당도에이상이없었고, 고용희망과고용장벽모두경제적자활에영향을미친

다는결과가나왔다고할수있다. 주성분분석의경우는모의실험결과와실제자료분석결과가같게나

왔기때문에자료에영향을덜받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실제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실제 자료가 모형을 잘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

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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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크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의실험에서는 실제 연구에서 사용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따르는 자료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두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각각의 결과가 제
대로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두 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그결과가어떻게차이가있고그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본 논문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주성분회귀분석을 비교하게 된 것은 심리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주성분회귀분석
을 수행함으로써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이유를 파악하고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

다. 실제로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에 대해서 각각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특정 하위 잠재변수

에서 측정변수들이 고유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분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이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본 논문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주성분회귀분석을비교한목적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추후에는 다른 여러 설문조사 자료 분석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시켜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하고, 모의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두 방법의 성능을 좀더 심층적으로

비교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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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의 복지제도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종종 사용되는 자활(self-sufficiency; SS)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

이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심리적 자활(phycological SS; PSS)를 구성하는 자립 의지 척
도(employment hope scale; EHS)와 인지된 고용 장벽 척도(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가 미

국의 저소득 구직자들의 경제적 자활(economic self-sufficiency; ESS)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
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문조사 자료는 주로 구조방
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변수의 개수가

많고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설문조사 자료를 SEM과 PCA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
다. 우리는 또한 PSS와 ESS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
다.

주요용어: 경제적자활, 구조방정식모형, 주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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