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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과 계 에  주로 활용 는 SPSS statistic(회귀 )과 조방정식  현하는 프로그

램  하나  AMOS 프로그램  각각 활용하여 동 한 에 하여 실  실시하 다. 실  결과, 회

귀계수 및 확 에  로 다  결과값  나 , 특히 매개효과 검정에  귀무가  각역 근처  확 값

( , t값 및 C.R.값  절 값  1.96 근처)  보 는 상황에  SPSS statistic(회귀 )에 는 매개효과가 는 반 ,

AMOS 프로그램( 조방정식)에 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 로 나타났다. 결 , 동 한 에도 하고 어떤 통

계프로그램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  결과값(특히, 측정 차가 클수록 결과값  크게 달라짐)  나  수  알 

수 다.

주제어 : 동 , SPSS statistic(회귀 ), 조방정식 , AMOS 프로그램,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same data through SPSS statistic(regression analysis) and AMOS 

program(structural equation model) used for cause and effect analysi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as as 

follows. The different outcome of coefficients and p-values were deducted. Especially, in the mediated effect 

testing, meanwhile, SPSS statistic(regression analysis) pictured mediated effect, AMOS program(structural 

equation model) did not picture mediated effect on the reject zone of null hypothesis(absolute t-value and 

C.R.-value were nearby 1.96). Eventually, this study showed that what program used determined the outcomes 

of coefficients and p-values(In particular, the outcomes were differentiated further in the increasing measurement 

error) though using the sa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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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

과 계를 밝히는 통계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통

으로 SPSS statistic(회귀분석모델)을 활용한 인 계

분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최근에는 구조방정

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한 복잡한 인

과 계 분석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은 강력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측

정변수를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찾아내고 이들 잠재변수

들 간의 인과 계를 가설검정 하는 것으로,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의 형태로 결합시켜 놓은 방정식이며, 모델 형

태의 에서 본다면 확인 요인분석은 측정모델

(measurement model)에 해당되고, 경로분석은 구조모델

(structural model)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먼 경로분석은 유 학자이면서 시카고 학교와

스콘신 학교 교수 던 Wright가 기니피그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논문[1,2,3]으로 발표하면서 최 로 사용

하 다. 경로분석은 기존의 통 인 회귀분석이 독립변

수는 다수여도 상 없으나 종속변수는 하나 여야 한다

는 제약을 극복하고 다수의 독립변수와다수의 종속변수

에 하여 한 번만의 분석을 하는 동시추정을 가능하게

하 다. 그런데 활용된 데이터가 설문데이터가 아닌 실

험데이터로 구성개념이 하나의 측정치로 완벽하게 측정

되어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하지 않는 다

는 통계 가정을 하고 있다.

한편, 실험데이터가아닌 설문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수의 측정변수가 존재하

며 이들 다수의측정변수를신뢰도분석(동질성 검정) 후

평균 등을 통해 단일항목화할 때 측정오차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Anderson, Rubin,

Joreskog가 1956년 1969년에 기존의 탐색 요인분석

과 차별화된 확인 요인분석을 개발, 측정오차 순수

한 구성개념인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개념을 도입하

여 경로분석의 단 (측정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통

계 가정 문제)을 보완하게 되었으며[4,5], 1970년 반

Joreskog(1973), Keesling(1972), wiley(1973)에 의해 경

로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이 통합되게 된다[6,7,8].

결국, 구조방정식모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 으로 사용되어 왔던 기법들을 변형하고 결

합하여 탄생한 것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은 기존의 통 인 회귀분석을 발

시킨 기법으로 확인 요인분석(측정모델분석)과 경로분

석(구조모델분석)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다 입

체 이며 기본 인 제조건 등에 있어서 SPSS statistic

을 활용하는 회귀분석과는 다른 근방법을 활용하고 있

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AMOS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델과 SPSS

statistic을 활용한 회귀분석모델의 회귀계수 유의확

률값이 차이가 날 수 밝에없으며 특히, 가설검정의 경우

귀무가설 기각역 근처의 유의확률값을 보이는 상황에서

는 각 방법이 동일한 가설에 하여서로 다른 결과(채택

기각)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SPSS(Sts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tatistic을

활용한 회귀분석모델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의 결과값

들을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히 매개효과 검정에서

귀무가설 기각역 근처 즉, t값(t분포로 정규분포 보다 두

툼한데 표본의 크기가 일정수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가

됨)과 C.R.값(정규분포를 가정)의 값이 1.96 근처에

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통계방법론이 상이한 결

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보

는 데 목 이 있다 할 것이다.

2. 론적 배경 

2.1  SPSS statistic  활용한 회귀

SPSS statistic을 활용하여 설문항을 가지고 인과 계

분석을 하기 해서는 먼 설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construct, 구성개념)을 제 로 측정하 는지

(unidemensionality, 동일차원성)를 확인하는 타당도

(validity)를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이라는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탐색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구조(상 계)를 조사

하고, 통계 효율성을 높이기 해 변수의 수를 이기

한 방법(차원감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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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요인의 계가 이론 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

거나 논리 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된다. 그

러므로 탐색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를 통한이론 배경

이나 논리 근거 신 테이터가 보여주는 결과 자체를

그 로 받아들이게 되므로(data driven) 이론 생성 과정

(theory generating procedure)[9]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설문항을 활용한 회귀분석(인과 계)에서는

구성개념이 단일항목화(평균 등을 통한) 되어야 하기 때

문에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뢰도가 어느 기 ( 를 들어, 크론바흐알 값 > .6)에

부합되어 평균을 통한 단일항목화를 하 다하더라도 신

뢰도가 100%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항목화 된

각각의 구성개념들은 측정오차를 일정부분 포함하게 되

는 것이다.

한편,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변수를

정제한 후, 이를 상으로 평균 등을 통한 변수계산으로

각각의 구성개념을 생성시킨 후,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인과 계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구성개념

들이 일정부분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구성개

념들 간의 인과 계 한 일정부분 측정오차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구성개념들 간의 인과 계 분석을 한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은 수집한 표본을 가장 잘 표 하는

하나의 회귀방정식을 찾아내어 모수를 추정하는 작업으

로, SPSS statistic에서는 잔차(측정값과 회귀방정식과의

차이)항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회귀방정식을 구하는 최

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활용한다.

한편, SPSS statistic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일반

으로 Baron & Kenny의 3단계 방법론[10,14,15]을활용

한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먼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으로 2단

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해야 하는데, 먼 독

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

미한 향을 미쳐야 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향 계에 있어서 1단계의 비표 화( 는 표 화)

회귀계수에 비해 3단계의 비표 화( 는 표 화) 회귀계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어들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며, 통계 으로 무의미하게 어들면, 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SPSS statistic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독

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독립변수별로 분석할 수도 있

고 독럽변수 모두를 활용하여분석할 수도 있다. 한 매

개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매개변수별로 분석할 수도

있다.

2.2 AMOS program  활용한 조방정식

구조방정식모델을 구 하는 로그램 하나인

AMOS 로그램은 SPSS statistic과는 다른 근방법을

활용한다. 먼 , SPSS statistic에서 사용되는 탐색 요

인분석에 응되는 확인 요인분석을 활용한다.

확인 요인분석은 구성개념(잠재변수)이 측정변수를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측정오차가 설명하도

록 하게 함으로써 구성개념은 측정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구성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탐색 요인분

석의 경우에는 모든 측정변수가 모든 요인과 연 되어

있고, 사후 으로 요인수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확인 요인분석은 분석 에 요인(잠재변수)의 수와 요

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

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확인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나

이론 배경의 논리 근거를 요시(theory driven) 하

기 때문에 이론 검증 과정[9](theory testing procedure)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확인 요

인분석이 완료된 후 추가 으로 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는 외에 모델 합도[x
2
(p), CFI, RMR,

RMSEA 등]도 악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SPSS

statistic과 동일)을 통해 변수를정제한 후, 구조모델분석

을 통해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악하게 된다.

그런데 SPSS statistic에서는 잔차항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최소자승법을 활용하는 반면,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는 일반 으로 연구자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

로 그 표본 데이터가 얻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을

구한 후 모수를 추정하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이 활용된다.

한편, AMOS 로그램을 활용하는 매개효과 분석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11,14,15]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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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스트래핑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 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상으로 재표본추출(resampling)을 통해 표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분포를모르는 상태

에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수의 분포를 생성시킨

후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트스트래핑을 활용하면

표본 데이터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서자유롭기 때문

에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난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게 사

용된다.

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의메트릭스에서 유의확률값으로 확인하는데, p <

.05 이면 5% 유의수 (95% 신뢰수 )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편, AMOS 로그램을 활용한 트스트래핑은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간 효과(독립변수에서 매개변

수로 가는 경로계수와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가는 경

로계수의 곱)에 한 유의확률값만을 보여주고 이 유의

확률값의 근간이 되는 C.R.값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 을

갖고 있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의 다른 구 로그램

인 Lisrel을 활용할 경우 두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AMOS 로그램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려 개일 경우(매개변수가 여래 개일 경우

포함) 기본 으로 독립변수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독립변수별로 는 매개변수별로도분석이가능하다.

2.3 회귀  vs 조방정식

SPSS statistic을 활용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종속변수가 하나여야 하는 제약이

있는 반면, AMOS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은

다수의 종속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 계를한번에 악

할 수 있고, 측정오차를 활용한 순수한 구성개념의 잠재

변수 간 인과 계를 악할 수 있는 외에, 총효과 간 효

과 등을 악할수 있는등 SPSS statistic을 활용한 회귀

분석에 실행할 수 없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결국, 구조방정식모델은 회귀분석이 발 된 기법으로

회귀분석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단일차원의 인

과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반면, 구조방정식모델은 매개변

수 등이 개입된 보다 복잡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 계분석에 활용도가 높다할 수 있다.

3. 연 형 및 실  결과 

3.1 연 형

본 연구에서는 경 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응

용되고 있는 Fishbein & Ajzen의 확장된 피쉬바인 모형

(extended Fishbein model)[12]을 응용하여 아래 연구모

형 [Fig. 1]을 설정하 다.

[Fig. 1] Model of study

즉, 컨설턴트의 지식, 능력 태도를 독립변수로 컨설

성과를 매개변수로, 컨설 재구매를 종속변수로 각

각 활용했으며 각각의 구성개념에 하여 3개의 설문항

을 이용하 다.

한편, 컨설턴트의 지식, 능력 태도가컨설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컨설 성과는 컨설 활용도

재구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도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통계 방법론

을 활용하여 상이한 결과값이 도출되는 과정을 비교분석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 가설을 따로 설정

하지는 않았다.

3.2 SPSS statistic  활용한 회귀

3.2.1 탐색적  및 신뢰도 

SPSS statistic을 활용한 탐색 요인분석<Table 1>

신뢰도분석<Table 2>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 측정변수의 수와 데이터의 수가 정한지를 알

알보는 KMO 지수(.918)가 일반 인 기 인 .8을 상회하

고 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p=.000으로 측정변

수들 간에 하나라도 상 계가 있다는 립가설이 채택

되어 본 데이터는 요인분석하기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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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탐색 요인분석 결과 각각 구성개념들의 집

타당도(요인 제값 모두 .7 이상) 별타당도(교차요

인 제값이모두 .5 이하)가 모두확보된것으로나타났다.

variables CAP. REP. KNO. ATT. PER.

cap2

cap3

cap1

.855

.805

.778

.218

.272

.260

.212

.310

.242

.159

.174

.268

.243

.134

.265

rep2

rep3

rep1

.247

.160

.260

.826

.809

.782

.165

.207

.210

.144

.213

.182

.197

.151

.219

kno3

kno1

kno2

.256

.202

.284

.168

.227

.257

.826

.795

.787

.182

.310

.170

.218

.151

.275

att1

att3

att2

.086

.300

.248

.151

.262

.207

.231

.190

.225

.856

.754

.740

.215

.267

.337

per2

per3

per1

.198

.219

.218

.261

.197

.167

.210

.237

.196

.214

.246

.425

.805

.782

.721

eigenvalue

% variance

% accrue

2.618

17.454

17.454

2.552

17.013

34.468

2.527

16.844

51.311

2.521

16.806

68.117

2.413

16.090

84.207

KMO=.918, Bartlett x2=2462.296, p=.000

<Table 1>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각각 구성개념에 한

체 크론바흐알 값이 일반 인 기 인 .6을 모두 상회하

고 있고 항목제거시 크론바흐알 값이 체 크론바흐알

값을 모두 하회하고 있어 변수 제거는 필요 없는 것으

로 단되어 모든 측정변수를 상으로요인별로 평균화

를 통해 구성개념을 생성(변수계산)하 다.

constructs variable
delet variable

Cronbach α

Cronbach

α

knowledge

kno1

kno2

kno3

.885

.853

.873

.910

capability

cap1

cap2

cap3

.897

.881

.913

.929

attitude

att1

att2

att3

.877

.840

.839

.897

performance

per1

per2

per3

.837

.831

.850

.887

repurchase

rep1

rep2

rep3

.821

.809

.855

.879

<Table 2>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3.2.2 회귀  및 매개효과 검정

SPSS statistic을 활용한 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정

<Table 3, 4> 결과는 아래와 같다.

constructs B β p VIF

knowledge

capability

attitude

.171

.194

.445

.191

.210

.458

.004

.001

.000

1.942

1.864

1.737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performance

Durbin-Watson 1.879, R
2
=.558, F=82.549(p=.000)

<Table 3> Result of regression

본 회귀분석은 다 회귀분석으로 먼 독립변수들 간

의 다 공선성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고, 잔차항의 독

립성도확보되어야회귀분석을할 수있다. 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

산팽창인자) 지수가 10 이하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

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ston 지

수가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879로 잔차항의 독립

성도 확보 되어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하기에 합하다.

한편, 독립변수인 컨설턴트 지식(.191/.004), 능력

(.210/.001) 태도(.458/.000)가 매개변수인 컨설 성과

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 계를 보이고

있어, 컨설턴트의 지식, 능력 태도가 높을수록 컨설

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컨설턴트 태도가 컨

설 성과에 가장 큰 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컨설턴

트 능력, 지식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컨설턴트의

지식, 능력 태도가 종속변수인 컨설 성과를 설명하

는 설명력은 55.8%이다.

결국, 매개효과 검정을 한 Baron & Kenny의 3단계

방법론 2단계가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검정을 한 Baron & Kenny의 1

단계와 3단계 검정을 하기 에 아래 <Table 4>의 하단

을 살펴보면, VIF 지수가 10 이하로 독립변수들 간의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ston

지수가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716로 잔차항의 독

립성도 확보 되어본 데이터는 회귀분석하기에 합하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추가 인 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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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B β p VIF

knowledge

capability

attitude

.187

.306

.213

.214

.339

.224

.004

.000

.002

1.942

1.864

1.737

knowledge

capability

attitude

performance

.158

.273

.138

.168

.181

.303

.145

.172

.016

.000

.065

.030

2.025

1.964

2.213

2.263

dependent variable: consulting repurchase

Durbin-Watson 1.716, R
2
=.671, F=41.85(p=.000)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독립변수인 컨설턴트 지식(.214/.004), 능력(.339/.000)

태도(.224/.002)가 종속변수인 컨설 재구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 계를 보여 Baron & Kenny

의 3단계 방법론 1단계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독립변

수인 컨설턴트 지식, 능력 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수인 컨설 성과가 종속변수인 컨설 재구매에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 계(.172/.030)를 보여

Baron & Kenny의 3단계 방법론 3단계가 충족되었는

바,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컨설 성과가 높을수록 컨설 재구매가 높게

나탔났고 독립변수인 컨설턴트지식, 능력, 태도 컨설

성과가 종속변수인 컨설 재구매를설명하는 설명력

은 67.1%이다.

다음으로 Baron & Kenny의 3단계 방법론 1단계와

비교해서 3단계에서 컨설턴트 지식(.187 → .158/.016)

능력(306 → .273/.000)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

고, 컨설턴트 태도(.213 → .138/.065)는 무의하게 감소

하야 컨설턴트 지식 능력이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 성과가 부분매개하고 있는 반면, 컨

설턴트 태도가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

성과가 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AMOS program  활용한 조방정식

3.3.1 확 적  및 집 , 별타당도

AMOS 로그램을 활용한 확인 요인분석 집

타당도<Table 5>, 별타당도<Table 6>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

들의 경로계수(표 화요인부하량, S.R.W.)가 일반 인

기 인 .7을 모두 상회하고 집 타당도를 검정하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값이 모

두 일반 기 인 .5 보다 크며, C.R.(construct reliability,

개념신뢰도)값 한 모두 일반 기 인 .7 보다 크기 때

문에 집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구성개념의 A.V.E.값이 상 계수 보다

크기 때문에 별타당도 한 확보되었다 할 수 있으며,

신뢰도 분석은 상기 SPSS ststistic과 동일하다.

variable R.W. S.R.W. Var. A.V.E. C.R.

kno1

kno2

kno3

.1

.989

.949

.854

.916

.865

.278

.142

.227

.782 .915

cap1

cap2

cap3

1

1.064

.953

.917

.915

.877

.130

.151

.186

.840 .940

att1

att2

att3

1

1.135

1.170

.806

.890

.887

.267

.167

.184

.734 .915

per1

per2

per3

1

1.049

1.018

.869

.849

.834

.174

.229

.244

.770 .910

rep1

rep2

rep3

1

1.003

.932

.867

.859

.798

.183

.198

.276

.764 .907

x
2
(p):.001, x

2
/df:1.55, GFI:.923, CFI:.982, NFI:.951, TLI:.976,

RMR:.026, RMSEA:.053

<Table 5>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ucts KNO, CAP. ATT. PER. REP.

KNO. .782

CAP. .690 .840

ATT. .659 .648 .734

PER. .670 .662 .786 .770

REP .632 .668 .623 .634 .764

<Table 6> Result of correlation, A.V.E.

한편, 체 측정모델의 모델 합도는 x2 검정(모델

합도지수 에서 유일하게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데 표

본의 수등에 따라 값이달라질수 있어 인 기 이

되지 못함) 만을 제외하고 모두 기 (x2/df ≤ 2 / GFI,

CFI, NFI, TLI ≥ .9 / RMR ≤ .05 / RMSEA ≤ .1)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 으로 모델 합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결국, 가설검정을 한 구조모델

분석이 가능하다.

3.3.2 조   및 매개효과 검정 

AMOS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모델 분석<Table 7>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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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weights B β p

knowledge→performance

capability→performance

attitude→performance

performance→repurchase

knowledge→repurchase

capability→repurchase

attitude→repurchase

.157

.159

.569

.173

.169

.161

.290

.186

.179

.547

.170

.197

.152

.322

.027

.029

.000

.153

.040

.185

.000

x
2
(p):.001, x

2
/df:1.55, GFI:.923, CFI:.982, NFI:.951, TLI:.976,

RMR:.026, RMSEA:.053

<Table 7> Result of regression

분석결과, 먼 컨설턴트지식(.186/.027), 능력(.179/.029)

태도(.547/.000)는 컨설 성과에 각각 정의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PSS ststistic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다음으로 컨설 성과는 컨설 재구매

에 향을미치지 못하는것(.170/.153)으로 나타나 SPSS

ststistic과 상이한 결과를 보 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지식(.197/.040) 태도(.322/.000)는 컨설 재구매에 각

각 정의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반면, 컨

설턴트 능력(.152/.185)은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SPSS ststistic과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 다.

한편, 모델 합도는 x
2
검정만을 제외하고 모두 기

(x
2
/df ≤ 2 / GFI, CFI, NFI, TLI ≥ .9 / RMR ≤ .05 /

RMSEA≤ .1)을 충족하고 있어 반 인 모델 합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확인 요인분석 즉, 측정모델과 구조모

델의 경우 자유도(120-40=80)가 동일한 동치모델

(equivalent model)로 동일한 모형 합도를 보이고 있다.

Indirect effect Knowledge Capability Attitude

Repurchase .254 .222 .186

<Table 8>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다음으로, 컨설 성과의 매개효과(간 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트스트래핑분석<Table 8> 결과, 독립변

수인 컨설턴트 지식(p=.254), 능력(p=.222) 태도

(p=.186)의 p값이 모두 .05보다 커, 컨설턴트의지식, 능력

태도가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

성과가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SPSS statistic과 구조방정

식모델의구 로그램 하나인 AMOS 로그램을 활

용한 결과 값의 비교<Table 9>는 아래와 같다.

regression weights
SPSS AMOS

β p t β p C.R.

knowledge→performance

capability→performance

attitude→performance

performance→repurchase

knowledge→repurchase

capability→repurchase

attitude→repurchase

.191

.210

.458

.172

.181

.303

.145

.004

.001

.000

.030

.016

.000

.065

2.88

3.24

7.32

2.18

2.42

4.11

1.85

.186

.179

.547

.170

.197

.152

.322

.027

.029

.000

.153

.040

.185

.000

2.20

2.18

6.31

1.43

2.05

1.32

3.43

<Table 9> Comparision of each result

분석 결과 경로계수와 유의확률값에서 두 방법은 모

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컨설 성과가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SPSS statistic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계를 보인 반면, AMOS 로그램에서는 유의미

한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컨설턴트 능력이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SPSS statistic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정의 계를 보인 반면, AMOS 로그램에서는

유의미한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태도가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SPSS statistic에서는통계 으로 유

의미한 계가 없는 반면, AMOS 로그램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두 통계 로그램이 서로 다른 근방법을 사용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단되며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특히, SPSS statistic에서는 컨설턴트 지식, 능력 태

도가 컨설 재구매에 미치는 향 계를 컨설 성과

가 매개하는 반면, AMOS 로그램에서는 매개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MOS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컨설 성과가컨설 재구매로가는경로계수(.170/.153)가

유의하지 않은 것(C.R.값이 1.43으로 95% 신뢰수 인

1.96을 약간 하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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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매개효과 즉, 간 효과는 독립변수(컨설턴

트의 지식, 능력 태도)가 매개변수(컨설 성과)로 가

는 경로계수(표 화 는 비표 화계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컨설 재구매)로 가는 경로계수(표 화 는

비표 화계수)를 곱한 것인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

는 경로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반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계수(.170/.153)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SPSS statistic에서는 독립변수(컨설턴트

지식, 능력 태도)가 매개변수(컨설 성과)로 가는 경

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할뿐더러, 매개변수(컨설

성과)가 종속변수(컨설 재구매)로 가는 경로계수(베타

=.172, p=.030)도 유의미하여(t값이 2.18로 95% 신뢰수

인 1.96을 약간 상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 계에 있

어서 t값(SPSS) C.R.값(AMOS)이 95% 신뢰수 의

임계치(1.96)에 가까우면 두 통계방법은 서로 다른 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특히나 AMOS 로그램을 활용하는 구조방정식모델

에서는 잠재변수가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SPSS statistic에서는 구성개념이 일정부분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AOMS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

델에서 더 정확한 구성개념 간 인과 계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측정오차가클수록 두 방법론은 크게

상이한 결과값(즉, 회귀계수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우와 무의미한 경우)을 보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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