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

http://dx.doi.org/10.14400/JDC.2016.14.9.111

조방정식모형에서  R  용한 부트스트랩 기반  

중매개효과 분석 방안에 대한 연

철 *, 최 돈**

립목포 학  경 학과*, 한 학  e-비 니스학과**

A Study on the Double Mediat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ng 

Models with Bootstrapping Using R

Cheolho Yoon*, Kwangdon Choi**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business, Hansei University**

  약 본 연 는 R  용하여 조방정식 에  매개 과  수행하는 방안  제시하고 다.  

해 본 연 에 는 매개 과  한 다양한 법들에 한 헌연  통해 트스트랩 법  매개 과

 수행하는  어  가  적합한 법  정하고, PLS 경  수행  지원하는 R 키지  plspm  용

하여 조방정식 링에  트스트랩 반  매개 과  하는 방안  개발했다. 결과  본 연 에 는 

시  상  한 매개 과 법과  R스크립트들  제시 었다. 본 연 는  SEM 키

지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조방정식 링에  매개 과  포함하는 연 들에  용하게 용  것

, 또한 연 들에게 R  용한 새 운 매개 과 법 제시  통하여 심도 는 연  한 반 지식  제

공할 것 다.

주제어 : 매개 , 트스트랩, R 프 그래밍, 조방정식 , 최 승법, plspm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approach to perform the double mediat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using the R.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s a variety of techniques for mediation analysis, selects 

the bootstrapping technique as the most suitable way for performing the double mediation analysis and develops 

an approach for the double mediat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ng models with the bootstrapping using the 

plspm which is the R package for the performing PLS path analysis.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studies 

including the double mediat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hich is not supported by most of 

SEM packages, also will provide the knowledge base for in-depth analysis through suggesting the new 

mediation analysis technique using R for th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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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개효과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

수로 알려진 변수들을 통하여 계의 기 가 되는 메커

니즘이나 로세스를 해명하고자 한 것으로 경 학을 포

함한 사회과학분야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명확하

게 악하기 해 범 하게 이용되고 있다[1]. 오늘날

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매개효과분석은 통 인 회귀분

석에 기반을 둔 인과단계 방안과 계수산출 방안(e.g.,

Sobel-Test) 등이 사용되어왔으나, 이들 방법들은 매개

변수의 측정오차를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개효과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의성의 문제 그리고 다

매개모형과 이 매개모형과 같은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2]. 상기와 같은 통 인

매개효과 분석 방안들에 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부트스트랩 방식은 매개변수의 측정오

차를 이고, 매개변수 효과의 비정규분포 문제 해결, 그

리고 이 매개와 같은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 할 수 있

는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3,4,5,6].

한편 최근 다수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통 인 회귀

분석 신에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7,8,9,10,11,12,13,14,15,16]. 구조방

정식 모델링은 개념들의 측정오차를 이기 하여 잠재

변수를 사용한다는 장 이외에도 매개변수들을 포함하

는 경로모형에 한 분석을 한번에 수행하는데 편리하다

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지

원하는 부분의 패키지들이 부트스트랩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충분한 기능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AMOS가 부트스트랩에 의한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제공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지

원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 매개분석은 불가능하며, 특

히 최근 AMOS와 같은 공분산기반의구조방정식모형에

비하여 상 으로 표본크기나 잔치분포에 한 요구사

항에 덜 엄격하여 탐색 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복잡한

모형을 분석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PLS 구

조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PLS Graph나 SmartPLS와

같은 소 트웨어의 사용이 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들 소 트웨어들은 간 효과에 한 정보조차도 제공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통계패

키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아직도 Sobel-test와 같은 다

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개효과 검증 방법들을 엑셀이

나 수작업을 통하여 부가 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한 도구로 실

무 인기를 끌고 있는 R을 이용하여 이 매개효과 분석

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

에서는 PLS 구조방정식모형 지원 R 패키지인 “plspm”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부트스트랩핑 기반으로

이 매개효과분석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

식모형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한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며, 특히 기존에 구조방정식 패키지들로는 분석이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이 매개효과 분석을 R이라는 새

로운 통계 환경을 통하여 유연하고 시각 인 분석을

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2. 적 배경

2.1 매개 과

매개효과분석은 [Fig. 1]과 같이 독립변수(X)와 종속

변수 사이(Y)에 매개변수(M)로 알려진 변수들 통해

찰된 계의 기 가 되는 메커니즘이나 로세스를 해명

하고자 한 것을 말한다. [Fig. 1]과 같은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직 인 향들인 a, b, c’를 직 효과(direct

effect)라 불리며, 독립변수(X)가 매개변수(M)을 재하

여 종속변수(Y) 향을 미치는 a×b를 간 효과(indirect

effect)라 부른다.

[Fig. 1] Simple Mediation Model

2.2 전통적  매개 과 법

통 인 매개효과 분석을 한 방안들은 (a) 인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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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causal steps), (b) 계수차이법(difference in coefficients),

(c) 계수산출법(product of coefficients)으로 구분된다

[17]. 첫 번째 기법인 인과단계법은 Baron and Kenny가

제시한 방안으로 매개효과가 있기 해서는 다음 단계들

의 조건들을 유지되어야 한다[2]. 1 단계, 단일회귀분석에

서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향 있어야 한다. 2단

계, 단일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X)가 매개변수(M)에

향이 있어야 한다. 3 단계, 단일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

(M)가 종속변수(Y)에 향이 있어야 한다. 상기의 3단계

의 조건들이 모든 만족이 되었다면, 4 단계에서 독립변수

(X)와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매개변수(M)가 모든 포함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4 단계에서 독립변수(X)가 종

속변수(Y)에 향이 없으면 완 매개효과이며, 독립변

수(X)와 매개변수(Y) 모두 종속변수(Y)에 모두 향이

있으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과단

계법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

는 하나 다음과 같은 약 들은 가지고 있다. 첫째, 실제

인 간 효과의 크기, 유의성의 수 과 같은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둘째, 여러 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이

매개효과모형에 용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X)

가 종속변수(Y)에 향이 있어야 하며, 모순된 매개

(inconsistent intervening) 모형들은 배제되어야 하는 제

약 조건들이 있다. 두 번째 기법인 계수차이법은 Judd

and Kenny가 제시한 방안으로 종속변수(Y)에 한 독립

변수(X)의 단일회귀분석에서의 경로계수(c)에서 독립변

수(X)와 매개변수(M)가 포함된 다 회귀분석에서의 종

속변수(Y)에 한 독립변수(X)의 경로계수(c’)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한 합리 인 방법

으로 평가 받지는 못한다[8]. 세 번째 기법은 계수산출법

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계수산출

법은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매개변수(M)를 통하여

종속변수(Y)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X)의 간 효과

에 한 경로계수를 직 산출하고 유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에서 간 효과의 경로계수는 매개변

수(M)에 한 독립변수(X)의 경로계수(a)와 매개변수

(M)에서 종속변수(Y)의 경로계수(b)의 곱으로 산출되며,

경로계수의 유의성 수 은 아래와 같이 간 효과(ab)를

표 오차(Sab)로 나 값을 정규분포(Z)를 통해 정된

다.

표 오차(Sab)는 최 테일러의 일차 근사법에 기반

한 다변량 텔타방식(multivariate delta method)을 사용

한 Sobel(1982)에 하여 제시되었지만, 오늘날은 테일러

의 이차근사법에 기반한 다변량 텔타방식(Aroian 1944)

에 의하여 경로계수들의 오차들(sa2sb2)을 반 한 다음

과 같은 수식이 주로 사용된다[19,20].

계수산출법이 인과단계법에 비하여 Sobel-test를 통

하여 매개변수효과 유의성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이 Sobel-test로 유의수 을 산출할 경우

실질 인 측정이 아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오차를 근

간으로 표 오차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의 측정오차를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개효과(ab)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가 높음에도 정규분포를 이

용하여 신뢰구간을 설정하는 모순, 그리고 다 매개모형

과 이 매개모형과 같은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수식의 복잡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2.3 다  매개 과   매개 과  

통 인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일반

으로 매개변수를 하나로 하는 단순매개효과(Simple

Mediation) 분석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으

로 독립변수(X)가 다수개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종속변수

(Y)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다 매개효과(Multiple

Mediation)는 [Fig. 2]의 외쪽과 같이 다수의 매개변수들

(M1,M2..,MJ)에 의하여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로 간

으로 향을 미치는 형태로 사회과학연구들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다[3]. 한 이 매개(double mediation)

는 [Fig. 2]의 오른쪽과 같이 매개변수들(M1,M2..,MJ)에

의하여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로 연속 으로 향

을 미치는 형태로 이 역시 사회과학연구들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1]. 특히 오늘날 경로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들에서는 독립변수(X)가 다수개

의 매개변수들을 경유하여 종속변수(Y)에 향을 미치

는 이 매개효과 분석에 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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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ltiple Mediation Model and Double 

Mediation Model

상기에서와 같이 다 매개효과(Multiple Mediation)나

이 매개(double mediation) 효과 분석을 하여

Sobel-test를 통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한 표 오차를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통 인 매개효과 분석 방안들에 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왔

으며. 매개변수의 측정오차를 이고, 매개변수 효과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 에 한 안으로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방법이 언 되고 있다. 부트스트랩

방식은 간 효과에 한 유의성 산출을 통하여

Sobel-test에 비하여 다 매개효과 분석이나 이 매개분

석에 비교 용이하고 향상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1]. 따라서 Hayes et al.는 부트스트랩 기법 기반으로

SPSS/SAS 매크로와 Mplus를 활용하여 이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웹사이트

((http://www.afhayes.com/spss-sas-and-mplus-macro

s-and-code.html)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5].

2.4 트스트랩 법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은 통 인모수 (parametric)

방식과 같이 모수에 한 추론을 한 방식으로 기존의

모수 방법에서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성을 갖는다는

가정하는 것에 반해 부트스트랩은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경험 인 분포를 형성하여 이를 근간으로 모수를 추정하

는 통계 기법이다[21]. 경험 인 분포를 형성하기 하

여 부트스트랩 기법에서는 표본자료로부터 그 표본크기

가 동일한 수의 부표본들을 수백번 복원추출(sampling

with replacement)하고 복원 추출된 부표본들을 가지고

추정치를 반복 추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은

경험 분포를 생성하고, 이러한 경험 분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기 Lisrel과 같은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로그램들이 상 행렬을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트스트랩 기법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원시자료를 사용

하는 PLS-Graph (Chin, 2003)나 SmartPLS (Ringle et

al., 2005)와 같은 PLS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패키지

들에서는 처음부터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하여 경로계

수 의 유의성을 평가하도록 권고되어 왔다[22,23]. 최근

의 AMOS나 Mplus와 같은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로그램들에서도 원시자료를 직 입력하는 방

식을 통하여 부트스트랩핑을 통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통계 유의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비록 최근의 부분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로그램

들이 부트스트랩핑을 통하여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

나,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개별경로들에 한 간

효과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AMOS의 경우 다 매

개분석을 한 체간 효과(total indirect effect)에

한 통계 유의성 정보는 제공하지만 개별간 효과

(specific indirect effect)와 한 통계 유의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 매개효과에 한 분석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한 SmartPLS의 경우 모든 부표본에

한 부트스트랩핑 작업결과 제공을 통하여 수작업에 의한

이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서는 많은 지

식과 수많은 엑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복잡한 수학 , 통계 차를 스크립트를 통

하여 자동화 할 수 있는 R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서 이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델링 소 트웨어 유일하게

Mplus가 이 매개효과 분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 으로 패키지 구입의 문제 과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고 있다.

2.5 R  용한 통계

R은 통계 그래픽을 한 로그래 언어이자 오

소 트웨어 환경으로 패키지 개발이 용이하여 최근

통계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R로 개발

된 패키지들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하에

무료로 배포되어 일반인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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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 소스 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직 R을 사용한

응용 패키지를 생산하고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하여 패키지 유통 장소인 CRAN(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을 운 하고 있다.

R은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실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최

근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

R이 SPSS나 AMOS와 같은 고가의 통계패키지를 신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다양한 최신 통계분석 데이터

마이닝 기능들이 지속 으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며,

특히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패키지들이 속속 개

발되어 발표되고 있어 의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

에서의 연구는 물론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도 그 활용성

이 높아 가고 있다.

3. 조방정식 에  트스트랩 근간

매개 과  방안 

본 연구는 다양한 장 들은 가지고 있는 R을 이용하

여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부트스트랩 기반의 다 매개

효과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1 조방정식   한 R 키지 정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공분산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비하여 표본크기나 잔차분포에 한 요구사항

에 덜 엄격하여 탐색 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복잡한 모

형을 분석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따라서

최근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들이

경 학을 시한 제반 사회과학 역에서 증하고 있는

실정이다[25]. 본연구에서는PLS 경로분석(Path Modeling)

을 지원하는 R 패키지인 “plspm”을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용으로 사용한다. Sanchez가 개발한 “plspm”은 PLS

경로분석을 지원하기 한 R 패키지로 다른 R 패키지들

과 같이 무료 통계소 트웨어이며, 다른 패키지들과 연

계하여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R이라는 하

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26]. 한

스크립트(script)형태의 언어인 R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시 요구되는 신뢰도 평가, 타당도 평

가와같은 차에 한 자동화는 물론 본 연구와 같이이

매개효과 분석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엑셀처리와

같은 수작업 없이 로그램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해 “plspm”을 기본 R 패키

지로 사용한다.

3.2 트스트랩  용한 다 매개 과 방법

추정치의 유의성을 평가를 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하

는 방법은 표본추출 분포가 정규분포 는 t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매개효과 분석을 한 간 효

과의 추정치의 경우 통계 가정 하에 추정된 것이 아니

라 주어진 자료로부터 계산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기법이 제시

되고 있다(허원무 2013).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한 구조

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 분석 차 다음과 같이 제

시될 수 있다.

1단계: 표본자료로부터 그 표본크기 n과 동일한 수의

표본자료를 k번 복원 추출한다.

2단계: 복원 추출된 부표본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k번 수행한다.

3단계: 다 매개효과분석을 한 경로에 하여 간

효과를 k번 계산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경험

분포를 생성한다.

4단계: 원표본에 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수행하

여 평가를 한 간 효과를 산출한다.

5단계: 경험 분포를 근간으로 간 효과의 유의성 평

가를 한 신뢰구간을 설정한다.

6단계: 신뢰구간에 근거하여 간 효과에 한 유의성

을 평가한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분석에서 간 효과의

추정치들은 경험 분포를 생성하기 한 기 자료로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론 배경에서 설명되었듯이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간 효과 추정치는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경로계수들의 곱으로

산출된다. 를 들어 [Fig. 3]과 같은 매개변수가 3개

(M1,M2,M3)인 이 매개모형의 경우 간 효과는 각 경로

들의 곱인 f = a × b × c × d 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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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ltiple Mediation Model

간 효과 유의성 평가를 한 신뢰구간은 3가지 종류

로 설정이 가능하다. 표 오차를 근간으로 한 정상분포

신뢰구간과 부트스트랩 결과의 경험 분포에 한 백분

율을 이용한 퍼센타일(Percentile) 신뢰구간과 추정치가

편향되었을 때 백분율에서 이를 보정하는 편향-보정된

(Bias-corrected, BC) 신뢰구간을 사용할 수 있다.

3.3 조방정식 에  개별 경  다

    매개 과 방안

최근의 부분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로그램들이 부

트스트랩핑을 통하여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개별경로들에 한 총 간 효과

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 매개효과 분석

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록된다. 즉, 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서

는 분석하기 한 경로에 포함되는 모든 매개변수들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직된 패키지의 구조상 이러한 것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반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그래 이론(Graph theory)

을 이용하여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부분을 개선하고자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두 지

간의 모든 경로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에 한 설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두

변수간의 모든 개별 경로들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이들에

한 다 매개효과 분석을 한번에 모두 실행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한다.

4. R  용한 조방정식 에  

   매개 과 방안 적용

4.1 매개 과  한 비  

R에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련 R 패키지 설치 라이 러리 설정과 분

석모형에 한 구조방정식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련 R

패키지는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plspm 패

키지, 부트스립랩핑을 통하여 생성된 경험 분포에

한 정상분포 신뢰구간, 퍼센트일(Percentile) 신뢰구간과

편향-보정된(Bias-corrected, BC) 신뢰구간 검증을 지원

하는 bmem 패키지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모

든 매개경로를 도출하기 해 그래 이론을 지원하는

igraph 패키지가 필요하다.

plspm 패키지를 통하여 구조방정식모형 설정을 해

서는 우선 1) 분석을 한 설문자료를 R로 불러들이고 2)

잠재변수들간의 계를 행렬로 설정하며 3) 잠재변수와

련된 측변수들을 정의하고 4) 측변수의 형태(조형

는 반 지표) 설정을 통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한

다(윤철호 김상훈 2015 참조).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내

의 변수들 간의 이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사

에 다음과 같은 plspm 패키지 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pls_sem = plspm(pls_data1),pls_path2),pls_blocks3),

modes = pls_modes4),scheme="path")

1) pls_data: 설문자료
2) pls_path: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행렬
3) pls_blocks: 잠재변수와 측변수 계
4) pls_modes: 측변수 형태

4.2 본 료  k번 복원 추출 및 조방정식 

링 실행

이 장에서 제시된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한 구조

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1단계와 2단

계는 표본자료로부터 그 표본크기 n과 동일한 수의 표본

자료를 k번 복원 추출한 후 복원 추출된 부표본들을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k번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A Study on the Double Mediat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ng Models with Bootstrapping Using 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7

하여 R에서 표본자료를 임의로 복원 축출하기 해 임

의 샘 링을 지원하는 sample( ) 함수와 구조방정식 모

델링을 k번 실행하기 해 R 스크립트 구문인 for 문과

같은 반복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 한다.

B = 500 # 부트스트랩핑 횟수 설정

for (i in 1:B) {

# 샘 링

pls_data_s5)=pls_data[sample(nrow(pls_data),row_no,re

place=TRUE),]

# 부표본들에 한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실행

pls_pls_s = plspm(pls_data_s, pls_path, pls_blocks,

modes = pls_modes,scheme = "path")

result = rbind(result, pls_pls_s$effect6)

}

5)pls_data_s: 설문자료에 한 부표본
6)pls_pls_s$effect : 부표본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경로

계수(직 효과)의 결과

샘 링 횟수를 설정(B = 500)하고 sample( ) 함수를

이용하여 부표본(pls_data_s)을 산출한 후 부표본들에

한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샘 링을 설정횟수만큼 반

복 실행하다. 이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경로계수들의

결과(result)를 축 보 한다.

4.3 간접 과들에 한 경험적 포 생  

다 매개효과분석을 한 경로에 하여 간 효과를

k번 계산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경험 분포를 생성하는

3단계는 이 에 산출된 부표본들의 경로계수들의 결과

(result)를 근간으로 직 효과 값들에 한 곱을 통해 간

효과 값들은 계산한 후 이들로 구성된 경험 분포를

생성한다.

#부표본들의 결과들 값을 근간으로 경로에 한 간

효과 값 계산

for (i in 1:nrow(id_path)) {

cn = 1

i_paths = 1

for (j in 1:ncol(id_path) ) {

if (is.na (id_path[rn,cn]) == FALSE)

{

i_paths7)=i_paths*subset(result,result[1]==id_path[rn,cn]

)[2]

cn = cn +1 }

}

all_i_paths = cbind(all_i_paths, i_paths)

rn = rn + 1

}

all_id_paths = cbind(all_i_paths,

rowSums(all_i_paths[2:nrow(id_path)]))

7)i_paths: 간 효과

# 간 효과 값들 추출 경험 분포 생성

indirects = all_id_paths[rn+1]

nindirects8)=as.numeric(unlist(indirects))

8)indirects: 간 효과들의 집합(경험 분포)

4.4 매개 과  한 경 에 한 

    간접 과 산출

이 에 생성한 경험 분포를 가지고 이 매개분석을

하기 해서는 4단계의 원표본을 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수행하여, 이 매개효과 분석평가를 한 원표

본의 간 효과를 산출하는 다음과 같은과정이 필요하다.

#원표본을 상으로 한 PLS 모델링 실행

pls_pls = plspm(pls_data9), pls_path,pls_blocks,

modes=pls_modes, scheme="path")

9) pls_data: 원표본자료

#원표본의 간 효과 값 추출

org_indirect10) = org_indirect *

as.numeric(unlist(subset(pls_pls$effect, relationships

== id_path[rn,cn], direct)))

10) pls_data: 원표본자료



조방정식 에  R  용한 트스트랩 반  매개 과  방안에 한 연

1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Sep; 14(9): 111-121

4.5 신뢰 간 정 및 간접 과에 한 

평가

5단계 간 효과 유의성 평가를 한 신뢰구간을 설정

과 6단계의 신뢰구간에 근거한 간 효과에 한 유의성

에 한 평가는 4단계에서 추출된 원표본을 상으로 한

간 효과에 한 유의성 평가로서 신뢰구간 설정과 평가

는 정상분포 신뢰구간, 퍼센트일(Percentile) 신뢰구간과

편향-보정된(Bias-corrected, BC) 신뢰구간 설정 검

증을 지원하는 bmem 패키지의 bmem.ci.norm( ) 함수,

bmem.ci.p( ) 함수 그리고 bmem.ci.bc( ) 함수를 이용한

다. 각 함수들에 입력 값들로 경험분포인 이 에 산출한

부표본들의 간 효과 값들(indirects), 원표본의 간 효과

값(org_indirect) 그리고 신뢰구간의 임계값( 95%)을 포

함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정상분포를 이용한 CI(계수값 +1.96*SE)

n_CI = bmem.ci.norm(indirects, org_indirect, cl=.95)

#percentile 95% CI

p_CI = bmem.ci.p(indirects, org_indirect, cl=.95)

#bias-corrected 95% CI

bc_CI = bmem.ci.bc(indirects, org_indirect, cl=.95)

최종 으로 bmem.ci.norm( ) 함수, bmem.ci.p( ) 함수

그리고 bmem.ci.bc( )로 통하여 산출된 결과값들을 매트

리스로 생성하여 이후 표형태로 보여 다.

#산출결과를 표로 보여주기 한 매트리스 생성

CIs = c(n_CI, p_CI[3:4], bc_CI[3:4])

CIs = list(round(CIs,3))

ACIs = c(ACIs, CIs)

4.6 조방정식 에  매개 과  실행

시

아래 [Fig. 4]의 시모형은 윤철호 등(2014)의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성과모형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

으로 볼 수 있는 이 의 매개변수들이 포함된 연구모

형이다[27]. 본 시모형은 독립변수인 회원들 간의 신뢰

(TIM)와 종속변수인 랜드의 충성도(BL)간에는 4개의

개별 인 경로가 존재하고 이들에 한 이 매개효과는

상기에서 제시된 R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Fig. 4] Sample of Double Mediation Model

[Fig. 4] 의 시모형을 PLS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정

하고 TIM을 독립변수로 와 BL를 종속변수인 설정 후 이

장들에서 제시된 이 매개분석을 한 방안들을 용

한 R 스크립트1)를 실행하면 [Fig.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5]에서 보이는 와 같이 독립변수인 TIM

과 종속변수인 BL 간의 경로는 4개가 존재하며 이들에

한 개별 인 이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경로계

수(Path coefficient)와 정상분포(Standard normal), 퍼센

트일(Percentile) 신뢰구간과 편향-보정된(Bias-corrcted)

신뢰구간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일반 으로 편향-보

정된 신뢰구간이 사용되는 것이 권고되므로 이를 기 으

로 평가하면 첫번째 경로(TIM→I ND→ CP→ BT→ BL)

와 두번째 경로(TIM→ IND→ CP→ BL)가 편향-보정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경로계수가 신뢰구간에

포함되고 있어 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Fig. 5] Result of Double Mediation Effect Analysis

1) R스크립트(http://ssra.or.kr/mediation.r)  시 터

(http://ssra.or.kr/pls_data.csv)다운 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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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최근 다수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통 인 회귀분석

신에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개념들의 측정오차를

이기 하여 잠재변수를 사용한다는 장 이외에도 다

수의 매개변수들을 포함하는 경로모형에 한 분석을 수

행하는데 편리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부분의 패키지들이 변수들

간의 직 효과 분석에 을 맞추고 있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충분한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의 측정오차를 이고, 매개변수

효과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 에 한

안으로 최근 부각되는 부트스트랩 기법을 기반으로 R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기법들과 부트스트랩 기법에 한 문헌연구를 통하

여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 분석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질 으로 R 명령

어들로 구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R

명령어 내용들은 R이 스크립트 언어라는 특성을 이용하

여 매크로 형태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특히 그래픽과 같

은 기능들과 결합하여 시각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아울러 그래 이론을 기반하여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 모든 경로를 도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이

매개효과 분석시 다소 번잡스러울 수 있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부분을 개선시키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 매개효

과 분석을 한 기능은 기존의 부분의 구조방정식 모

델링 패키지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으로 연구자들

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능을 이용하여 최근 더욱더 복

잡해고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개별 경로들에 한 세

한 분석을 통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무료소스인 R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패키

지에 의존 인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창의 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웹사이트(http://ssra.or.kr)

에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R 스크립트 체와 시데

이터를 첨부하여 연구자들이 실질 으로 분석하고 수행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본 연구가 이 매개효과 분석을 한 방안을 제

시하고 세부 인 R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R에 익

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모

든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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