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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임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효과를 검증하는 모형들의 통합을 소개하였다. 두 효과 모형의 비교를 통해서 각

각의 효과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의 차이점을 논의하였고, 각각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선행연구 논의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두 효과 모형들을 검증하는데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겪는 실수(mistakes)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s) 및 통계적 모형(statistical models)의 차

이를 설명하였다. 셋째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significance tests)을 실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검

증하는 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모형들을 통합하는 조건화 과정 모형(conditional process 

models)을 소개하였다. 조건화 과정 모형의 틀 아래에서 매개된 조절효과(mediated moderational 

effects)와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al effects)의 통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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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의 주요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조절효과모형 및 매개효과

모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2014년도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에 출판된 총 47편의

양적연구 논문들 중에서 29편(61.7%)이 조절효

과 혹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분산분

석, 회귀분석, 혹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

고 있다. 조절효과 혹은 매개효과의 왕성한

활용은 두 효과모형들이 임상심리학에서 제기

되는 주요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적

절한 통계모형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

반적으로 조절효과의 검증에서는 변수들 간

의 관계(혹은 효과)의 집단차이를 검증함으

로써 관계의 일반화(Generalization) 혹은 구체

화(Specification)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Mackinnon, 2008; 예, 김인혜, & 이영호, 2014; 

이종선, 강민철, & 조현주, 2012). 이에 반해서

매개효과의 검증에서는 여러 변수들 간의 관

련성의 형태(Pattern)를 검증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메커니즘(Mechanism)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Baron & Kenny, 1986; 예, 김민주, & 

하은혜, 2013; 김현지, & 권정혜, 2012). 두 효

과모형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 및 기본 가정을 비롯하여 선행연

구의 고찰 및 통계적 가설 검증의 절차 또한

다르다(서영석, 2010).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두 모형들의 개념 및 통계 모형의 검증 절차

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

과 및 매개효과의 개념적 정의 및 통계적 정

의를 비롯하여 통계적 검증 절차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통계적 검증 단계

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수들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임상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는

두 효과모형이 통합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Muller, Judd, & Yzerbyt, 2005) 두

효과모형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

는 조절된 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에 대

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1) 이에 덧붙여서 본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보다는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활용하는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토의되는 다양

한 논의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조

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이민경, & 

김은정, 2013)에도 적용가능하다.

조절효과

조절효과의 정의

조절변수(Moderator)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의 강도(Strength)나 방향(Direction)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예측변수가 준거변

수와 가지는 관련성의 강도나 방향이 변화되

는 경우 조절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예측변수와 준거변수와의 관계에서 조절변수

가 포함됨으로써 두 변수들 간의 관계에 변화

가 발생되는 경우에 조절효과가 발생한다. ‘1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가지는 관련성)+1(조

1)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통계 모형들은 Andrew F. 

Hayes에 의해서 제공되는 PROCESS 2.13에 의해

서 간단하게 실시될 수 있다. PROCESS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활용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http://www.processmac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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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변수가 준거변수에 가지는 관련성)’의 결과

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α’가 발생하는 경

우에 ‘+α’2)를 조절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조절효과의 검증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3). 일반적으로, 두 통계 모형들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모형들이 기초하

는 가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통계 모형들은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

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3). 그럼에

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은 예측변수가 수치형

변수 혹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 사용되는 반

면에 분산분석은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만 활용가능하다3). 특히, 분산분석에서

의 조절효과의 검증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s)의 검증으로 불리며 활용되고 있다4)(박

광배, 2003).

2) 조절효과를 ‘+α’라고 칭하고 있지만, 조절효과는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가지는 관련성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분산분석은 실험자료에 기초하여 집

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반하여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귀분석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서 분

산분석은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회귀분석은 인과

관계를 검증할 수 없다고 것은 부정확 할 수 있

다. 인과성 검증은 활용되는 자료의 차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것이지 분석에 적용된 통계 모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덧붙여, 조

사자료의 분석에 분산분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된다.

4) 분산분석을 활용한 상호작용효과의 검증절차와

동일한 방식이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의

검증에도 활용된다. 

조절효과의 검증 및 활용에서 많은 연구자

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절효

과의 개념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의 차이를 꼽

을 수 있다(Hayes, 2013). 보다 구체적으로, 개

념적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인 Z가 예측변수인

X와 준거변수인 Y의 관련성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그림 1의 (a) 

참조). 이에 반해서, 조절효과의 통계적 모형

에서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가 준거변수의 변

화를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이 추

가적으로 투입된다. 조절효과의 통계적 모형

에서는 준거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총 3개의 예측변수(즉, 예측변수, 조절변수, 예

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가 사용된다

(그림 1의 (b) 참조). 준거변수의 변화를 예측

하는 중다회귀모형에서 예측변수와 조절변수

이외에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명량의 증가를 조절효과로 해석한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3).

조절효과의 통계적 모형을 바탕으로 조절효

과를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은 조절효과의 통계적 모형과 일관

되게 3개의 예측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식

1>의 항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절효과가 의

미하는 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 1>을 예측변수를 포함한 항과 그렇지 않

은 항으로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2)

<식 2>의 우측 항은 2개의 요소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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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예측변수인 x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

(즉, 예측변수 x의 관점에서는 절편으로 간주

될 수 있음)와 예측변수인 x를 포함하는 부분

(즉, 예측변수 x의 관점에서는 기울기로 간주

될 수 있음)으로 구분된다. 특히, 조절효과와

관련된 것은 우측 항의 두 번째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를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기울기(예측변수 x의 1단위 변화와 관련된

준거변수 y의 변화량) =           (3)

<식 3>은 예측변수 x의 1단위 변화와 관

련된 준거변수 y의 변화량이 제3의 변수인 조

절변수 z에 의해서 조정됨을 보여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3). 그러므로 의 통

계적 유의성과 부호에 따라서 조절효과를 해

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예측변수 x가 준거변수

y와 가지는 관련성은 조절변수 z의 수준에 관

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에 반하여,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는 예측변수 x가

준거변수 y와 가지는 관련성이 조절변수 z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짐을 의미한다. 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도 의 부호에 따라

서 서로 다른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가 정적인 부호를 가진 경우

에는 조절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에 예측변

수 x가 준거변수 y와 가지는 관련성은 만큼

증가한다. 이에 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 부적인 부호를 가진 경우에는 조절변수

가 1단위 증가할 경우에 예측변수 x가 준거변

수 y와 가지는 관련성은 만큼 감소한다. 

<식 1> 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서 서

로 다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는 예측변수인 x와 준

거변수인 y의 관련성의 크기나 방향이 일관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x와 y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혹은 작은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경우에는 예측변수인 x와 준거변수인

y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하여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일반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의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은

(a) 개념적 모형 (b) 통계적 모형

그림 1. 조절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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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귀분

석에서 조절효과는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관련성이 제3변수인 조절변수 z의 수준에 따

라서 변화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이 비일

관된(inconsistent) 연구 결과를 보일 경우에는

조절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

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상사건과 PTSD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

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외

상사건의 경험이 PTSD의 선행요인임이 지지

된다(권용철, 유성은, 2013). 몇몇의 선행연구

들에서 외상사건의 경험과 PTSD 간의 관련성

이 지지되는 반면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외상

사건의 경험과 PTSD 간의 관련성이 지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두 일

련의 연구들의 차이점을 요약해주는 변수(예,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차이, 맥

락변수의 수준의 차이)를 가정하고 요약해주

는 변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즉, 비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선행연구들 요약하고 구분해 줄 수

있는 조절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덧

붙여서, 조절변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임상심

리학의 다양한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요약해

주는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활용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메타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요약해 주는 효과크기(Effect Size) 혹

은 상관의 평균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분산이

보고된다(Hedges, & Olkin, 2014). 특히, 효과크

기 혹은 상관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다양한

수준의 효과 혹은 관련성의 크기를 보이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서, 연구자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관련성이 조절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주요

한 연구목적인 경우도 존재한다(MacCallum, & 

Austin, 2000). 예를 들어,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2가지 경우의 발

생이 가능하다. 첫째,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

과가 집단(예, 남성 vs. 여성)별로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이다. 성별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함

으로써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가 성별에 따

라서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둘째, 심리치

료프로그램의 효과가 집단(예, 남성 vs. 여성)

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심리치

료프로그램의 효과에 성차가 발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주효과

(main effect)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심리치료프

로그램의 효과가 일반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보다는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영가설(Null Hypothesis)에 중점을 둔다.

조절효과의 유의도 검증

준거변수의 설명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

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

에 포함시킨다. 회귀모형에서 예측변수로 추

가된 상호작용항으로 인하여 증가된 설명량의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하여 조절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할 수 있다.

평균중심화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

는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측변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인

하여 회귀계수의 과소추정과 표준오차의 과대

추정이 발생할 수 있다(Cohen, Cohen, W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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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en, 2013). 특히, 조절효과의 검증에서 사용

되는 상호작용항은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써,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와 불필요한

(Uunnecessary) 다중공선성이 발생한다(Aiken, 

West, 1991).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들이 상호작

용항과 불필요한 다중공선성을 보일 경우에

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다중공선성을 제거할 수 있다5). 평균

중심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측변수와 조절

변수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값을 빼준다. 예측

변수와 조절변수에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이후

에, 평균중심화가 이루어진 변수들 간의 곱으

로 상호작용항을 만든다. 다만 평균중심화를

실시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평균

중심화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귀

분석에서 투입되는 변수가 범주형(categorical 

variable)인 경우에는 연구가설의 형태에 따라

서 더미코딩(dummy coding)이나 효과코딩(effect 

coding)6)으로 변환되어 회귀분석에 사용된다

5) Aiken과 West(1991)에 따르면, 상호작용항과 예측

변수 혹은 조절변수 간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른다.    
    .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이후에 새로운 예측변수와

조절변수 값의 평균은 0이 된다. 결과적으로 평

균중심화를 실시한 이후에는 상호작용항과 새로

운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공분산이 0이 되어, 

조절효과의 검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

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6) 범주형 자료에서는 변수에 부여된 숫자는 집단

이 다름을 의미한다. 변수들에서 숫자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에 따라서, 범주형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에

서 기울기의 값을 유의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서 변수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

우에 사용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더미코딩

(Dummy Coding)이다. 즉, 더미변수의 속성을 가

(Cohen, Cohen, West, & Aiken, 2013). 더미코딩

이나 효과코딩에서 부여된 숫자들 자체가 의

미가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가 실시할 경우

에는 더미코딩이나 효과코딩에서 부여한 의미

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더미코딩이

나 효과코딩를 활용하여 범주형 자료를 변환

한 경우에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

균중심화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일반적

이다(Hayes, 2013). 결과적으로, 조절효과를 검

증하는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연속변

수인 경우에만 평균중심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에서 사용되

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들의 평균중심화는 상

호작용항과 다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장점

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 추정

되는 절편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상은 절편이 예측변수의 값이 0을 가질 때 기

대되는 준거변수의 기댓값이다. 하지만 예측

변수의 값이 0인 경우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

으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편을

해석하지 않거나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평균중심화가 실시된 이후에는 절편 값이 의

미하는 것에 변화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평

균중심화를 실시한 이후에는 절편이 예측변수

와 조절변수의 값이 집단의 평균일 경우에 예

측되는 준거변수의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값

은 실용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균중심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지고 있는 경우에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변수를 변환시켜준다. 더미변수로 변경한

경우에는 더미변수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의미하

는 것은 더미변수의 유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

단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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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ayes, 2013).

위계적회귀모형

일반적으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

증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항을 중다

회귀분석의 예측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증가되

는 설명량에 기초한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3). 결과적으로,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의 틀을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다. 모형 1

에서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를 회귀모형의 독

립변수로 투입하고 준거변수의 설명량을 추정

한다. 모형 2에서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독립변수로 투입되고 준

거변수의 설명량을 추정된다. 두 회귀모형의

설명량의 차이는 분자의 자유도가 1이고 분모

의 자유도가 사례수인 F분포를 따른다.

 
  

 ∼  7)      (4)

일반적으로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위계

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지만, 표준회귀분석이

사용 될 수도 있다. 표준회귀분석에 기초한

<식 1>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활용

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할 경우에는 의 유의

확률에 근거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의 변화량에 대한 유의

확률과 표준회귀분석의 에 대한 유의확률은

7) <식 4>에서 F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

여 계산될 수 있다.

    mod
 mod

 mod mod
. 

  이와는 별도로, SPSS의 회귀분석 중 입력방식

(Enter)을 활용거나 Hayes의 Process 메크로를 활용

하여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의사결정을 지지한다. Hayes(2013)와 같

은 연구자들은 조절효과의 검증에 위계적 회

귀분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

절효과를 검증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위

계적 회귀분석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조절효과의 검증에서 위계적 회귀분석

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회귀모형에서

의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만을 포함한 기초 모

형의 설명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통제변수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때, 위

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중의 다른 하나는 조절효과의 검증에

서 오염변수(공변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기 이전

에 통제변수(공변인)만을 회귀모형의 독립변수

로 투입하고 준거변수의  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모형으로 설정함으로써 공변수의 효과를

통제한다. 기초모형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예

측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한 이후에  의 변화량을 추정하고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통제

변수의 역할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준거변수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변수와 모형 내의 다른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항을 만들지 않는다.

조절효과의 결과 해석 및 보고

회귀분석에서의 조절효과의 해석은 분산분

석에서의 상호작용효과의 해석과 동일하다. 

조절효과의 검증은 예측변수와 준거변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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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조절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서 회귀모형의

결과를 해석하는 경로가 달라진다. 첫째,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측변수와 준거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

준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

로 예측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해석하여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다(주효과, main effect). 둘째, 조절변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짐

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서 조절변수의 수준을

고정한 이후에 예측변수의 회귀계수를 해석한

다(조건화 효과, conditional effect; simple slope 

analysis, Aiken & West, 1991).

조건화 효과(Conditional Effect)

<식 3>에서 보여지듯이, 예측변수가 준거

변수와 가지는 관계성이 제3변수인 조절변수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조절효과가 존재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절효과가 유의미

한 경우에는,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가지는

조건화 효과를 추정하고 조건화 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8).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가지는 조건화 효과

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절변수의 수준을 고정

8) 조건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사용되는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

될 수 있다.

 
  , 


   . 

  다만, 조건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Hayes의

Process 메크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추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절변수의 수준을 고정

하는 방식은 조절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

게 된다. 조절변수가 범주형 변수(예, 성별)인

경우에는 조절변수의 수준(예, 남성 vs. 여성)

이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집단별

로 예측변수와 준거변수간의 관계성을 추정한

다. 특히, 조절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가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와 가지는 관계의

추정값인 기울기의 집단차이를 검증한다. 조

절변수가 수치형 변수(예, 사회적 수준)인 경

우에는 인위적으로 집단을 구분한 이후에 각

집단에서 단순회귀를 실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즉 연속변수를 인위적으로 집단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허위(spurious)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MacCallum, Zhang, Preacher, & 

Rucker, 2002;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Maxwell & Delaney, 1993). 다만, 예측변

수가 준거변수와 가지는 조건화 효과를 추정

하기 위해서 조절변수의 다양한 수준에서 특

정한 값이 선택되어진다. 예를 들어, Hayes 

(2013)는 조절변수의 값을 10, 25, 50, 75, 90 

백분위 점수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제

안했다. 이에 반해서, Cohen 등(2013)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조절변수의 수준을 선택

할 것을 권장하였다. 즉, 조절변수의 높음, 중

간, 낮음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1표

준편차, 평균, 평균-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조

절변수의 값을 사용한다.

조절효과 표시하기

일반적으로, 조절효과 해석의 편의성을 높

이기 위해 그림이 사용된다. 회귀분석에서 예

측변수와 준거변수간의 관련성은 기울기로서

나타낼 수 있다. 조절효과는 예측변수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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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의 관련성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변수와 준거

변수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회귀선의 기울기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효과적으

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건화 효과(즉, 조절변

수의 대표적인 수준에 따른 회귀선)를 그림으

로 나타낸다(Bauer & Curran, 2005).

매개효과

매개효과의 정의

매개효과(Mediational Effects)는 예측변수인 X

가 준거변수인 Y에 미치는 효과를 제3의 변수

인 M이 매개하는 효과를 일컫는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문제

와 가설을 통해서 연구자는 예측변수가 준거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와

“어떻게” 혹은 “왜9)”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9) 일반적으로, 조사자료(Survey Data)를 분석하는 회

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에 기초한다. 변수들

간의 상관에 기초한다. 그러나 변수 X와 Y 간의

상관이 발생하는 원인은 총 4가지이다: 1) X가

Y의 원인인 경우, 2) Y가 X의 원인인 경우, 3) X

와 Y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X와 Y가

제3의 변수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Cohen, Cohen, West, & Aiken, 2013). 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4개

의 경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인과성을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실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변수인 X가 종속변수인 Y에 선행되기 때문

에, 2번과 3번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서, 실험에서는 실험설계를 통해서 제3의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가정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

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을 파악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와 혼용하

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매개

효과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s)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MacKinnon(2008)

은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유형에 따라서 매개

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하였다.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메커니즘을 검증한 경

우에만 제3변수의 효과를 매개효과로 칭하였

다(Selig & Preacher, 2009). 이에 반해서, 횡단자

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매커니즘을 검증

한 경우에는 제3변수의 효과를 간접효과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매개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일한 의미로 사

용하도록 하겠다.

매개효과의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매개모형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메커니즘

을 검증한다. 변수들 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와 관계를 가지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메커니즘을 설정하

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모형은 가설들의 집합체

이기 때문에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를 가정하는 가설의 설정이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설은 선행연구와 이론

에 기초하여 설정한다. 예를 들어, 단순매개모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4번째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번 경우가 나타내는 변수 간

의 인과성(Causal Relation)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자료(Experimental Data)가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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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Simple Mediational Models)에서는 1) 예측변수

와 준거변수, 2) 예측변수와 매개변수, 3) 매개

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지

지하는 이론 혹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해서 가

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개별적인 관련성을 검

증하는 가설들을 통합함으로써 매개모형을 설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개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개별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통합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자

비와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에서의 반추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노

상선, 조용래, 최미경의 연구(2014)에서는 각

개별 변수들의 이변량 관계성을 보여주는 선

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통합하

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반추와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매개효과를 포함한 매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관련

성의 메커니즘을 검증할 수 있다. 매개모형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서영석, 2010; 

MacKinnon, 2008). 예를 들어 특정 정신병리에

특정 치료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이

있다면 매개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서

특정 치료방식이 특정 정신병리에 효과적인

이유를 검증할 수 있다. 즉, 특정 치료방식이

특정 정신병리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유(혹

은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치료프로그램의 기

저에 있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관계성을 전달

하는 매개변수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설계할 수 있다(서

영석, 2010). 특정 정신병리에 대한 프로그램

의 설계에서 결과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매개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입 및 예

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검증

매개효과의 검증은 X가 Y에 미치는 총효과

(Total Effects)를 2개의 효과로 분해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진다(Baron & Kenny, 1985). <식 5>

와 같이, X가 Y에 미치는 총효과는 X가 매개

변수인 M을 거쳐서 Y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Indirect Effects)와 X가 매개변수인 M을 거

치지 않고 Y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s)로 분해될 수 있다(Alwin & Hauser, 

1975).

총효과(c) = 직접효과(c`) + 간접효과(ab) (5)

매개효과의 가설 설정 및 검증은 총효과

의 분해과정에 기반을 둔다(Baron & Kenny, 

1986). 즉, 매개효과의 가설 설정 및 가설 검

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Baron과 Kenny 

(1986)이 제안한 방식은 그림 3에서 제시된 절

차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X가

Y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다

(총효과의 유의도 검증, 단순회귀 실시), 2단

계) X가 매개변수인 M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

적 유의도를 검증한다(a경로의 유의도 검증, 

단순회귀 실시), 3단계) X의 효과를 통제한 이

그림 2. 단순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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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M이 Y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를 검증한다(b경로의 유의도 검증, 중다회귀

실시), 4단계) M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X가

Y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다

(c`경로의 유의도 검증, 중다회귀 실시). 개별

적으로 실시된 회귀분석이 하나의 매개모형으

로 결합된다(그림 2 참조).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과정에서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이

실시되고, 3 및 4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서, 총효과인 c에 비하여

직접효과인 c`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축소한다. 

직접효과인 c`의 통계적 유의도에 따라서 매

개모형의 형태가 달라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c`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는 부분매개

모형(Partial Mediational Models)으로 불리고, c`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

전매개모형(Full Mediational Models)으로 불린다.

많은 계량심리 연구자들(Hayes, 2009; Shrout 

& Bolger, 2002)은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1단계의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1단계에서 예

측변수가 준거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아도, 간접효과인 ab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나

타나는 원인으로는 2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Shrout & Bolger, 2002). 첫째, 예측변수가 준거

변수에 효과를 가지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준거변수를 원심 결과변수(Distal Outcome)라고

부른다). 특히,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관

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측변수가 준거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고 가정해 보자. 이에 반해서, 예측변수가 매

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매

개변수가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에 사용된 시간 틀(Time Frame)

이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

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

므로 매개효과인 ab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총효과인 c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된

다. 둘째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매개

모형에서는 매개변수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개의 매개효과의 방

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쇄 현상이 발생되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3. 매개효과 모형의 검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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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경로분석에 기초한 매개효과의 추정은 예측

변수에서 매개변수(들)를 걸쳐서 준거변수로

향하는 모든 경로들의 회귀계수의 추정치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단순매개모형

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측변수에서 매개변수

로 가는 회귀계수 추정치 a와 매개변수에서

준거변수로 가는 회귀계수 추정치 b의 곱인

ab는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즉, 매개효과의 추

정값은 예측변수에서 매개변수(들)를 통해서

준거변수로 향하는 모든 회귀계수들의 곱이다.

부츠트래핑 방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매개효과의 추정은

단순한 방식(예, tracing rule)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

증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도 검증은 이론적 분포(Theoretical 

Distribution)를 활용하는 방법과 경험적 분포

(Empirical Distribution)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

눌 수 있다(Hayes, 2013).

첫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이

론적 분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Sobel의 Z

검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다. Sobel의 Z검증10)은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확률을 추정한다. 

10) Sobel의 Z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추

정된다(MacKinnon, Warsi, & Dwyer, 1995).

   


,  


 , 

   는 회귀계수 a와 b의 표준오차임.

추정된 유의확률에 기초하여 통계적 의사결정

을 내린다. 하지만 매개효과인 두 회귀계수의

곱인 ab는 Sobel의 Z검증을 활용하기 위한 전

제조건인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

지 않고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를 따른다

(Aroian, 1947;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결과적으로 정상분포의

가정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Sobel의 Z검증

을 활용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서는 2종오류(Type 2 Error)가 증가하고 검증력

(Power)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Cheung & 

Lau, 2008;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이론

적 분포가 아닌 경험적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MacKinnon, Lockwood, Williams, 

2004; Preacher & Selig, 2012; Shrout & Bolger, 

2002).

둘째, 매개효과인 ab의 경험적 분포를 활

용하여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다. 매개효과

의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부츠트

래핑(Bootrapping) 방식이 활용된다. 부츠트래

핑 방식은 기본적으로 환원무선표집(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에 기초한다(Efron, 

1987). 부츠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의 경험적 분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추정된다(Cheung, 2009; Hayes, 2013)11).

1) 사례 수가 N인 표본을 활용하여 매개효

과 ab를 추정한다.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는 부

츠트래핑에서는 표본을 일종의 모집단으로, 

표본에서 추정된 매개효과 추정치를 모수로

11) 부츠트래핑 방식은 일반 상용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SPSS의

PROCESS Macro(Hayes, 2013)을 활용하여 부츠트

래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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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2) 사례 수가 N인 표본에서 N개의 사례를

추출한다. 표집에서 환원표집을 실시하기 때

문에 동일한 관찰이 여러 번 포함될 수 있다. 

3) 표집된 관찰들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ab

를 추정한다.

4) 2번부터 3번의 절차를 일정 수 이상 반

복하여 다수의 추정된 ab를 갖는다. 일반적으

로 10,000회 이상이 권장된다.

5) 10,000개의 추정된 ab를 바탕으로 경험적

분포를 그린다.

6) ab의 경험적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으로

간주된 원표본에서의 ab값과 동일한 값을 갖

도록 경험적 분포를 교정한다. 예를 들어 경

험적 분포의 평균이 원표본의 값보다 0.02만

큼 적다면, 경험적 분포의 모든 관찰 값에

0.02만큼 더해준다.

7) ab의 경험적 분포를 바탕으로 2.5 백분

위점수(Percentile)과 97.5 백분위 점수를 구한

다. 이를 바탕으로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구한다.

8) 추정된 95%의 신뢰구간을 근간으로 통계

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즉, 신뢰구간이 0을 포

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린다.

경험적 분포는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기 않

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비대칭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경험적 분포를 활용한 부츠트래핑

방식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보다 높은 검증

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된다(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의 결과 해석 및 보고

매개모형은 변수들 간의 관계성의 매커니

즘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때문에

매개효과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경로모형(Path 

Model)이 활용된다.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각

경로의 회귀계수를 보고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로모

형에서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보고된다.

단순매개모형에서는 한 개의 매개효과가 존

재하기 때문에 보고되어야할 효과는 하나이다. 

이에 반해서, 매개변수가 2개 이상 포함된 모

형에서는 개별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총 매개

효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서, 각

개별 매개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도 이론

적으로 흥미로울 수 있다12). 비교 결과를 통

해서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관련성에 상

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매개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MacKinnon, 2000).

조건화 과정 모형

조절효과는 예측변수와 준거변수의 관계가

제3 변수인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매개효과는

예측변수와 준거변수의 관계를 제3 변수인 매

개변수가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

는 관련성의 집단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

개모형과 조절모형의 통합이 가능하다(Edwards 

12) 매개효과의 크기의 비교도 부츠트래핑 방식

을 사용한 경험적 분포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매개효과의 비교에서는 ab가 아닌

‘’의 경험적 분포를 구하고 이를 활용

하여 통계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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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ert, 2007; Hayes, 2013; Muller, Judd, & 

Yzerbyt, 2005; Preacher, Rucker, & Hayes, 2007). 

Muller 등(2005)은 두 모형들이 통합은 매개효

과가 조절되는 경우(Moderated Medation)와 조

절효과가 매개되는 경우(Mediated Moderation)로

나누었다. 이에 반해서, Hayes(2013)은 조건화

과정모형(Conditional Process Models)으로 두 경

우를 통합하여 일반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Hayes의 조건화과정모형에 대하여 간

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조건화 과정 모형

조건화 과정 모형은 매개모형이 제3 변수인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 단계에

서 제3 변수인 조절변수가 포함된다(그림 4 

참조). 그림 5의 (c)에서 조건화 과정 모형의

통계적 모형이 표시되었다. 그러므로 단순매

개모형에서는 매개효과를 구성하는 2단계와 3

단계에서의 회귀모형에 조절변수 및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다13).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모형

의 검증 2단계에서의 수식이 아래와 같이 변

경된다.

       

(6)

<식 6>은 <식 2>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X

13) 조건화과정모형에서의 하위모형들에 대한 통계

적 유의도 검증은 경험적 분포를 활용하는 부츠

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조건화과정

모형에 대한 부츠트래핑은 SPSS PROCESS Macro 

(Hayes, 2013)에서 실행될 수 있다.

를 포함하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이와 동일하게 Baron과 Kenny 방식에서 3단

계와 4단계에서 사용된 수식도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8)

<식 8>도 <식 2>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

일한 방식으로 M을 포함하는 항과 그렇지 않

은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식 7>과 <식 9>을 바탕으로 조건화 과

정모형에서의 매개효과를 계산된다.

매개효과 =   *  

(10)

그림 4. 조건화 과정 모형(Conditional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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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건화 과정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는

제3 변수 W와 Z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측변수가 매개변수와 가지는 관련성은 제3 

변수 W에 의하여 조절된다. 이에 덧붙여서, 

매개변수가 준거변수와 가지는 관련성은 제3

변수 Z에 의해서 조절된다.

조건화 과정 모형에서 매개효과가 조절변수

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의해서 달라짐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매개효과에 해

당하는 기울기의 값을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

라서 별도로 그린다.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조건화 과정 모형은 다양한 모형들을 하위

범주로 가지게 된다(그림 5. 참조); 1) 예측변

수가 매개변수와 가지는 관계가 제3 변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 2) 매개변수가 준거변

수와 가지는 관계가 제3 변수에 의해서 조절

되는 경우, 3)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

에,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와 가지는 관계가 제3 

변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 이러한 4개의

경우들 중에서 Muller, Judd와 Yzerbyt(2005)에

따르면 2번 경우는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가

집단 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매개효

과가 조절되었다고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라고

부른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효과의 수준

이 조절변수 Z의 수준에 의해서 달라짐을 그

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정훈과

박수현의 연구(2015)에서는 대한민구 해군 장

병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련성에서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정서조절전략의 매개

효과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설정

훈과 박수현(2015)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al 

Effects)를 검증하였다.

매개된 조절효과(Mediated Moderation)

Muller, Judd와 Yzerbyt(2005)에 따르면 조건

화 과정 모형의 1번 경우는 매개된 조절효과

(Medated Moderation)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매

개된 조절효과는 예측변수 X와 조절변수 W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수 M에 의해서 전달되

어 준거변수인 Y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

한다. 매개된 조절효과는 매개효과의 수준이

조절변수 W의 수준에 의해서 달라짐을 그림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용래(2011)는 한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심리적 건강 간

의 관련성에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탈중심

(a) a경로의 조절효과 (b) b경로의 조절효과 (c) a와 b경로 모두의 조절효과

그림 5. 조건화 과정의 통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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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해서 매개되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자비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가 탈중심화

를 매개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

니즘을 가정하고 검증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와 매개효과의 개념

적 정의와 두 효과 모형이 통합되는 모형이

소개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조절효과와 매개

효과을 검증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각각의 모형들을 검증하

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들은 나름의 장점

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점 및 고려해야 할 점

을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소개된 모형들은 경로분

석에 기초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과는 달

리 OLS 회귀분석에 기초한 경로분석에서는 변

수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방법을

사용하여 조건화 과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되어야 할 것이

다. 현실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Kline, 2006).

둘째,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이론에 근거하여 조절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식 1>에서 보듯이 는 예측변수

의 효과가 조절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정도

를 나타낸다. <식 1>에서는 예측변수와 조절

변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즉, 는 조절변수

의 효과가 예측변수의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

는 정도 역시 나타낸다. 그러므로 조절변수와

예측변수의 구분은 이론 및 선행연구에 의해

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

시함에 있어서, 이론적 분포를 가정하는 Sobel

의 Z검증을 실시하는 대신에 부츠트래핑 방식

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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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and Combinations of

Moderational and Mediational Effects:

Definitions and Statistical Testing

Young Il Cho        Ji-Hyun Kim        Woo-Ri Han        Yu-Jung Jo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finition and assumptions of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frequently used in recent clinical research and to introduce a combination of the models verifying these 

two effects. Frist, difference of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verification of each effect is attempted, is 

discussed through comparison of the models of these two effects. Differences in discussion of advance 

research for each research problem and hypothesis testing were also presented. Second, differences between 

conceptual models and statistical models of moderated and mediated effects were described to explain 

mistakes many clinical psychologists make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models of these two effects. 

Third, considerations and methods used in performance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s for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are followed. Last, conditional process models, combining models verifying moderated 

effects and models verifying mediated effects, are present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nditional 

process models, integration of mediated moderational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al effects is presented. 

Key words : Moderational Effects, Mediational Effects, Moderated Mediation, Mediated Moderation, OLS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