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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조직이나 노사관계의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상정한 연구모형이 늘고 있고 또 조 

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I. 서 

상정한 것처럼 그것은 사회현상이 기존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만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경영연구에서는 단일의 최션의 보편적 원리보다는 ‘상황에 좌우된다’(It depends 

on)는 입장이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제 3의 변수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검증해야 할 펼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쓰이고 방법이 가지 조젤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는 여려 이러한 조절변수들의 

쓰이는 것은 단연 조철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이는 통계적 검정력이나 또는 이용자의 편리면에서 다 

른 조절회귀방법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사용이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회의도 늘고 있 

그것은 연구자들이 매우 튼튼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조절변수를 상정했음에도 

MMR)의 방법이다 regress lOn 

다 

연구결과들이 너무 못하는 실망적인 조절효과가 설증적으로 입증되지 불구하고 좀처럼 

못하는 이유가 기 이에 일각에서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발견되고 었기 때문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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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널리 쓰고 있는 조철회귀분 

석의 방법 자체에 또는 사용과정에서 파워 (power) 즉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결과들이 많이 제시되 

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사용이 빈번히 늘고 있는 조절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재시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 

써 조직과 노사관계의 많은 연구들에서 병백히 조절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 

용하는 방볍론의 문제 때문에 이를 구명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데 일조를 하고 

자한다 

II. 조절효과 검증방법의 하나로서의 조절회귀분석 (MMR) 

조절변수의 검증방법으로는 하위집단별 상관계수 비교볍 (subgroup-based correlation 

coefficients: SCC)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조 

절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이다 이는 한 변수 X가 제3변 

수 Y를 예측하는데 있어 조절변수 Z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통계 

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Y와 X간의 관계가 Z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다음과 모텔을 설정하고 모텔에서 $3=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종속변수 Y에 대해 X와 Z가 예측변수 역할을 하는 방정식(1)을 

설정한다‘ 

y= βo + βlX + ß2Z + e (1) 

다음에 회귀식에 예측변수의 곱셈항(X*Z)을 넣은 다음의 방정식을 설정한다-

y = ß 0 + ß lX + ß 2Z + ß 3X*Z + 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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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의 풍계적 유의성 검증플 위해서는 방정식( 1 )과 방정식 (2)의 결정계수룹 비교 

즉 Rl2과 R~"와 의 차이 즉 L1 R"의 유의성 여부에 의해 조절효파의 여부갚 판단 한다 

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F통계량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F = [(R검 R12) / (k2 - kl)J / [(1 - R검) / (N - kι 1 ) J (3) 

이러한 MMR법은 기존의 동겨1 패키지들， 즉 BMDP , SAS SPSS뜰음 이 용한 계층 

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쉽 게 시행될 수 있다 우선 Y 

를 예측하는데 있어 X와 Z룹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방정식 1 ) 다응 단계로서 

X*Z 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음 살시한다( ，앙정삭 2) 모든 통계 패키지들은 두 모델 모 

두의 R2찰 제시해 주며 두 R2의 차이에 기초한 F통계량도 제시해주는데 이 수치의 유의 

성은 X*Z 상호작용의 존재 즉 조정효과의 존재릎 표시해 주는 것이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설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종업원의 ;ζ 7'1_!;!_0] 01 
~마 E 닝 l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상사에 대한 종업원의 신뢰가 조절변수 역할올 하는 

지 여부를 조절회귀분석룹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이규엠， 1997J 

〈표 1 ) 조절회귀분석에 의한 조절효과 검증의 예시 

모델 사용변수 R2 L1 R2 
L1 F 빚 

유의성 

방정식151 조직볼입 086 18.989" 

조직볼입 
방정식(61 168 083 20.154" 

상사에 대한신뢰 

5.:~←4모 E 。B1 

방정식 (71 상사에 대한신뢰 175 006 1. 500 

조직볼입×상사에 대한 신뢰 

결과변수 조직시민행동 예측변수 

p < .01 ': p < .05 

분석결과 우선 방정식 (51에서 

조직몰입 조절변수 상사에 대한신펴 

조직불입은 조직시민행동플 예측해 

Beta 
t값 빚 

유의성 

292 4.358" 

194 2.864" 

304 4 .489" 

615 1.756 

598 2.399' 

591 -1. 225 

주는 예측변수로 기 

능함음 알 수 있다 그러고 상사에 대한 신뢰를 또 하나의 예측변수로 도입한 방정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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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결과 상사에 대한 신뢰 역시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예 

측변수임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정식 (7)의 분석결과 이 두 예측변수의 곱으로 생 

성된 새로운 변수는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R2의 증분을 검토해 보면 006으로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조직몰입×상사 

에 대한 신뢰는 회귀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상사에 대 

한 신뢰는 조절변수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예측변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효과 검증방법으로서의 MMR법은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절회귀분석이 다른 종류의 조절효과 검증방법들， 특히 

널리 사용되는 하위집단 상관계수 비교법 (SCC법) 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하위집단 비교법은 조절변수를 둘 또는 세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정보를 

구분변수의 측정보다는 조절회귀분석에서처럼 연속변수로의 측정쪽이 훨씬 많은 

측정치가 

등간척도 이상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점 척도보다는 5점 내지 7점 척도의 

훨씬 유용한 정보를 기초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으로 측정하여 MMR법을 사용해야하고 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CC법을 사용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tone-Romero & Anderson , 

1994J 즉 조절변수를 등간척도로 측정해놓고 SCC법얘 의한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조절변수별로 2 혹은 3 , 또는 그 이상의 집단으로 분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다(Erwin & McClelland , 2001J 예컨대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평균이나 중위수 

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법을 채태하는 이유는 보다 

조절효과를 분명히 드러내라라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결코 조절효과를 포착하는데 유효한 방법이 못된다- 연속변수로 

측정을 한 조절효과의 검증에서도 낮은 파워(검정력)가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중위수 

분할방볍에 의하여 표본을 쪼개면 효과적인 샘플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더욱 파워를 

약화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몇 개의 하위집단으 

로 분류하는 방식은 있지도 않은 상호작용효과를 거짓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Maxwell & Delany , 1993J 따라서 조절변수를 기초로 집단을 분할하는 분석방 

식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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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조철회귀분석이 여타의 조절효과 분석기법들 특히 하위집단별로 상관계수의 

동질성을 비교하는 방볍보다 더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절회귀분석의 결과가 다른 

방법이 주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Aguinis & Stone-Romero. 

1997J 즉. MMR법은 각 하위집단들에 대해 기울기의 차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 정보는 각 집단별로 차별적인 예측을 하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MMR법은 조절효과 분석의 가장 강력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예， 나이등)나 구분변수(성별)에 불문하고 적용되고 

있다 구분변수의 경우에는 물론 더마변수를 이용한 분석이 채용되게 된다 한 연구 

[Cortina. 1993J 에 따르면 Journal o[ Applied Psychology 1991년부터 1992년간 

에 수록된 논문들 중에서 조절효과의 발견을 위해 이 MMR법이 123번이나 사용될 정 

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III. MMR법과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 

조직연구에서 조절효과의 분석기법으로 MMR법의 사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른 사 

용하는 학자들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좀처럼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지들이 튼튼한 이론적 기초위에서 그들의 모델을 수립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조절효과의 입증은 어려웠다 

실제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고 이플 기각함으로 

써 조절효과를 입증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런데 조절회귀분석의 과정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이 그대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즉 조절효 

과가 없다는 검증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l 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었 

지만， 이론적 기초로 볼 때 학자들에게는 수긍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법이 

지닌 통계적 검정력， 즉 파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즉， 이 기법이 근본적으 

로 또는 그 사용과정에서 잘못된 귀무가섣(이 경우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받아뜰이는 

경향(type II error) 이 큰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잘못된 귀무기젤을 가각하는 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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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power)가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래서 Cronbach (1 987)가 MMR법의 상용과 관련된 통계적 검정력(파워) 연구의 펼 

요성을 제기한 이래 MMR법의 사용과 관련된 파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조절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결론을 나오게 만드는 경 

향， 즉 조절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섣을 기각하지 못하고 대신에 조절효과를 가정한 연구 

자의 연구모델을 잘못 기각하게 만드는 확율， 즉 약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제반 조건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 MMR의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 

MMR의 통계적 검정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지 가공사실 (artifacts) 들， 

즉 어떤 조건하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에도 잘 포착이 안될 수 있는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구명되고 있다 

가총표본크기 

표본의 크기는 어떤 통계적 추룬에서나 통계적 검정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ohen. 1988) , MMR의 경우에도 이는 통계적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단 

일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MMR의 통계적 검정력에 마치는 효과에 대 

한 최근의 연구들[Alexander& DeShon. 1994; Stone-Romero& Anderson. 1994) 

에 의하면 표본크기가 120일때는 조절효과가 작은 경우 포착이 안되고 120이하에서는 

중간크기나 큰 조절효과까지 포착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나 조절변수에 기초한 하위집단간의 불균등한 표본 크기 

조절변수를 기초해 하위집단을 나누었을 때 하위집단간의 표본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통계적 겸정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절변수가 인종이나 성별처럼 구분변수(Z)의 경 

우에 두드러지는데， 이 경우 실제연구에서는 지배 집단(Z= l， nd과 소수집단(Z=2. 

nz)간에 표본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는 통계적 검정력을 약화시킨다 인사 

관리연구에서 성별， 인종별 조절변수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데는 이러한 약한 검정력 

의 문제가 숨겨져 있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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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하위집단 규모가 서로 다른 상황(fll \ fl2)에서 한 하위집단의 크기가 nl 

으로 고정되어 있으떤 통계적 검정력은 다흔 하위집단의 표본크기가 얼마든 그 하위집단 

의 두배， 즉 2(flj)smd 이용한 검증의 검정력(파워)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MMH에서는 조절효과는 결국 기준변수와 곱셈항(X*Z)의 준 편상관관기](scmi 

partial correlation) 라고 빨 수 있는데 이 상관겨1수의 좌대치는 하위집단의 비율이 동 

일할 때 (p = .50) 나타나며 p가 50음 이탄할수콕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낮아지고 그럼으 

로써 조절변수플 포착할 통계적 검정력은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다 예측변수의 범위제한 

설재의 현장연구에서는 예측변수의 범위제한(range restriction) 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도 조절효과 검증의 동게적 검정력플 떨어드러는 요인플중 하나가 된다 범위 

제한이란 모집단의 구성윈들이 표본에 뽑힐 확윤이 동일하지 않음으호써 발생하는 무작 

위표본이나 편기된 표본의 예이다 예컨대 경영연구， 특히 인사관리의 연구에서 선발젤 

차가 범위제한의 주요한 요인 증의 하나이다 7. 영어시험 점수가 인사선발의 기준이 

되는 경우 영어시험접수가 일정기준윤 넘어서는 경우(x) 만 채용이 된다 그런데 영어점 

수라는 예측변수(x)와 직무성적이라는 기준변수(η간의 상관을 구한다면 예측변수는 x 

이상이라는 범위의 제한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분산이 작아져 실재보다 작은 상관계수가 

구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의 연구뜰에서는 범위의 제한블 안 받는 X*Z점수보다 제한을 받는 X*Z점수의 분 

산이 작고 그 결과 파워에 부정적인 영향플 u] 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예컨대 

총표본 크기가 300이고 범위제한이 없는 경우 중간크기의 조절효과릎 포착할 파워는 

0.8정도 되었다 반면 모집단의 상위 80%만을 표본으로한 경우 파워는 추천수준 0.8을 

크게 하회하는 0.51로 줄어들었다 즉 약간의 범위제한에도 파워는 크게 4“λLQ_ ol .Q_ 
i→。 E즈 H ，으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오차분산의 이칠성 

예측변수의 멈위제한과 함께 변수의 분포와 관런된 문제로 오차분산의 이질성 (error 

variancc heterogeneity) 의 문제가 았다 이는 조절변수가 이분변수 등의 구분변수일 

경우의 검증에서 문제가 된다 검증의 기초가 되는 하위집단간 오차분산 동첼성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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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집단에 조절효과가 존재할 때 조절변수에 기초한 하위집 

단내의 X와 Y간의 상관관계는 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오차항은 필연적으로 달라지 

게 된다， 

이려한 오차분산의 이칠성은 파워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lexander & DeShon , 1984) 

마， 변수들의 측정오차 

연구에 있어 실제로 완벽하게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즉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한다는 것도 파워를 제약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상관관계를 구하는 경우 변수들 측정치의 비신뢰성으로 인해 상관계수가 설제보다 희석 

(attenuated)되는 것처럼 MMR의 경우에도 예측변수 측정치의 비신뢰성이 존재한다면 

관찰된 회귀계수는 희석이 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측변수가 완벽한 신뢰 

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표본에 기초한 곱셈항의 회귀계수(b3)는 모집단의 계수(β3)를 과 

소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X와 Z간의 상관관계가 0일 때 곱셈항의 신뢰성은 X의 신뢰성 X*Z의 신뢰성이 된다‘ 

예컨대 X의 신뢰성과 Z의 신뢰성이 모두 0 ， 7이면 곱셈항의 신뢰성은 0.49가 된다 X와 

Z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면 곱셈항의 신뢰성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측정오차의 존재는 

β의 수치를 줄이는 바이어스를 낳게 하고 결과적으로 검증의 파워를 약화시키는 것이 

다 표본크기가 증대되면 파워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못된다 

최근의 한 연구[Aguinis & Stone-Romero. 1997)는 MMR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을 

힘빠지게 만드는데 그들에 의하변 경영이나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비교적 적당하다고 생 

각되는 신뢰성의 수준， 즉 0,8[Nunally. 1978)에 있어서 조차도 조절효과를 포착할 

파워는 추천된 수준 0 ,8[Cohen. 1988)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다 예컨대 측정오차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신뢰성의 측정치를 가지는 경우 표본크기가 300일 경우 조절효과 포 

착의 파워는 0 ， 85를 넘는다 그런데 측정치의 신뢰성이 0 ， 8의 수준이라면 파워는 0 .45 

로 떨어지게 된다 

바 예측변수간 상호관련성 

MMR분석을 실시하는데 투입되는 예측변수간의 상호관련성， 즉 다중공선성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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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Jl inearity)의 문제도 파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흔히 MMR분 

석에서는 예측변수들(X와 z)과 이 두 변수들의 곱셈항(X*Z) 이 사용된다 따라서 X와 

Z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X와 X*Z 그리고 Z와 X*Z 간에는 높은 상호관련 

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변수간 상호관련성， 즉 다중공선성은 회귀 

계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차를 크게 만옮으로써 파워를 감소시키게 한다[Morris et 

a1.. 1986J 

그러나 한편으로는 MMR의 파워에 미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깊이 다룬 Morris의 연구에서는 

예측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많은 상황 

은 대개 예측변수가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두 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형적인 상황에 

서는 다중공션성은 파위에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Cronbach. 1987J 

그러나 이러한 주장자들도 어째든 다중공선성이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사- 척도의 조악성 

기준변수의 ‘척도의 조악성’ (scale coarseness)이라는 것도 파워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기준변수의 조악성이란 예측변수에 비해 기준변수가 충분한 척도점을 갖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척도점의 부족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는 조절효과의 포착을 방해 

하는결과를낳게 한다 

예컨대 예측변수 X와 조절변수 Z가 리커트형 7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고 하자 그 

러면 이의 곱셈항 X*Z은 49점 척도로 접수가 분산되게 된다 이에 반해 기준변수 Y를 

상대적으로 ‘조악’하다고 할 수 있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면 Y와 X*Z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는 손상이 되며 조절효과가 과소평가되고 따라서 파워는 떨어지게 된다-

아 제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도 MMR분석의 파워에 영향올 미치기도 하 

지만 몇 개의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크기의 조절효과도 포착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연 

구[Aguinis & 8tone-Romero. 1997J 에 따르띤 예측변수의 범위제한， 전체 표본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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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로 구분된 하위집단간 표본크기의 차이 등의 요인블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작 

용하여 파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IV. MMR분석에 있어 발생하는 파워감소이슈의 해결방안 

앞서 설명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해서 MMR분석에 있어 파워를 감소시 

킬 가능성이 있는데 섬한 경우는 0.5까지 이를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나타 

나야할 조절효과를 포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파워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틀의 연구와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아직 만족스러울만한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가. 사전 연구설계단계에서의 칠저한 대비 

연구설계를 조심스럽게 또 철저하게 하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문제가 아니지만 파워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 데이타를 수집하기 전에 

범위제한의 문제나 측정문제(구성개념의 신뢰성있고 타당성있는 측정)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연구단계에서의 대비책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뜰도 추천되고 있다 첫째는 

앞서 척도의 조악성이라는 문제의 해결로서 리커트의 5점 척도나 7점 척도처럼 눈금이 

있는 척도대신 척도션상에 연구자가 체크를 하고 이의 길이를 설제로 재는 방법이 추천 

되고 있다[Russel & Bobko. 1992J 그런데 이는 실제 시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잘못 캘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 

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Aguinis. Bommer & Pierce. 1996J 즉， 응답자가 컴 

퓨터 프로그램 상의 척도에 자신의 응답을 표시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이를 수치화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표본추출에 신경을 쓰는 것인데 극단적인 수치만을 보이는 표본을 

뽑는 것이다[McClelland & Judd. 1993J 이러한 방법은 변수의 분산을 높여주어 그 

결과 분석의 파워를 올리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전체 모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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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극단적인 침수플 갖는 표본둡에만 임반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모변하기 힘든다 

나 파워의 추정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구설계의 단계에서부터 파워를 높이려는 노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현실에서는 연구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별로 없는 정우가 많다 zo 
「
연구대 

상이 한정된 상황에서 연구플 한다든지 신펴성이 높은 측정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자는 불가피하게 현재 가능한 대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 

다 이 때 연구자는 현재 자기의 특정상황(표본수， 범위제한 측정오차 등)에서 lvlMR분 

석의 파워를 추정해볼 펼요가 있다 

다행히도 이려한 추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예컨대 예측변수와 

조칠변수가 모두 연속적도일 경우 Q 二 0.05수준에서 우리가 용언할 수 있는 0.8의 파워 

를 낼 수 있는 샘플의 크기블 연구자에게 얄려주는 표가 만뜰어셔 활용되고 있다 이러 

한 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의 사전에 펼요한 파워릎 얻기 위한 충분한 표본의 크기릎 결 

정할 수 있다 또 예측변수가 연속객도이고 조젤변수가 이분척도인 경우 (1) 총표본크 

기 (2) 이분변수별 표본크기 (3) 하위집단별 예측변수와 기준변수간 상관계수 등의 /,-

치틀 근거해서 a =0.05수준에서 파워를 측정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데. 이는 연구자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Aguinis. Pierce. 

& Stone • Romero. 1994) 

최근에 Aguinis[Aguinis. Boilι & Pierce. 200 1) 등은 다시 이 프로그램을 개정하 

고있다 그것은 기존 프로그램이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기존 프로그램이 측정된 변수들의 

범주척도인 Z는 측정오차가 없다는 가정이 

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L ←1
L동J'-

틀어맞을지 모르나 X나 Y의 

있다는 선이다 

경우에도 그러 

둘째， 이 프로그램은 몬테깔로(Monte Carlo)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MMR의 

파위에 영향음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매우 제한된 값만이 포함되고 잇다는 것이다 예컨 

대 Aguinis와 Stone-Romero[Aguinis & Stonc-Romero. 1997)가 만든 프로그램은 

샘플 사이즈릎 60과 300의 경우의 시블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에 샘플 사이즈가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파워의 추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그들의 시율레이션은 X와 Y7J-의 부의 관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 



154 勞~~폐1級f1'E 제 13권 

나 현실에는 두 관계가 부의 관계를 가지는 정우의 조절회귀분석이 펼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낙관주의’라는 예측변수가 ”수술로 부터의 회복시간”이라는 기준변수에 마치는 부 

정적 관계에서 성별변수의 조절효과릅 검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파워에 대한 부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기존의 프로그램은 X변수를 일정시점에서 자르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절단은 X변수가 정규분포륜 이룰 때는 파워를 줄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 말고도 샘플의 분산이 모집단의 그것보다 작아지게 

만드는 절단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학교의 학점과 입사후 실적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는 경우 최고점수의 사람들은 입사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섣제 분석 샘플집단 

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고려치 못하고 잇다 

넷째， 기존의 프로그램은 조절변수가 범주변수인 경우 성별과 같이 이분변수의 경우만 

파워를 계산할 수 였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민족(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처럼 범주가 

셋 이상인 경우도 많은 데 이 경우는 파워의 계산이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또 다른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는 범주 변수인 조절변수가 물 이상의 경우 파 

워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범주변수로서 성별과 인종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성별 

X변수와의 상호작용， 인종별 X변수와의 상호작용， 이종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파워의 계산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파워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직 충분한 도구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파워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 고려가 안 되는 요인들(범위제한이나 측정 

오차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 뿐만 아니 

라 상호작용효과도 검토가 되어야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평균집중화 

앞서 MMR분석시 파워플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예측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의 해결방법의 하나로써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의 방법이 제 

시되고 있다[Aiken & West. 199 1] 이는 간단한 자료변형으로 조절효과의 분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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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찰치로부터 표본평균음 차감함으로써 집중화시카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 

수는 편차점수로 표시되고 그 평균은 0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의 주장자들에 따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오차를 증가시컴으로써 파워가 약 

화된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는 바 이러한 평균집중화는 표준오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 

져옴으로써 추정치의 정확성과 안정성올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집중화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주장도 적지 않다 실제 조절효과 

의 검증이 이러한 자료의 변형에 의해 별로 영향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Cronbach. 

1987]. 또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원점수를 사용한 것과 집중화된 변형된 자료를 사용할 

때 조절효과 검증에 별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노벽한 것만큼의 실효가 없다는 회의적인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Kromery & Foster-Johnson. 1998J 

라 표본크기의 증대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낮은 검정력이 발견되는 경우 표본크기를 증대시카는 것이 파워 

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이다 조절회귀분석에 있어 동계적 추콘의 검정력은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Cohen. 1988J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안을 채 

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통계적 보정치의 이용 

범위제한이나 측정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파워의 문제는 통계적 보정치플 사용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Ghiselli E. E .. Campbel l. J.P. & Zedeck. S 1981J 

그러나 상관계수의 보정치를 이용하여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을 안다 하더라도 보정 후에는 그것이 

것이다[Aguinis. 1995J 

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용 

조절변수의 효고}를 검증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한 

보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모를 뿐더러 설혹 그것 

증가할 것이므로 보정치를 사용한 실익이 없다는 

측정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파워약화의 문제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l 에 의한 상호작용 분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는 복합지표를 이용하고 측정오차를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만족할만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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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Jaccard & Wan. 1995J 문제는 LISREL과 같은 구조 

이는 LISREL 8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복잡하다는 것인데， 컴퓨터 방정식 묘형분석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용상의 어려움은 구 부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판에서 

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조젤효과 검증에는 여전히 장애의 하나로 남아 있다 

사 하위집단간 오차분산의 동섣생음 요구하지 않는 검증법 사용 

lv!l\lR 분석을 할 때에는 F검증에 펠 조절변수룹 이분형 척도나 구분변수로 측정하여 

요한 하위집단간 오차분산의 동칠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x 2검정 같이 하위집단간 오차분산의 동질성윤 요구하지 않는 검증법 

x 2검증은 개념상 집단간 기울기의 

이러한 문제 

의 해결방안으로는 

동칠성에 대한 검 그런데 의 사용이 추천되고 있다 

증이 아니라 상관세수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이라는 문재점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한 유효한 몇 개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오차분 오차분산을 계산해 한 하위집단의 조절변수에 기초해 구분된 하위집단의 첫째， 

큰 사용하는 F분석에 않는다면 IvIMR에서 1. 5배가 넘지 그것의 산이 다른 하위집단의 

MMR분석을 해도 三드 
-,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DeShon & Alexander.1996J 

좋다는 것이다 

존재를 

A분석 (A 것이 

A분석은 계산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고 J분석 

1. 5배를 초과하면 이질성의 

느
 
」

되
 

대안이 때 

그것의 

좋다 

오차분산이 다른 집단의 

것이 다른 

statisticsl과 J분석 (J statisticsl 이다 

심사하는 통계분석을 

한 집단의 둘째， 

인정해 

파워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개발되어 비교적 생소한 이 두 검증방법을 기초통제량만 투입하면 쉽게 계산해 

표본에 통계적 [DeShon & Alexander. 1996J은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명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올라와 있어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웹상에 

http://members.aol. com/ 」
과
 

주
 

1 인터넷 MMRl이고 to ALTMMR(Alternative 

IMSAP이다 

1종 오류의 증대 아 

이를 높이려면 1 

a =0.1등의 기준을 적 

않을 확율을 말하는 것으로써 

즉， 전통적인 기준보다 높은 예컨대 

이론적으로 파워란 2종 오류를 범하지 

종 오류를 증대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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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깃이다 그러나 풍상 사용하는 a =0.05보다 높은 기준은 연구자둡이 사용하기 

플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이용하여 작성된 연구결과쓸 선사하고 게재할 논문 편 

집자의 입장에서도 그러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침이 문제이다 

자 회귀방식의 변경 

조젤효과가 잘 포착이 안 된다는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회귀방삭의 변경을 추천하고 있 

다 즉 동상의 조절효과 검증에 있어서는 Y릎 예측하는데 X와릎 Z넣고 다음에 곱셈항 

X<;;을 투입하는데 반해 여기서 추천되는 것은 이룹 역으로 하여 곱셈항 X*Z를 먼저 

투입하는 것이다 즉， 후방 회귀 (backward regrcssion)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01 방 

법은 확실히 이 곱셈항이 섣명하는 분산의 

유의할 확율을 높여줄 것이다 

부분을 크게 할 것이고， 따라서 조절효과가 

그러나 이러한 망식은 회귀분석의 기본원리릎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tone. 

곱셈항은 각 변수뜰보다 먼저 

1988J 상호작용효과륜 얄아보려는 회귀분석에서는 

투입되어서는 안되며 또 곱셈항이 들어가는 회귀분석에서 

는 그것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곱셈항을 먼저 Eol~l • í HVI 

는 회귀분석방법은 조절효파를 포착하는데 유리한 방법일지 올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 것이다-

V. 

앞서 조철효과 검정을 위해 가장 널리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제시하여 보았다 

결 료E 
'--

쓰이고 있는 MMR법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그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의들 과정에서 많은 조절효과의 검증파 관련되어 연구자들이 느꼈던 좌절이 

사실은 방법상의 문제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연구방법과 관련된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에 조심한다변 조절효과의 포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단서 

도 얻을 수 있었다 

불론 여기에서 제시된 검정력 향상의 방안들이 완벽한 것은 못띈다 나픔대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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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구설계의 단계에서부터 검정력과 관련된 몇 가지 대처방안들 

을 강구하게 되면 조철회귀분석의 통계적 겸정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 

에서 제시된 몇 가지 해결안들은 연구자뜰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최근 개발된 웹 상의 몇가지 프로그램들도 검정력의 문 

제를 해결하는 쓸모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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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d 
Statistical Power Problems 

In Soo Han* 

ABSTRACT 

Modcrated multiple regression (MMRJ has bccn increasingly used for 

detecting moderating effect in various management researches such as 

organizational bchavior , human rCSOUl‘ces management , and industrial 

relations. But its widc use , recent fescarches has reported that this method 

has some f1 aws , that is , low statistical power problems. This article 

identifies several factors that reducc statistical power below acceptable levels 

in the process of using MMR approach for detecting moderating effect 

Finally it proposes some solutions to increase statistical power in MM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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