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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연구에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

과를 추정할 때, 경향점수 추정모형 및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추정의

양호도가 어떠한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장면에서는 교육 처치

가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교육 처치

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 시점 자료를 활용해 처치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처치 지연 효

과나 순차적 참여로 인한 배가효과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 걸쳐 발생하는

종단적 선택편의를 통제해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여러

시점의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를 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

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곱한 가중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나 대안적인 모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기

본 가정 위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방법론적인 검토는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 시 종단적 선택편의를 통

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모형 설정 방

식이 효과 추정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1(Study)에

서는 두 가지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경향점

수 추정모형에 따라 추정의 양호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자료로는 사례 수,

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 가상자료를 생

성하여 활용하였고, 연구모형은 PW(product of inverse probability

weights) 모형과 SUBP 모형(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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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모형 설정 방식이 효

과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례 수와 누락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상자료를 생성하였고, 누락변인의 유형에 따라 6개 모형을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 연구와 함께 연구2(Study2)에서는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순

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중학교 패

널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고1-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결과를 비교

하기 위해 PW 모형과 SUBP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간불변변인에 해당하는 부모

교육연수를 누락시킨 모형과 시간의존변인에 해당하는 학습특성을 누락

시킨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등학생의 고1-2시기 수학 사교

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고1-2시기에 순차적으로 사교

육에 참여한 경우 고1시기 효과와 고2시기 효과의 단순 합을 넘어서는

배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처치에 단발성으로 참

여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교육연구에서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순차

적 참여에 의한 배가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PW 모형과 SUBP 모형을 적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차항 상관이 0.5이상일 때에는 PW 모형에서는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하였지만, SUBP 모형에서는 편의가 0에 가깝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의실험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오차항 상관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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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때에는 PW 모형과 SUBP 모형 모두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오차항 상관이 크게 존재할 때에는 SUBP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례 수가 작으면서(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하지 않

을 때에는 PW 모형과 SUBP 모형 모두에서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하였

다. 이는 사례 수가 작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순

차적 처치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순차적 처치

효과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사례 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보았을 때, 누락변인이 발

생하였을 때 누락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해당 변인

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락변인 유형에 따

라서는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 중에서 시간의존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편의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모형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처치변인과 관련성이 높

은 시간의존변인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주요어 : 순차적 처치 효과,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 SUBP 모형, 모형

설정 방식

학 번 : 2013-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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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연구에서 교육 처치나 교육 프로그램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은 중요한 연구문제로 인식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효

과적인가? 등의 연구 질문들은 교육 처치가 가지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

정하는 데 관심을 둔 질문들이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는 무선할당 실험연구가 필요하지만, 교육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험연구

대신 관찰 자료를 활용해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험연구가 아닌 관찰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처치할당이 자기 선

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

한다. 선택편의를 조정하고 처치 전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

계적인 방법으로 경향점수, 도구변수법, 회귀-불연속 설계, 이중차분법

등이 제안되어 왔으며, 특히 경향점수를 활용한 방법은 자료의 구조나

변인의 특성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찰 자료를 활용한

인과효과 추론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한편, 교육 장면에서는 특정한 교육 처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가 특정한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때 학생들은 교육 처치에 대한

참여여부를 매 시점마다 선택하게 되고, 이전 시점의 참여는 다음 시점

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 처치에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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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 번만 참여했을 때와 순차적으로 여러 번 참여했을 때의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처치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이전의 경험이

누적되어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단 시점 자료를 사

용해 교육 처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처치 지연 효과나 순차적 참여로 인한 배가효과 등을 함

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차적 처치 효과의 분석은 교육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교

육에 순차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한 번만 참여한 학생에 비해 성적이 더

크게 향상되는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은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

되는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두 번 이상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

나 누적되어 나타나는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재수강한 학생은 처음

수강한 학생에 비해 교육의 효과가 더 높은가? 등의 연구 질문들은 순차

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순차적 처치 효

과 분석은 순차적인 참여에 따른 처치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교육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선

택편의뿐만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 종단적으로 발생하는 ‘종단적 선택

편의’를 통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종단적 선택편의를 통제해주

기 위해 그동안의 교육연구들에서는 여러 시점에서의 경향점수 역확률가

중치를 곱하여 하나의 가중치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왔다

(Hong & Raudenbush, 2008; 박현정, 이준호, 2012). Hong과

Raudenbush(2008)의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의 곱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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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등학교 4-5학년 시기 수학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기에 따라 수학 수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학년 시

기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현정과 이준호(2012)의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의 곱을 적용

하여 방과후학교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고1-2시기 방과후

학교에 순차적으로 참여할 경우 고1시기 방과후학교 참여 효과와 고2시

기 방과후학교 참여 효과의 단순 합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배가효과가 존

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적용 연구였

기 때문에,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검토는 깊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곱한 가중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실

제로 순차적 처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해주는지에 대한 검토나 곱한 가

중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나 대안적인 모형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는 점이 있다.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

(sequential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효과를 추정한다.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혼동요인들이 주어

졌을 때 두 번의 순차적인 처치할당과 이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가 독립

임을 가정하는데, 만약 처치할당과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

인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못하면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잠재적인 혼동요인이 모두 통제되지

못하여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의 양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오차항 상관이 발생하여 추

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둘째 누락변인 자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 처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혼동요인이 존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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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순차적 처치에 대한 모형의 오차항이 서로 상관을 가질 수 있으며,

첫 번째 처치에 대한 참여확률과 두 번째 처치에 대한 참여확률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기 어려워진다. 곱한 가중치를 활용한 방법에서는 순

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바탕으로 첫 번째 시기 처치에 참여할 확률

과 두 번째 시기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독립적이라고 보고 두 확률을 곱

하여 사용하는데(Hong, & Raudenbush, 2008), 두 확률이 독립이 아니라

면 가중치를 곱하여 사용하는 방법에서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위배될 경우 누락된 혼동요인 자

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효

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누락변인이 없어

야 하는데, 중요한 혼동요인이 모형에 포함되지 못하고 누락되었을 때에

는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하게 된다.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는

누락된 변인이 얼마나 중요한 변인인지, 누락된 변인이 처치변인과 얼마

나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누락된 변인

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는 더 커

지고 추정의 정확성이 더 낮아지게 된다(Heckman, 1977; 최종서, 2012).

관찰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연구자가 모든 혼동요인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순차적 처치 효과 분

석에서는 처치 참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혼동요인들을 찾고 통제해주는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순차적 처치 효과에서 가정하는 ‘순차적 조건부 독립

성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가정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혼동요인으로 인해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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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오차항 상관의 발생의 발생과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가 추정치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1(Study1)

에서는 두 가지의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발생하였을 때 경향점수를 서로 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순차적 처치 효과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

다. 이와 함께 대안적인 모형도 함께 비교․검토해보았는데, 오차항 상관

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SUBP 모형을 활용한 방법이 곱한 가중치

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지

비교하여 확인해보았다. 이를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있어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 결과를

비교해보았으며, 중요한 공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누락된 공변인이 효과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다. 이 때, 누락변인의 중요도와 누락

변인 유형에 따라서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함

께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누락변인이 미치

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연구에서 어떠한

공변인을 특히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모의실험 연구와 함께 연구2(Study2)에서는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순

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하였다.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효

과 추정치의 참 값을 연구자가 지정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

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료의

조건도 연구자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특정한 조건이 추정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또는 어떤 모형에서

효과가 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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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지정된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결과를 비교

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장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

기는 어렵고, 실제자료의 다양한 특성들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제자료

를 활용한 분석(연구2)도 함께 실시하였고, 모의실험의 결과와 실제자료

의 분석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또한 실제자료 분

석을 통해 연구1에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 교육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2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자

료를 활용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경향점

수 추정모형 및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비교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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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순차적 처치 효과

가. 순차적 처치 효과의 개념

순차적 처치 효과(sequential treatment effect)1)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두 시점 순차적 처치 상황을 도식을 통해 표현하면 [그림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1]에서 time은 시점을 나타내며, time=1

은 첫 번째 시점, time=2는 두 번째 시점을 나타낸다. 는 처치

(treatment)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은 첫 번째 시점에서의 처

치여부, 는 두 번째 시점에서의 처치여부를 의미한다. 처치를 받았을

경우는 =1,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0으로 표현되었다.

time=0 time=1 time=2

=0

=0 


=(0,0) 


=(0,1) 


=1 


=(1,0) 


=(1,1) 


[그림 Ⅱ-1]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의 처치 시퀀스별 잠재적 결과

(Lechner & Miquel, 2010, p.124)

1) 순차적 처치 효과(sequential treatment effect)는 동적 처치 효과(dynamic treatment

effect; Lechner & Miquel, 2010), 처치 이력 효과(treatment history effect; Blackwell

& Glynn, 2014)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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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첫 번째 처치()를 받았는지 여부와 두 번

째 처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처치 시퀀스-(0,0),

(0,1), (1,0), (1,1)-가 생겨나고, 각 시퀀스별로 잠재적 결과 값(potential

outcome)이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 처치와 두 번째 처치를 모두 받은

학생의 잠재적 결과 값은 
  로 나타낼 수 있고, 첫 번째 처치만 받

은 학생의 잠재적 결과 값은 
  , 두 번째 처치만 받은 학생의 잠재

적 결과 값은 
   , 두 번 모두 처치를 받지 않은 학생의 잠재적 결과

값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순차적 처치의 총 효과는 두 번의

처치를 연속으로 받은 학생과 처치를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의 잠재적 결

과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Blackwell, 2013).




  <식 Ⅱ-1>

순차적 처치의 총 효과는 처치 지연 효과, 횡단 처치 효과, 순차적 처

치 배가효과로 분할될 수 있다(Raudenbush, Hong & Rowan, 2002). 처

치 지연 효과(lagged treatment effect)는 이전 시점 처치의 효과가 시간

이 지난 후 다음 시점에서 나타타는 효과를 의미하며, <식 Ⅱ-2>와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처치 지연 효과는 첫 번째 시점 처치에만 참여한 학

생의 잠재적 결과 값과 두 시점 모두 처치를 받지 않은 학생의 잠재적

결과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식 Ⅱ-2>

처치를 받은 후 같은 시점에서 바로 나타나는 효과인 횡단 처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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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sectional treatment effect)는 <식 Ⅱ-3>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

며, 두 번째 시점에만 처치에 참여한 학생과 두 시점 모두 처치를 받지

않은 학생의 잠재적 결과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식 Ⅱ-3>

두 번의 처치에 연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효

과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amplified effect)는 <식 Ⅱ-4>와 같이 표현

되며, 순차적 처치의 총 효과에서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를

빼어준 값을 의미한다.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는 첫 번째 시점 처치의 효

과와 두 번째 시점 처치의 효과의 단순 합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효과로

정의될 수 있다.





 






 

<식 Ⅱ-4>

나.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을 살펴보기 전에 단 시점 처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단 시점 처치 상황에서 요인들 간 구조는 [그림

Ⅱ-2]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은 처치여부, 은 결과변인, 은 처

치여부와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에 해당한다. 처치의 효과

(→)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처치할당과 결과변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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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혼동요인()을 통제해주어야 하며, 혼동요인이 완벽히 통제되었

을 때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하에

서 처치 효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건부 독립성 가정에서는

혼동요인의 값이 주어졌을 때 처치할당은 잠재적인 결과와 독립임을 가

정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 효과를 추정할 때 해당 시점에서 사교육 참여

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의 배경특성 등을 통제해 주어

야 하며, 학생의 배경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사교육에 실제 참여한 학생

들의 잠재적 결과 값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

했을 때 기대되는 잠재적 결과 값이 같다고 가정하여 처치의 효과를 추

정하게 된다.

[그림 Ⅱ-2] 단 시점 처치 상황에서의 요인들 간 구조

(Blackwell, 2013, p.506)

단 시점 처치 상황을 두 시점 이상의 순차적 처치 상황으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여러 요인들의 관계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

림 Ⅱ-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3]에서  , 는 각 시점에서

의 처치여부, 는 마지막 시점에서의 결과변인, 은 첫 번째 시점에서

의 혼동요인, 는 두 번째 시점에서의 혼동요인을 나타낸다. [그림 Ⅱ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순차적인 처치들 간

에도 상관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1시기에 사교육에 참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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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고2시기에도 계속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 처치 상황에서는 결과변인이 처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혼동

요인( ,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혼동요인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예, 성별 등)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시간의존 혼동요

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점에서의 학습동기()와 두 번째

시점에서의 학습동기()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학습동기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1 시기

사교육 참여 경험이 고2 시기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1시

기에 참여한 사교육이 학습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면 고2시기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고1시기에 참여한 사교육 수업이 지루했거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된다면 학습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고2 시기 사

교육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순

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단 시점 처치 상황에 비해 다양한 요인들이 처치

참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Ⅱ-3]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의 요인들 간 구조

(Blackwell, 2013, p.506)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혼동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한 처치 효과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는 두 번의 연속적인 무선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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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tial randomization)이 필요하다(Robins, 1987). 즉 첫 번째 처치

()에 대해 무선할당을 한 후, 학생들을 다시 모아 두 번째 처치()에

대해서도 무선할당을 해야 한다.

그러나 관찰 자료를 사용해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에는 무선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의 처치참여에 대해 연속적인 자기선택

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종단적 선택편의(longitudinal selection

bias)가 발생한다. 종단적 선택편의를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처치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처치할당에 영

향을 미치는 혼동요인()까지 모두 통제해주어야 하며, 종단적 선택편

의가 모두 조정되었을 때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Sequential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SIA)하에 추정된 효과를 인과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

정한다(Lechner & Miquel, 2010). 첫째, 사전 혼동변인들의 값이 주어졌

을 때, 첫 번째 처치에의 할당이 모든 잠재적 결과의 값과 독립적이다

(<식 Ⅱ-5>).


, 

, 
, 

 ⊥   <식 Ⅱ-5>

둘째, 사전 혼동변인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처치에의 할당이

모든 잠재적 결과의 값과 독립적이다(<식 Ⅱ-6>).


, 

, 
, 

 ⊥   <식 Ⅱ-6>

셋째, 혼동변인들이 주어졌을 때, 각 처치에 할당될 확률이 0과 1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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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가진다(<식 Ⅱ-7>).

       <식 Ⅱ-7>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은 첫 번째 시점 처치할당

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들이 완벽하게 통제되었을 때 충족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고1-고2시기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연구할 때 고

1시기의 학생의 가정배경이나 가구소득, 학습태도 등은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가정배경이나

개인특성들은 고1시기 처치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에 해당한다.

혼동요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고1시기 처치할당이 혼동요인

과 체계적인 상관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처치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

되지 못할 수 있다.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을 만족

하기 위해서는 고1시기 사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학생의

특성을 완벽하게 통제해주어야 하며, 처치참여가 연구자가 고려한 혼동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때 가정을 충족할 수 있

다.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두 번째 가정은 두 번째 시점 처치할당

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들이 누락변인 없이 모두 통제되었을 때 충족

될 수 있다.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들은 고2시기 사교육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의 개인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는데,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의 선택편의를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시간불변변인(time-fixed variable)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의

존변인(time-varying variable)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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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두 번째 가정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만

약 [그림 Ⅱ-4]와 같이 처치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혼동요인

()이 존재할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혼동요인으로 인해 처치 순차

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을 만족하지 않게

되어 추정된 효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그림 Ⅱ-4]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때

요인들 간 구조(Blackwell, 2013, p.509)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세 번째 가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한 명 이상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만약 모든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처치를 받거나(연구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또는 반대로 단 한명의 학생도 처치를

받지 않은 경우(연구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 번째 조건은 충족되지 못한다. 모든 학생이 처치에 참여하

거나 모든 학생이 처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비교 가능한 집단 자체가 존재

하지 않게 되므로 처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는 두 번의 순차적인 처치 모두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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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처치 시퀀스-(0,0), (0,1), (1,0), (1,1)-에서 각 시퀀스에 해당하는 학

생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존재할 때 세 번째 가정을 충족할 수 있다. 순

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이러한 세 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순차적 처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 가정 위배의 영향 1: 오차항 상관의 발생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잠재적인 혼동요인이 통제되지 못하고 남아있

을 때에는 두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각 처치에 대한 모형의

오차항이 서로 상관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누락된 혼동요인 자체로 인

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첫 번째 시점의 처치참여는 두 번째 시점의

처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첫 번째 시점의 처치참여와 두 번째

시점의 처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서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각 시점의 처치참여에 대한 프로빗 모형

은 <식 Ⅱ-8>, <식 Ⅱ-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는 처치참여

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에서 고려해준 혼동요인을 나타낸다.

   


∞









 <식 Ⅱ-8>

  


∞









 <식 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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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식 Ⅱ-8>과 <식 Ⅱ-9>의 오차항(
, 

)에는 모형에서 고려

해주지 못한 잠재적인 혼동요인들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최종서,

2012). 첫 번째 시점의 처치참여와 두 번째 시점의 처치참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하지 못한 혼동요인 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오차항은 <식 Ⅱ-10>, <식 Ⅱ-1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


는 오차항(

, 
)에서 의 영향이 제거된 부분에 해당한다. 는

고려되지 못한 혼동요인 이 첫 번째 시점 처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회귀계수), 은 이 두 번째 시점 처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식 Ⅱ-10>




<식 Ⅱ-11>

잠재적인 혼동요인이 존재할 때, 첫 번째 시점 처치 모형의 오차항과

두 번째 시점 처치 모형의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지 않고 상관을 가질 수

있다. 
과 

의 공분산은 임을 활용하여

<식 Ⅱ-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Ⅱ-12>

기댓값의 성질2)을 활용하여 <식 Ⅱ-12>를 풀어 정리하면 <식 Ⅱ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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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Ⅱ-13>

<식 Ⅱ-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 

의 공분산은 혼동요인

()이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혼동요인()이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순차적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혼동요인이 아닐 때, <식 Ⅱ-13>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또 다른 혼동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과 상관을 가지면서 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혼동요인이 존재한

다면 
≠이 되고, 과 상관을 가지면서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혼동요인이 존재한다면 
≠이 된다. 그리고 과 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 된다. 이와 같이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모형에서 고

려하지 못한 혼동요인으로 인해 첫 번째 시점 처치와 두 번째 시점 처치

간 오차항이 서로 상관을 가질 수 있으며, 분석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기댓값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송문섭, 조신섭, 2010)

  

 



- 18 -

라. 가정 위배의 영향 2: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 발생

처치 효과를 분석 시 중요한 혼동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누락했을 경

우, 누락된 혼동변인은 오차항 간 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효과 추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추정치의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처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 식은 <식 Ⅱ-14>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만약 누락된 혼동요인이 존재한다면 오차항

는 누락된 혼동요인()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은 <식

Ⅱ-15>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식 Ⅱ-14>

  <식 Ⅱ-15>

혼동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식 Ⅱ-14>와 같은 모형을 적용해 처치의

효과()을 분석하면, 의 기댓값은 <식 Ⅱ-16>과 같이 추정되며 의

기댓값은 과 동일한 값을 보이지 않는다(최종서, 2012).

 


<식 Ⅱ-16>

누락변인()로 인해 발생한 추정치의 편의(bias)는 <식 Ⅱ-17>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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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Ⅱ-17>

<식 Ⅱ-17>의 는 처치변인과 누락된 혼동요인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처치변인과 누락변인이 강한 관계를 가질수록 누락변인으로

인한 처치 효과 추정치의 편의는 더 커지게 된다. 만약 처치변인과 누락

변인의 공분산의 값이 매우 작으면 편의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누락

변인으로 인한 편의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락

된 혼동변인이 처치변인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는 증가하게 되며 추정의 정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경향점수

가. 경향점수의 개념 및 특징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활용한 인과효과 추론방법은

Rosenbaum과 Rubin에 의해 1983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경향점수란 ‘처

치집단에 배치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험 상황에서 20명의

사례가 있을 때 10명을 처치집단에 할당하고 나머지 10명을 통제집단에

할당하였다면, 처치집단에 할당될 확률은 0.5에 해당하므로 모든 피험자

들의 경향점수는 0.5가 된다. 실험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경향점수를 직접

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관찰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경

향점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향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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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방법에서는 경향점수를 사후적으로 추정하여 추정된 경향점수의

분포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서로 비슷해지도록 조정해 준 후에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다.

경향점수를 활용한 인과추론 방법은 Rubin(1974)의 인과모형(Rubin’s

causal model)을 따르며, 인과효과에 대해 반사실적 접근(counterfactual

approach)을 따른다. 인과효과에 대한 반사실적 접근에서는 인과적인 효

과를 ‘특정한 피험자가 처지를 받았을 때 보이게 될 잠재적 결과와 처지

를 받지 않았을 때 보이게 될 잠재적 결과의 차이’로 정의하며, 이는

<식 Ⅱ-18>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Rosenbaum & Rubin, 1983). 이 때

처치는 노출가능성(exposability)와 조작가능성(manipulability)을 충족해

야 하는데, 노출가능성은 모든 사례가 처치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조작가능성은 처치변인이 인간에 의해 조작 가능한 변인

이어야 함을 뜻한다(Holland, 1986).

∆   

 : 피험자 가 처지를 받았을 때 기대되는 결과

 : 피험자 가 처지를 받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결과

<식 Ⅱ-18>

한 명의 개인에게서 두 가지 결과를 모두 관찰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

능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는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대신 처지를 받은 집단과 처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통해

평균적 처치효과(ATE: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론할 수 있다

(Holland, 1986). 평균적 처치효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피험자들이 처

치를 받았을 때 보이는 평균적인 효과와 받지 않았을 때 보이는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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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 Ⅱ-19>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식 Ⅱ-19>

현실에서는 동일한 피험자들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시에 할당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치할당()과 잠재적 결과(, )가 서로 독립

이라는 가정(independence assumption)이 필요하며, 독립성 가정을 바탕

으로 <식 Ⅱ-20>과 같이 평균적 처치효과를 산출하게 된다(Rubin,

2008).

     

     

∆         

<식 Ⅱ-20>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변인들이 주어

졌을 때 처치할당과 잠재적 결과가 독립적이라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혼동요인이 누락변인 없이 통제되었을 때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인과효과를

추정할 때에는 공통 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도 만족

해야 하는데, 공통 영역의 가정에서는 처치집단의 경향점수의 분포와 통

제집단의 경향점수 분포에서 공통된 영역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처치집단의 경향점수 분포와 통제집단의 경향점수의 분포에서 서로 겹치

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인과효과를 추정하

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두 가지 가정을 처치 할당에 대한 강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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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가정(Strongly Ignorable treatment assignment assumption: SI 가

정)이라고 하며, 경향점수를 활용한 인과추론 방법은 강한 무관성의 가

정을 바탕으로 처치효과를 추정한다(Rosenbaum & Rubin, 1983).

경향점수를 사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처지할당 여부를 결과변

인으로 하고 혼동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분석을 통해 경향점수를

추정할 수 있다. 처치여부는 ‘참여함’ 또는 ‘참여하지 않음’의 두 가지 응

답이 가능한 이분변인에 해당하므로, 경향점수의 추정에는 로지스틱 모

형(logistic model) 또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이 주로 활용된다(김

준엽, 정혜경, Seltzer, 2008). 로지스틱 분석 또는 프로빗 분석에서는 사

례 별로 ‘처치에 참여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추정된 확률을 저장

하여 경향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경향점수 추정모형의 독립변인으로 어떤 변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관해서 Brookhart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처치변인 및 결과변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은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함을 밝히고 있다.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처치변인 및 결과변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이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포함되지 못하면

처치효과 추정치가 편향되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변인과는

상관을 가지지만 결과변인과는 상관을 가지지 않는 변인이나 처치변인과

상관을 가지지 않고 결과변인과만 상관을 가지는 변인이 경향점수 추정

모형에 포함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처치효과가 편향되지 않았다. 이는

처치변인 또는 결과변인 중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혼동요인은 독립성

가정 위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향점수

추정모형의 독립변인으로 포함되는 변인들은 처치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전 혼동요인에 해당한다. 처치 후에 가지게 되는 개인의 특성에는 처

치의 효과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치 참여가 결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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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특성들을 경향점수 추정모형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한다.

추정된 경향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매칭(matching), 층화

(stratification), 역확률가중치(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등이 있다.

매칭 방법은 경향점수가 유사한 처지집단의 사례와 통제집단 사례를 짝

지어 비교하는 방법이다. 매칭 방법에서는 먼저 통제집단의 사례들 중

처치집단의 각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향점수를 가진 사례를 짝을 지어

선택한다. 그런 다음 매칭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에 효과 차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처치효과를 추정한다.

매칭 방법은 처지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를 짝짓는 방법에 따라 일대

일 매칭, 일대다 매칭, 복원 매칭, 비복원 매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처치집단의 각 사례를 통제집단의 몇 명의 사례와 짝짓는지에 따라서 일

대일 매칭(one to one matching)과 일대다 매칭(one to many matching)

으로 구분되는데, 일대일 매칭에서는 처치집단의 1명의 사례를 통제집단

의 1명의 사례와 짝지어 선택하는데 비해, 일대다 매칭에서는 처치집단

의 1명의 사례를 통제집단의 2명 이상의 사례와 짝지어 선택한다. 또한

한 번 매칭된 사례를 다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복원 매칭

(matching with replacement)과 비복원 매칭(matching without

replacement)으로도 구분될 수 있는데, 복원 매칭에서는 한 번 짝지어진

사례라도 다시 활용하여 매칭을 하며, 비복원 매칭에서는 매칭의 과정에

서 한 번 짝지어진 사례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들만을 활용하여 매칭을

계속한다.

짝을 짓기 위한 기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매칭 방식이 존재한다. 최근

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rhood matching) 방법에서는 처치집단의

사례와 중 가장 유사한 경향점수를 가지는 통제집단의 사례를 짝지어 선

택한다. 캘리퍼 매칭(caliper matching) 방법에서는 일정한 구간(caliper)



- 24 -

을 설정하여 처치집단 사례의 경향점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구간에 해당

되는 통제집단 사례를 매칭시킨다. 최적화 매칭(optimal matching) 방법

에서는 가능한 모든 매칭 조합 중에서 전체적인 거리를 최소화하는 조합

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시행한다. 다양한 매칭 방법들은 연구문제

의 성격이나 자료의 구조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매칭 방법은 실험 설계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자료의 구조나 변인의 유형에 따라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매칭 방법은 통제집단에 충분한 사

례 수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만약 통제

집단에 충분한 사례 수가 확보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처치집단의 사례와

대응되는 짝을 찾기 어려워져 적용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종단 연

구에서는 두 시점 이상의 처치에 대해 연속적인 매칭을 해야 하므로 매

칭의 과정에서 손실되는 사례 수가 크게 증가하며, 통제집단의 사례 수

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층화 방법은 경향점수가 비슷한 사례들끼리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하

위집단 별로 처치의 효과를 비교한다. 층화 방법에서는 추정된 경향점수

를 기준으로 몇 개의 하위집단을 구성한다. 그런 다음 각 하위집단 별로

처치집단-통제집단의 효과 차이를 산출하고, 각 하위집단의 효과 차이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전체 효과를 추정한다. 또는 하위집단을 구성한 후

에 구성된 하위집단에 따라 더미변인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평균

적 처치효과를 산출하기도 한다.

층화 방법에서는 구분된 층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

은 사례 수가 필요하며 자료의 구조나 연구 설계가 복잡할 때에는 적용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순차적 처치 상황과 같은 종단 연구에 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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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 이상의 순차적 처치를 모두 고려하여

층을 구분해야 하므로 각 층에 속하는 사례 수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

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처치에 대해 5개의 층을 구분한다면, 순

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5x5=25개의 층이 구분되며, 시점이 증가할수록 층

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종단연구와 같이 연구 설계

가 단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층화 방법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역확률가중치 방법은 경향점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처치집단에는 경향점수가 높은 피험자가 과대표집 되었을 가

능성이 크고, 통제집단에는 경향점수가 낮은 피험자가 과대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치집단은 경향점수가 작은 피험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통제집단은 경향점수가 높은 피험자에게 더 큰 가중

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어 주어 처치효과를 추정한다

(Hirano & Imbens, 2001; Austin, 2011). 이 때 역확률가중치()는 <식

Ⅱ-2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식 Ⅱ-21>

위의 식에서 는 사례 별로 추정된 경향점수를 나타내다. 처치집단에

속하는 사례( )는 <식 Ⅱ-21>의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 경향점수

의 역수를 가중치로 가지게 된다. 즉, 처치집단에 속하는 사례는 경향점

수가 높을수록 작은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반면 통제집단에 속하는 사

례( )는 <식 Ⅱ-21>의 첫 번째 항이 0이 되어, 1에서 경향점수를

빼어준 값(), 즉 통제집단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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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통제집단에 속하는 사례는 경향점수가 높을수록 큰 값의

가중치를 가진다.

역확률가중치 방법은 표집된 사례 수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원래의 자료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Curtis et al., 2007; 이진실, 2013). 특히, 매칭 방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많은 수의 사례가 탈락될 수 있지만, 역확률가중치 방법에

서는 대부분의 사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확률가중치 방

법은 극단적 가중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는데,

Rubin(2001)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10보다 큰 가중치는 제외하

고 분석하거나, 경향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례와 하위 2.5%에 해

당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공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분자에 고려해주는 안

정화가중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Cole & Heman,

2008; Xu et al., 2010; 하여진, 박현정, 2015b).

나. 역확률가중치의 곱을 활용한 종단 경향점수 추정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 방법(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은

종단으로 확장하여 두 시점 이상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하는 데 활

용될 수 있다(Robins, Heman & Brumback, 2000). 학생 i가 첫 번째 시

점(time=1)에 첫 번째 처치()에 할당되고, 두 번째 시점(time=2)에 두

번째 처치()에 할당되며, t번째 시점에 t번째 처치()에 할당되는 순차

적 처치 상황을 생각해보자. 각 시점에서의 처치여부()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되고(<식 Ⅱ-22>), 모든 시점의 처치 시퀀스에 대한 벡터

(vector)는 <식 Ⅱ-23>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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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Ⅱ-22>

  
 <식 Ⅱ-23>

‘순차적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만족될 때 관찰 가능한 공변인들이 주

어지면 t시점에서의 처치할당은 모든 잠재적 결과 값과 독립적이라고 가

정된다.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전체 처치여부 시퀀스에

대한 결합 확률은 <식 Ⅱ-24>과 같이 각 시점에서의 확률을 순차적으

로 곱해준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Hong, & Raudenbush, 2008).

 
  



     

<식 Ⅱ-24>

종단적 처치 상황에서의 역확률가중치는 각 시점에서 추정된 확률의

역수를 모두 곱해준 값으로 <식 Ⅱ-25>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식 Ⅱ-25>

<식 Ⅱ-25>를 통해 계산된 가중치는 여러 시점에서의 경향점수의 곱

을 활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가중치 값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Ⅱ-26>과 같은 안정화 역확률가중치

(Stabilized IPW)를 활용할 수 있다. 안정화 가중치는 혼동요인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 확률을 분자에 활용함으로써 분자와 분모의

극단적인 차이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Cole & Heman, 2008; X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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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안정화 역확률가중치에서는 각 시점별로 이전 시점 처치여부 외

에 다른 혼동요인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확률을 분자에 활용하

는데, 이 때 분자에 활용되는 확률은 각 처치 시퀀스 별 사례 수를 반영

한 확률에 해당한다. 만약 특정한 처치 시퀀스에 해당하는 사례 수가 매

우 소수라면 혼동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을 때에도 해당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의 값은 매우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매

우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활용해 혼동요

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 확률을 분자에 곱해주면, 사례

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점수의 극단적 차이를 줄일 수 있으

면서 혼동요인의 영향도 조정해줄 수 있게 된다.

  


× 

 
× ⋯ ×   

   

<식 Ⅱ-26>

역확률가중치의 곱을 활용하여 실제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한 연구

로는 Hong과 Raudenbush(2008)의 연구와 박현정과 이준호(2012)의 연

구가 있다. Hong과 Raudenbush(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5

학년 시기의 집중적인 수학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 교육 처치의 효과가 시기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였다. 세 시점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처치 전 시점, 첫 번째 처

치 시점, 두 번째 처치 시점)를 활용하였으며, 안정화 역확률가중치의 곱

을 성장모형(growth model)에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번째 시점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횡단 처치 효과만 유의수준 .10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횡단 처치 효과나 처치



- 29 -

지연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시기에 따라 수학 수업의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수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현정과 이준호(2012)의 연구에서는 두 시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화위

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각 시점에서의 경향점수를 추정하였고, 각 시점

의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종단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1시기 방과후학교 참여의 효과, 고2시기 방과후학교 참여의 효과,

고1-고2시기 참여의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1-고2시기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경우 고1시기에 참여했을

때 가지는 효과와 고2시기에 참여했을 때 가지는 효과를 단순히 합한 것

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성적 향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현정과 이준호(2012)의 연구에서는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 교육

처치에 연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현정과 이준호(2012)의 연구와 Hong과 Raudenbush(2008)의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고,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관한 방법론적인 검

토는 깊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역확률가중치의 곱

을 활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들을 다양한 조건에서 비교․검증해보고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

한 방법에 대한 검토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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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UBP 모형을 활용한 종단 경향점수 추정

SUBP(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모형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 SUR 모형은 2

개 이상의 종속변인을 함께 분석할 때 각 종속변인에 대한 모형의 오차

항들이 서로 상관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한 모형이다(Zellner, 1692).

SUR 모형에서는 2단계 추정방식을 통해 추정치를 산출한다. 1단계에서

는 각각의 식을 개별적으로 추정한 후에 개별 식에서의 잔차를 활용하여

오차항의 분산과 공분산을 추정한다. 그런 다음 2단계 분석에서 추정된

오차항의 분산과 공분산을 활용해 2개 이상의 식을 GLS(generalized

least square) 방식으로 결합하여 최종 추정치를 산출한다.

<식 Ⅱ-27>과 같은 m개의 식이 있다고 하자. n명의 사례가 있을 때,

<식 Ⅱ-27>에서 각각의 는 ×(사례 수×1) 행렬에 해당하고, 는

×(사례 수×독립변인의 수) 행렬, 는 ×(독립변인의 수×1) 행렬,

는 ×(사례 수×1) 행렬에 해당한다.

 

 

⋮

  

<식 Ⅱ-27>

1단계 분석에서는 m개의 식을 각각 추정하여 각 식에서의 잔차 을

추정한다. 그런 다음, 각 식에서 추정된 잔차 를 활용하여 오차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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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과 공분산을 추정한다. m개의 식 중에서 먼저 2개 식(i번째 식과 j

번째 식) 간에 오차항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식 Ⅱ

-28>과 같다. 표집된 개체 간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학

생 간 오차항 공분산은 0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식 Ⅱ-28>의 행렬

에서 대각선 요소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i번째 식과 j번째 식의 오차항 간 공분산은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때 은 대각선 요소에 1의 값을 가지는 항등행렬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i번째 식 오차항과 j번째 식 오차항 간의 공분산

 : × 항등행렬

<식 Ⅱ-28>

이를 m개의 식으로 확장하여 m개 식의 오차항에 대한 전체 분산-공

분산 행렬을 계산하면 <식 Ⅱ-2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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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분산 을 요소로 가지는 × 행렬

: × 항등행렬

⊗: 두 행렬 간의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3)

<식 Ⅱ-29>

다음으로 2단계 분석에서는 <식 Ⅱ-30>과 같은 식을 통해 SUR 추정

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1단계 분석에서 <식 Ⅱ-29>를 통해 추정된 잔

차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식 Ⅱ-30>의 ∑에 대입하여 SUR 추정

치를 구할 수 있다(Zellner, 1962).

  ′∑ ⊗   ′∑ ⊗  <식 Ⅱ-30>

종속변인이 이분변인일 경우에는 SUR 모형과 프로빗 모형을 결합한

SUBP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SUBP 모형은 2개의 프로빗 모형을 결합

하여 추정하며, 오차항들의 분포가 <식 Ⅱ-31>과 같은 이변량 정규분포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식 Ⅱ-31>

3) 행렬A와 행렬B의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은 행렬A의 각 요소에 행렬B를 각

각 곱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행렬A, B가 있다고 할 때, ⊗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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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 모형과 일반적인 개별 프로빗 모형의 가장 큰 차이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프로빗 모형에서는 오차항 간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SUBP 모형에서는 오차항 간 상

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식 Ⅱ-31>에서 는 두 모형의 오차

항 간의 상관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가 0일 때에는 개별 프로빗 모형과

SUBP 모형의 결과가 동일해지며, 가 0이 아닐 때에는 개별 프로빗 모

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보다 SUBP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Baum, 2006; 하여진, 2015).

SUBP 모형에서는 오차항 간 상관뿐만 아니라 종속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도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귀적 이변량 프로빗

(recursive bivariate probit)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Marra & Radice,

2011).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에는 오차항 간 상관뿐만 아니라, 첫 번

째 시점 처치가 두 번째 시점 처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주는 것이 필

요하다. 때문에 <식 Ⅱ-32>와 같이 첫 번째 모형에서 종속변인이었던

첫 번째 시점 처치여부()를 두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인으로 포함하

게 되므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위해 적용하는 모형은 SUBP 모형

중에서도 재귀적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식 Ⅱ-32>



- 34 -

SUBP 모형에서는 총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데,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각 4가지 시퀀스-(0,0), (0,1), (1,0),

(1,1)-에 해당할 확률을 각각 추정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시점의 처치

에만 참여할 확률(), 두 번째 시점의 처치에만 참여할 확률(), 두

시점 모두 처치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 두 시점 모두 처치에 참여할

확률()의 네 가지 확률을 각 학생별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네 가

지 확률 중에서 학생 개인의 실제 참여한 처치 시퀀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선택하여 종단 경향점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종단 경향점수의 역

수를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위한 역확률가중치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시점 가중치의 곱을 활용한 방법에서는 첫 번째 처

치에 대한 확률과 두 번째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두 확률을 곱하여 사용해야 했고, 각 시점별로 추정된 경향

점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SUBP 모형에서는

총 처치 시퀀스에 대한 참여 확률을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

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SUBP 모형에서는 첫 번째 시점 처치여부와

두 번째 시점 처치여부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각 처치 시퀀스에 해

당하는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도 가진다.

SUBP 모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SUBP 모형에서는 각각의 프로빗

모형에 대한 독립변인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Baum, 2006), 이

러한 특징은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시간의존변인을 쉽게 모형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UBP 모형을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

석할 때, 첫 번째 처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는 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고, 두 번째 처치를 종속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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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모형에는 시간의존변인의 두 번째 시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SUBP 모형에 종속변인 간의 상호관계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모형

의 판별(identification)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모형에 포함되는 변인은 모형 내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인과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종속변

인은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인이므로 내생변인에 해당한다. 내생변

인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이 다른 모형에 독립변인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포함된 내생변인의 수만큼 외생변인이 존재해야 모형이 판별될 수 있다

(Wooldridge, 2013). 만약 내생변인이 포함된 모형에 독립적인 외생변인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가 부족하여 모형이 판

별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식 Ⅱ-33>과 같은 모형에서는 두 번째 식

(에 대한 식)에 첫 번째 식(에 대한 식)에서 활용한 정보 이외에 추

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형이 판별되지 못한다. 그러나

<식 Ⅱ-34>와 같은 모형에서는 두 번째 식(에 대한 식)에 독립적인

외생변인 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형이 판별될 수 있다.

 

 

<식 Ⅱ-33>

 

 

<식 Ⅱ-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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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는 첫 번째 처치 참여가 두 번째 처치 참

여의 독립변인으로 포함되므로, 적어도 1개 이상의 독립변인이 두 번째

시점 모형에만 포함이 되어야 모형이 판별될 수 있다. 순차적 처치 효과

상황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두 번째 시점 공변인이 첫 번째 시점 처

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시간의존변인의 두 번

째 시점 변인을 첫 번째 시점 모형에는 포함하지 않고 두 번째 시점 모

형에만 포함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시점

모형과 두 번째 시점 모형에 동일한 독립변인만을 투입한다면 그 모형은

판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SUBP 모형을 활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고 교육연구에 적용한 연구

로는 하여진(2015)의 연구가 있다. 하여진(2015)의 연구에서는 단 시점의

다중 처치 상황에서 SUBP 모형을 적용하였고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다

른 모형(다항 프로빗, 개별 프로빗)을 적용했을 때와 결과를 비교하였다.

하여진(2015)의 연구에서는 SUBP 모형을 <식 Ⅱ-35>와 같이 설정하여

적용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의 오차항과 사교육 참여의 오차항이 서

로 상관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방과후학교참여
 





사교육참여
 





 


∼   


 
 

 


<식 Ⅱ-35>

연구의 결과 SUBP 모형을 적용했을 때 다른 적용모형(다항 프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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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별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비해 추정치의 편의가 작고,

처치 간 상관, 사례 수,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추정치의 변화가 작다는

점을 밝혔다. 다중 처치 상황에서 개별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는 처치 간의 상관이 커짐에 따라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커지고 평균제

곱오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UBP 모형에서는 처치 간 상

관이 커지더라도 추정치의 편의가 0에 가깝게 유지되었으며, 다항 프로

빗 모형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에도 SUBP 모형에서 편의가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진(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SUBP 모형을 다중 처치 효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제안하였

다.

하여진(2015)의 연구에서는 SUBP 모형을 다중 처치 상황에 적용하였

지만, SUBP 모형은 2시점 이상의 처치를 동시에 고려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순차적 처치 상황에

서는 다중 처치 상황보다 순차적인 처치들 간에 상관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SUBP 모형이 더욱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SUBP 모형을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적용한 연구나 SUBP 모형

이 순차적 처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해주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

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SUBP 모형이 다중 처치 효과뿐만 아니

라 순차적 처치 효과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정해 줄 수 있는지, 순차

적 처치 효과 분석에도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는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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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TUDY 1: 모의실험 연구

1. 모의실험 1: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비교

가. 연구의 목적

연구1(Study1)의 첫 번째 모의실험의 목적은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모

형에 따라서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의 양호도가 어떠한지 비교하고,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종단적 선택편의를 조정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서의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를 곱

하여 종단적 역확률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Robins,

Greenland & Hu, 1999; Robins, Heman & Brumback, 2000), 이는 시간

의존 처치변인의 효과 분석에 활용되어져 왔다(Blackwell & Glynn,

2014; Wodtke, Harding & Elwert, 2011; Hong & Raudenbush, 2008; 이

준호, 2013). 역확률가중치의 곱을 활용한 방법에서는 각 시점에서 각각

의 경향점수를 추정한 후 각 시점의 가중치들을 곱하여 하나의 종단 가

중치로 활용한다.

그러나 확률을 곱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기 처치에 참여

할 확률과 두 번째 시기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

요한데, 두 확률이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첫 번째 처치 참

여와 두 번째 처치 참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이 완벽

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두 확률은 상관을 가질 수 있으며 두 시점에서

의 확률이 독립이라는 가정이 만족하지 않게 된다. 실험연구가 아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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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잠재적인 공변인까지 완벽

하게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시기 처치

에 참여할 확률과 두 번째 시기 처치에 참여할 확률이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SUBP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UBP 모형에서는 총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를 동시에 추정

해주며, 첫 번째 시점 처치의 경향점수 추정모형과 두 번째 시점 처지의

경향점수 추정모형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고려해줌으로써, 두 확률이 독

립적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Baum, 2006; Cappellari & Jenkins,

2003).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는 두 번의 처치 참여가 독립적으로 발생하

지 않고 이전 시점의 처치 참여가 다음 시점 처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 시점의 처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서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SUBP 모형에서는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발생하

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UBP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는데, SUBP 모형에서

는 첫 번째 시점 처치여부와 두 번째 시점 처치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처치 시퀀스별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

에는 추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전체 사

례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SUBP 모형의 추정의 양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곱한 가중치를 활용한 방법과 SUBP 모형을 활용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어떤 조건에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더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곱한 가중치를 활용한 방법(PW 모형)과 SUBP 모

형을 활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순차적 처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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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라 효과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고 검증해보고자 한다.

나. 연구문제

연구1(Study1)의 첫 번째 모의실험에 대한 연구문제(연구문제1)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비교]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경향점수 추정모형(PW

모형, SUBP 모형)에 따라 효과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오차항 상관에 따라서 PW 모형과 SUBP 모형

의 효과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사례 수에 따라서 PW 모형과 SUBP 모형의 효

과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처치-통제 집단 비율에 따라서 PW 모형과

SUBP 모형의 효과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



- 41 -

나.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연구의 자료는 가상자료를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첫 번째 모의실험에

서는 분석모형에 따른 추정의 정확성을 다양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기 위

해, 사례 수, 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을 변화시켜가며 자료를

생성하였다.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는 단일 처치 분석에 비해 많은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 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례

수에 따라 추정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생성 시 사례

수 조건을 다르게 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사례 수 조건은 200명, 500

명, 1000명의 3가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사례 수가 충분한 경우인 1000명

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였고(Clarke, Kenkel & Rueda, 2011; 하여

진, 2015), 사례 수가 작아질 때 분석모형에 따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

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 수 500명과 200명도 모의실험 조건으로

포함하였다(Brookhart et al., 2006; Rassen et al., 2011).

순차적 처치를 분석할 때 각 시점의 처치에서 처치-통제 집단 비율의

차이가 커지면, 각 처치 시퀀스-(0,0), (1,0), (0,1), (1,1)-에 속하는 사례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며, 처치 시퀀스 별 사례 수 차이는

추정의 양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처치-통제 집단 비율의 차

이가 커지면 극단적 가중치의 영향도 커질 수 있으므로 처치-통제 집단

비율도 모의실험 조건으로 포함하였다. 처치-통제 집단 비율은 1:1과 1:3

의 2가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율이 1: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연구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소속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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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치-통제 집단 비

율이 1:3인 조건도 모의실험에 포함하였다.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일

때는 처치 참여율이 약 25%일 때를 나타내며, 선행연구(Lingle, 2009)와

국내 사교육 참여율(통계청, 2016)4)을 고려하였다.

자료 생성 시 오차항 상관도 변화시켜가며 자료를 생성하였는데, 오차

항 상관에 따라서 경향점수 추정모형(PW 모형, SUBP 모형)에 따른 추

정의 양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처

치와 두 번째 처치의 오차항 상관을 변화시켜 주었고, 오차항 상관에 따

라 두 모형(PW 모형, SUBP 모형)에서 추정의 양호도가 어떠한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오차항 상관의 조건은 0, 0.2, 0.5, 0.7의 4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Masaoud & Stryhn(2010)의 모의실험 연구에서 반복측정

자료의 상관조건을 0.2(low), 0.5(medium), 0.7(high)로 설정하였다는 점

을 참고하였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았을 때에도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null model)에서 순차적인 처치 간 오차항 상관이 0.7

정도의 값을 보였다는 점5)도 고려하였다.

4)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통계청, 2016)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 24.5% 14.1% 9.1%

수학 교과 41.6% 54.4% 33.4%

영어 교과 42.9% 51.9% 27.7%

5)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데이터(중학교 패널 4-5차년도)를 활용하여 오차항 상관을

확인해보았다. 아래 표에 제시한 값은 공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의 오차항

상관에 해당한다. 무조건 모형의 오차항 상관은 해당 데이터의 사교육 참여여부에서

가질 수 있는 오차항 상관의 최대값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공변인이 완벽하게 통제

된다면 오차항 상관은 0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구 분 사교육 참여의 오차항 상관

국어 교과 0.664

수학 교과 0.745

영어 교과 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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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효과의 크기 조건은 Cohen(1977)이 제시한 표준화된 평균차이(d)

를 기준으로 작은 효과 크기(small effect size)에 해당하는 0.2로 처치효

과 크기 조건을 고정하였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작은 효과 크기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과 국내 사교육, 방과후, EBS 효과

연구에서도 작은 효과 크기를 주로 보였음을 고려하였다(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상경아, 2006;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 2010; 신혜숙 외,

2011; 백순근, 길혜지, 홍미애, 2013; 길혜지, 박현정, 백순근, 2014; 하여

진, 박현정, 2015a; 하여진, 박현정, 2015b)6).

공변인에 대한 조건으로는 공변인의 개수는 시간불변 공변인과 시간

의존 공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시간불변 공변인 2개, 시간의존 공변인 4

개(2개 변인×2개 시점의 값)로 설정하였다. 이 때 공변인들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공변인의 개수는 실제 연구에

서는 연구 자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모의실험 연구에

서는 공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면서도 최대한 단순한 조건에서 비교

6) 참고한 국내 사교육, 방과후학교, EBS 효과 연구의 효과크기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한 선행연구 효과크기 기타사항

사교육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2008) 0.206
수학교과 기준, p. 119에

기술되어 있음

상경아(2006) 0.281
유의했던 수리나형 기준

으로 d계산

하여진, 박현정(2015a) 0.307
수학교과 기준, 회귀계수

및 SD를 활용해 d계산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2010) -0.334
수학교과 기준, 회귀계수

및 SD를 활용해 d계산

방과후학교 신혜숙 외(2011)

0.272,

0.410,

0.206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

어 교과 순, 승산비를 d

로 변환

EBS

백순근, 길혜지, 홍미애(2013) 0.181
유의했던 국어교과 기준

으로 d 계산

길혜지, 박현정, 백순근(2014) 0.172
수학교과 6개월이상 참

여집단 기준으로 승산비

를 d로 변환

하여진, 박현정(2015b) 0.227
수학교과 기준, 회귀계수

및 SD를 활용해 d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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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근거

① 사례 수
200명, 500명,

1000명

- Clarke et al.(2011)

- 하여진(2015)

- Brookhart et al.(2006)

- Rassen et al.(2011)

② 처치효과의 크기 0.2

- Cohen(1977)의 small effect

- 국내 사교육, 방과후, EBS

연구 효과크기

③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 1:3

- Lingle(2009)

- 국내 사교육 참여율

④

공변인

상관

공변인 간

상관

0.2

(자기상관 0.5)

- Bellera(2013)

- Masaoud & Stryhn(2010)

- 실제데이터의 상관 참고

처치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0.2
- Bellera(2013)

- 실제데이터 참고

T1과 T2의

상관
0.5

- Masaoud & Stryhn(2010)

- 실제데이터 참고

하기 위해, 시간불변 공변인과 시간의존 공변인을 각각 2개 변인씩을 설

정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공변인 개수를 주로 1~3개

정도로 설정하였음을 참고하였다(Brookhart et al. 2006; Clarke, Kenkel

& Rueda, 2011; Lingle, 2009).

공변인의 영향력은 실제데이터의 상관 및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조건

(Bellera, 2013; Masaoud & Stryhn, 2010)을 참고하여 공변인 간 상관은

0.2로, 시간의존변인의 자기상관은 0.5로 설정하였고, 처치변인과 결과변

인에 대한 공변인의 영향력은 0.2로 설정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모의실

험 자료의 생성 조건을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모의실험의 자료 생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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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인 개수 6개
- 시간불변변인 2개

- 시간의존변인 2개×2시점

⑤ T1과 T2의 오차항

상관
0. 0.2, 0.5, 0.7 - Masaoud & Stryhn(2010)

모의실험 자료를 생성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변인의 생성은 <식

Ⅲ-1>과 같은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발생하

여 생성하였다.























∼




















































     
     
     
     
     
     

<식 Ⅲ-1>

처치변인의 생성은 <식 Ⅲ-2>, <식 Ⅲ-3>를 바탕으로 먼저 
 , 



를 생성하였다(Monfardini & Radice, 2008; Clarke, Kenkel & Rueda,

2011; 하여진, 2015).7)





 <식 Ⅲ-2>





 <식 Ⅲ-3>

7) BRM(binary response model)에서는 처치참여가 가지는 효용을 의미하는 잠재변인

( 
)을 가정하며,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된다(Long, 1997). 이 연구의

자료를 생성할 때에도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여 처치가 가지는 효용을 나타내는 잠재

변인 

, 


을 생성한 후, 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를 활용해 


, 


의 값을 이분

변인으로 변환해주는 방식으로 처치변인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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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Ⅲ-3>에서 절편()의 값은 
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일 때는 –0.25로,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

일 때는–0.125로 설정하여 자료를 생성하였고, 오차항(
, 


)은 <식

Ⅲ-4>와 같이 상관조건을 반영하여 생성하였다.





















∼










  











 










 

, 


    

<식 Ⅲ-4>

처치변인은 ‘참여’ 또는 ‘비참여’의 응답을 가지는 이분변인이므로, 
 ,


를 <식 Ⅲ-5>와 같이 변환해주었다. 정규분포의 누적확률을 반영하

여 분할점수(cut point)를 설정하였고, 설정한 분할점수보다 
(또는 

)

의 값이 크거나 같으면 ‘참여함=1’으로, 
(또는 

)의 값이 분할점수보

다 작으면 ‘참여하지 않음=0’으로 변환해주었다.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조건에서는 정규분포 상에서 누적확률이 0.5에 해당하는 Z값(=0)을

기준으로 처치변인의 값을 변환해주었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정규분포 상에서 누적확률이 0.75에 해당하는 Z값8)을 기준으

로 처치변인의 값을 변환해주었다.

8)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일 때 
의 분할점수(cut point)의 값은 0.76이었으며, 오

차항 상관에 따른 
의 표준편차와 이를 반영한 분할점수(cut point)는 아래와 같다.

오차항 상관 

변인의 표준편차

누적확률 75%에 해당하는 Z값

= 분할점수(cut point)
0 1.17 0.79
0.2 1.19 0.80
0.5 1.23 0.83
0.7 1.25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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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i f 
≤   

<식 Ⅲ-5>

  i f 
≥≤   

  i f 
≤   

결과변인의 생성은 <식 Ⅲ-6>, <식 Ⅲ-7>, <식 Ⅲ-8>, <식 Ⅲ-9>

와 같이 각 사례에 대한 4가지 잠재적 결과 값-Y(0,0), Y(1,0), Y(0,1),

Y(1,1)-을 생성하고, 해당 사례의 실제 처치 시퀀스에 따라 결과변인의

값을 선택하여 생성하였다(Rickles, 2012). Y(0,0)에 대한 기대 값은 <식

Ⅲ-6>과 같이 생성하였고, Y(1,0), Y(0,1), Y(1,1)의 값은 효과크기(true

effect)에 해당하는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각각 더하여 생성하였다.

 

 ∼

<식 Ⅲ-6>

   (a=처치 지연 효과) <식 Ⅲ-7>

    (b=횡단 처치 효과) <식 Ⅲ-8>

    (c=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식 Ⅲ-9>

모의실험의 조건 수는 총 24개 조건(사례 수 3개 조건 × 처치-통제

집단 비율 2개 조건 × 오차항 상관 4개 조건)이다. 모의실험 자료의 수는

각 조건별로 1,000개씩의 데이터를 반복생성(replication)하여 총 24,000개



- 48 -

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생성 및 분석에는 Stata12.0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고, 각 변인의 생성에 활용한 Stata 명령어는 <표 Ⅲ-2>

에 제시하였으며, 모의실험을 위해 활용한 전체 명령어는 부록(p.146)에

제시하였다.

<표 Ⅲ-2> 모의실험 자료생성을 위한 Stata 명령어

생성 변인 Stata 명령어

공변인

matrix C =

(1,.2,.2,.2,.2,.2\.2,1,.2,.2,.2,.2\.2,.2,1,.5,.2,.2\.2,.2,.5,1,.2,.2\.2,.2,.

2,.2,1,.5\.2,.2,.2,.2,.5,1)

drawnorm x1 x2 x3t1 x3t2 x4t1 x4t2, corr(C)

처치변인

matrix U = (1, \ , 1)

drawnorm e1 e2, corr(U)

replace t1=0.2*x1+0.2*x2+0.2*x3t1+0.2*x4t1+e1

replace t1=1 if t1>=cut point

replace t1=0 if t1<cut point

replace t2

=b0+0.2*x1+0.2*x2+0.2*x3t2+0.2*x4t2+0.5*t1+e2

replace t2=1 if t2>=cut point

replace t2=0 if t2<cut point

결과변인

replace y=

0.2*x1+0.2*x2+0.2*x3t1+0.2*x3t2+0.2*x4t1+0.2*x4t2

+rnormal(0,1)

replace y= y+0.2 if (t1==1 & t2==0)

replace y= y+0.2 if (t1==0 & t2==1)

replace y= y+0.2+0.2+0.2 if (t1==1 & 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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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의 분석결과는 추정치의 편의(bias)와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편의는 추정치의 정확성

(accuracy)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로, 1000개의 표본에 대해 반복 분석

하였을 때 추정치들의 평균이 모수치(true effect)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다(Mooney, 1997; Hoogland & Boomsma, 1998).

추정치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은 추정치들의 평균이 모수치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표본 추정치들의 값이 모수치의

참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정치의 정확성을 평가

한 후에는 추정치의 효율성(efficiency)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정치의 효율성(efficiency)이란 추정치들의 값이 표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얼마나 일관되게 추정될 수 있는지를 뜻한다.

[그림 Ⅲ-1]에서는 추정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따른 추정치들의 분포

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Carsey & Harden, 2014). 추정치의 정확성이 높

고 효율성이 낮을 때, 추정치의 정확성이 낮고 효율성이 높을 때, 추정치

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모두 높을 때, 추정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모두

낮을 때, 4가지의 경우에 대해 추정치들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추정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모두 높을 때가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진 경

우에 해당한다. 반면 추정치의 정확성이 낮을 때는 추정치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추정치의 정확성이 낮으면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표본 추정치들이 일관되게 편향된 결과를 보여줌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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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추정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따른 분포

(Carsey & Harden, 2014, p.85)

추정치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에는 추정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평균제곱오차(MSE)를 활용하고자 하며, 평균제곱오차는 <식 Ⅲ

-10>와 같이 추정치의 편의와 분산을 함께 반영하여 계산된다. 평균제

곱오차는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는지를 함께 보여주

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Muthén & Muthén, 2002; Glasserman, 2003;

Carsey & Harden, 2014).

     <식 Ⅲ-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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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연구모형으로는 PW(Product of inverse probability Weights) 모형,

SUBP(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모형, 2가지 모형을 적용

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였고,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모형에 따라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① PW 모형

‘PW 모형’에서는 먼저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 각각에 대해 프

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적용하여 처치 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한다.

<식 Ⅲ-11>은 첫 번째 처치의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프로빗 모형

에 해당하고, <식 Ⅲ-12>은 두 번째 처치의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프로빗 모형에 해당한다.

  
,


∞









 <식 Ⅲ-11>

  
,


∞









 <식 Ⅲ-12>

그런 다음 추정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식 Ⅲ-13>과 같이 첫 번째

시점의 가중치와 두 번째 시점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계산한

다. 각 시점에서의 경향점수의 역수를 곱하여 가중치로 활용하였고,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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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중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자에는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

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곱해주어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였

다.

  

 
× 

 

<식 Ⅲ-13>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회귀 식은 <식 Ⅲ-14>와 같으며,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회귀분석(weighted regression)을 실시한다.

<식 Ⅲ-14>를 통해 추정된 은 처치 지연 효과에 해당하고, 는 횡단

처치 효과를 나타내며, 는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를 나타낸다.

  <식 Ⅲ-14>

② SUBP 모형

‘SUBP 모형’에서는 첫 번째 시점의 처치 참여와 두 번째 시점의 처치

참여의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한다. 각 시점에서의

처치 참여에 대한 개별 추정 식은 PW 모형의 프로빗 모형과 동일하지

만, SUBP 모형에서는 <식 Ⅲ-15>와 같이 오차항의 상관까지 고려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PW 모형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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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Ⅲ-15>

SUBP 모형을 적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면 첫 번째 시점의 처치에

만 참여할 확률(), 두 번째 시점의 처치에만 참여할 확률(), 두 시

점 모두 처치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 두 시점 모두 처치에 참여할

확률()의 네 가지 확률이 각 학생별로 추정된다. 추정된 확률 중 학생

개인의 실제 처치 시퀀스에 해당하는 값을 분모로 하고, 공변인을 고려

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분자로 하여 안정화 역확률가중치

를 계산할 수 있다.

SUBP 모형에서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회귀 식은 <식 Ⅲ

-14>와 동일하다. 단, 이 때 가중 회귀분석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는

SUBP 모형을 통해 구해진 가중치가 적용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라. 연구결과

PW 모형과 SUBP 모형을 적용하여 처치 지연 효과, 횡단 처치 효과,

배가효과를 추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례 수가 200명일 때

사례 수가 200명일 때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결과는 <표 Ⅲ-3>,

<표 Ⅲ-4>에 제시하였다. 추정된 모수의 편의정도가 .05보다 작으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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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구분 PW모형 SUBP모형

1:1

0

처치 지연 효과 0.010 0.007

횡단 처치 효과 0.003 0.004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4 0.016

0.2

처치 지연 효과 0.009 0.004

횡단 처치 효과 -0.015 -0.00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6 0.020

0.5

처치 지연 효과 0.005 -0.009

횡단 처치 효과 -0.051 -0.01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35 0.034

0.7

처치 지연 효과 0.019 -0.016

횡단 처치 효과 -0.088 -0.006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43 0.033

1:3

0

처치 지연 효과 0.016 0.041

횡단 처치 효과 0.010 0.046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95 0.039

0.2

처치 지연 효과 0.024 0.038

횡단 처치 효과 0.003 0.04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35 -0.003

0.5
처치 지연 효과 0.050 0.044
횡단 처치 효과 0.014 0.05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47 -0.055

용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Hoogland & Boomsma, 1998), 사례 수가 200

명이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조건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0.5이상

일 때 PW 모형과 SUBP 모형의 추정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 상관이 0.5이상이면 PW 모형에서는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UBP 모형에서는 추

정의 정확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차항 상관이 증가하여도

SUBP 모형에서는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만, PW 모형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높으면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3>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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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처치 지연 효과 0.074 0.041

횡단 처치 효과 0.007 0.07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80 -0.074

[그림 Ⅲ-2] 오차항 상관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그림 Ⅲ-3]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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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오차항 상관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편의

: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사례 수가 200명이고 처치-통제 집단의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오

차항 상관이 0.5이상이면 PW 모형과 SUBP 모형, 두 모형 모두에서 효

과 추정치의 편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UBP 모형은 PW 모형에

비해 더 많은 모수를 한 번에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추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

수가 작으면서(200명 이하)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

는 SUBP 모형에서도 순차적 처치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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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오차항 상관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그림 Ⅲ-6]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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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구분 PW모형 SUBP모형

1:1
0

처치 지연 효과 0.107 0.106

횡단 처치 효과 0.104 0.10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250 0.249

0.2
처치 지연 효과 0.101 0.102
횡단 처치 효과 0.105 0.102

[그림 Ⅲ-7] 오차항 상관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편의

: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평균제곱오차에 있어서는 두 모형(PW 모형, SUBP 모형)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들(처치 지연 효과, 횡

단 처치 효과,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간에는 평균제곱오차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든 조건에서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평균

제곱오차가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는 처지지연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효율적으로 추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Ⅲ-4>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추정치의 평균제곱오차 (n=200)



- 59 -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242 0.239

0.5

처치 지연 효과 0.118 0.122

횡단 처치 효과 0.121 0.11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271 0.276

0.7

처치 지연 효과 0.156 0.168

횡단 처치 효과 0.161 0.17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357 0.384

1:3

0

처치 지연 효과 0.082 0.083

횡단 처치 효과 0.099 0.09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396 0.369

0.2

처치 지연 효과 0.095 0.096

횡단 처치 효과 0.111 0.104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390 0.365

0.5

처치 지연 효과 0.122 0.127

횡단 처치 효과 0.129 0.13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397 0.377

0.7

처치 지연 효과 0.181 0.193

횡단 처치 효과 0.193 0.19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517 0.510

2) 사례 수가 500명일 때

사례 수가 500명일 때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Ⅲ-5>,

<표 Ⅲ-6>에 제시하였다. 사례 수가 500명이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조건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0.7이상일 때 PW 모형과 SUBP 모형의

추정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 상관이 0.7일 때

PW 모형에서는 추정치의 편의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SUBP 모형에서는

모든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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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구분 PW모형 SUBP모형

1:1

0

처치 지연 효과 0.001 -0.001

횡단 처치 효과 0.008 0.006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0 0.009

0.2

처치 지연 효과 -0.001 -0.002

횡단 처치 효과 -0.006 0.00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7 0.006

0.5

처치 지연 효과 0.015 0.002

횡단 처치 효과 -0.037 0.00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4 -0.005

0.7

처치 지연 효과 0.037 -0.006

횡단 처치 효과 -0.078 -0.004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6 0.014

1:3

0

처치 지연 효과 0.011 0.017

횡단 처치 효과 0.015 0.02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26 0.002

0.2

처치 지연 효과 0.016 0.013

횡단 처치 효과 0.007 0.02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3 0.001

0.5

처치 지연 효과 0.042 0.015

횡단 처치 효과 -0.008 0.01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54 -0.016

0.7

처치 지연 효과 0.083 0.024

횡단 처치 효과 -0.038 0.017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77 -0.025

<표 Ⅲ-5>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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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오차항 상관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5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그림 Ⅲ-9]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5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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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오차항 상관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편의

: 사례 수 5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사례 수가 500명이고 처치-통제 집단의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오

차항 상관이 0.5이상이면 PW 모형과 SUBP 모형의 추정의 정확성에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 상관이 0.5이상(0.5 또는 0.7)일

때 PW 모형에서는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SUBP 모

형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존재할 때에도 추정치의 편의가 모두 수용 가능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례 수가 500명인 조건에서는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하지 않아도 SUBP 모형에서는 추정이 정확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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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오차항 상관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5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그림 Ⅲ-12]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5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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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구분 PW모형 SUBP모형

1:1
0

처치 지연 효과 0.037 0.037

횡단 처치 효과 0.040 0.03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92 0.093

0.2
처치 지연 효과 0.034 0.034
횡단 처치 효과 0.040 0.038

[그림 Ⅲ-13] 오차항 상관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편의

: 사례 수 5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평균제곱오차에 있어서는 사례 수가 500명인 조건에서도 두 모형(PW

모형, SUBP 모형) 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들(처치 지연 효과, 횡단 처치 효과, 순차적 처치 배가

효과) 간에는 평균제곱오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례 수가 200

명일 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평균제곱오차가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6>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추정치의 평균제곱오차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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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84 0.084

0.5

처치 지연 효과 0.041 0.044

횡단 처치 효과 0.046 0.04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03 0.108

0.7

처치 지연 효과 0.058 0.064

횡단 처치 효과 0.062 0.06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39 0.157

1:3

0

처치 지연 효과 0.034 0.033

횡단 처치 효과 0.040 0.03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97 0.185

0.2

처치 지연 효과 0.037 0.036

횡단 처치 효과 0.041 0.04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77 0.165

0.5

처치 지연 효과 0.050 0.053

횡단 처치 효과 0.052 0.05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83 0.177

0.7

처치 지연 효과 0.075 0.084

횡단 처치 효과 0.078 0.08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221 0.228

3) 사례 수가 1000명일 때

사례 수가 1000명일 때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결과는 <표 Ⅲ-7>,

<표 Ⅲ-8>에 제시하였다. 사례 수가 1000명이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조건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0.7 이상일 때 PW 모형과 SUBP 모형

간에 추정의 정확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 상관이

0인 조건에서는 두 모형 모두에서 추정치의 편의가 0에 가깝게 나타나

두 모형 모두 순차적 처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차항 상관이 커질수록 PW 모형은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UBP 모형은 오차항 상관이 높아지더라도 효

과 추정치의 편의가 모두 0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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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오차항 상관이 크게 존재할 때(0.7이상)에는, SUBP 모형

은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해 줄 수 있으나, PW 모형은 오차항 상관에 따

라 추정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7>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n=1000)

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구분 PW모형 SUBP모형

1:1

0

처치 지연 효과 0.004 0.003

횡단 처치 효과 0.002 0.00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2 0.001

0.2

처치 지연 효과 0.004 0.004

횡단 처치 효과 -0.016 0.00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0.001

0.5

처치 지연 효과 0.017 0.004

횡단 처치 효과 -0.043 0.00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0.002

0.7

처치 지연 효과 0.041 0.001

횡단 처치 효과 -0.081 -0.00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3 0.003

1:3

0

처치 지연 효과 0.001 0.003

횡단 처치 효과 -0.001 0.006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24 0.009

0.2

처치 지연 효과 0.009 0.002

횡단 처치 효과 -0.002 0.00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3 0.003

0.5

처치 지연 효과 0.033 0.001

횡단 처치 효과 -0.013 0.01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55 -0.004

0.7

처치 지연 효과 0.066 0.001

횡단 처치 효과 -0.043 0.007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6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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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오차항 상관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1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그림 Ⅲ-15]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1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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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오차항 상관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편의

: 사례 수 1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사례 수가 1000명이고 처치-통제 집단의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오

차항 상관이 0.5이상일 때부터 PW 모형과 SUBP 모형의 추정의 정확성

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W 모형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커

질수록 추정치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UBP 모형

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높아지더라도 추정치의 편의가 0에 가깝게 유지되

었다.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조건에 비해 두 모형(PW 모형, SUBP 모형)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경우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조건에서는 두 모형에서 모두 편의가 크지 않았지만,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PW 모형에서 편의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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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오차항 상관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1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그림 Ⅲ-18]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

: 사례 수 1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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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구분 PW모형 SUBP모형

1:1
0

처치 지연 효과 0.019 0.019
횡단 처치 효과 0.020 0.01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43 0.043

0.2
처치 지연 효과 0.019 0.019
횡단 처치 효과 0.019 0.018

[그림 Ⅲ-19] 오차항 상관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편의

: 사례 수 1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3일 때

사례 수가 1000명일 때에도 평균제곱오차에 있어서는 두 모형 간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들(처치 지연 효

과, 횡단 처치 효과,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간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사

례 수가 1000명일 때에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평균제곱오차가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는 표본에 따

라 일관되게 추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추정치의 평균제곱오차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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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44 0.043

0.5

처치 지연 효과 0.022 0.022

횡단 처치 효과 0.022 0.02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47 0.048

0.7

처치 지연 효과 0.028 0.030

횡단 처치 효과 0.033 0.02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63 0.071

1:3

0

처치 지연 효과 0.016 0.016

횡단 처치 효과 0.019 0.01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04 0.103

0.2

처치 지연 효과 0.018 0.018

횡단 처치 효과 0.020 0.02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01 0.096

0.5

처치 지연 효과 0.024 0.025

횡단 처치 효과 0.027 0.03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91 0.088

0.7

처치 지연 효과 0.039 0.045

횡단 처치 효과 0.042 0.046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18 0.128

4) 종합 비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추정의 정확성 측면

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두 모형(PW 모형, SUBP

모형) 간에 추정의 정확성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차항

상관이 존재할 때에는 두 모형 간에 추정의 정확성에 차이가 발생하였는

데, 사례 수가 500명 이상(500명 또는 1000명)이면서 처치-통제 집단 비

율이 1:1인 조건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0.7이상 때 PW 모형의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SUBP 모형에

서는 추정치의 편의가 0에 가깝게 유지되었다. 사례 수가 500명 이상

(500명 또는 1000명)이면서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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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 상관이 0.5 이상(0.5 또는 0.7)일 때부터 두 모형 간 추정의 정확성

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오차항 상관이 증가하여도 SUBP 모형에서는 추

정의 정확성이 유지되었지만, PW 모형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0.5이상이

면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수가 200명이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일 조건에서는 PW 모

형과 SUBP 모형 모두에서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례 수가

작고(200명 이하)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순차적

처치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두 모형(PW 모형, SUBP 모형)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례 수에 따라서는 추정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두 모형 모두에서 사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순차적 처치 배가

효과 추정치의 효율성은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 추정치의 효

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PW 모형과

SUBP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순차적 처치에 따른 배가효과는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분석대상 표본에 따라서 안정

적으로 추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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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사례 수에 따른 처치 지연 효과의 평균제곱오차

: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 오차항 상관 0일 때

[그림 Ⅲ-21] 사례 수에 따른 횡단 처치 효과의 평균제곱오차

: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 오차항 상관 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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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사례 수에 따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평균제곱오차

: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 오차항 상관 0일 때

2. 모의실험 2: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비교

가. 연구의 목적

두 번째 모의실험의 목적은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서 순차적 효과 추정치의 양호도가 어

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관찰 자료를 활용하여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처치 할당이 무선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치

참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향점

수를 활용한 인과추론 방법에서도 경향점수를 추정하는 모형에 중요한

누락변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경향점수 추정모형을 누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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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없는 참 모형(true model)에 가깝게 설정해주어야 한다. 만약 공변

인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였다면, 처치참여와 잠재적 결과가 독립적이라

는 ‘독립성 가정(independence assumption)’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처

치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한다.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는 처치 참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변인들을 찾고 통

제해주는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는 시간불변

변인(예: 성별 등)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

의존변인(예: 가구소득, 학습태도 등)까지 통제해주어야 하고, 시간의존

변인의 매 시점별로 달라지는 값을 모두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있

다. 실제 연구 시 자료 수집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간의존변인이 매

시점별로 측정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요한 공변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

를 분석할 때, 모형 설정 방식이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에 미치는 결

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모형 설정 시 누락변인이 발생하였을 때 추정

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고,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첫 번

째 시점 변인, 두 번째 시점 변인)을 구분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치

(처치 지연 효과, 횡단 처치 효과, 배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누락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도 추

정치의 양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락변인의 영향력에 따라서도 효

과 추정치의 편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확인하였다. 모형 설정 방

식이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는 것은 실제 연구자들이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

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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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문제

연구1(Study1)의 두 번째 모의실험에 대한 연구문제(연구문제2)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비교]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

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효

과 추정치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누락변인 유형에 따라서 효과 추정치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2.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누락변인의 영향력에 따라 효과 추정치는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추정의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료를

생성하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생성 시 사례 수와 누락변인

의 영향력을 다르게 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사례 수에 따라 모형 설정 오류에 대한 강건함(robustness)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 수를 자료 생성 조건에 포함하였고, 연구1(Study1)에서

고려한 조건과 동일하게 200명, 500명, 1000명의 3가지 조건을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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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 수가 충분한 경우인 1000명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Clarke, Kenkel & Rueda, 2011; 하여진, 2015), 사례 수가 작아질 때 모

형 설정 방식에 따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 수 500명과 200명도 모의실험 조건으로 포함하였다(Brookhart et

al., 2006; Rassen et al., 2011).

누락변인과 처치변인과의 관련성에 따라서도 추정의 양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락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0.1, 0.2, 0.3으로

다르게 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누락변인의 영향력 조건은 Cohen(1977)

의 효과크기(상관계수 기준)를 참고하여, 작은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0.1

에서부터 중간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0.3까지의 범위를 고려하였다.

자료를 생성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변인의 생성은 <식 Ⅲ-16>과

같은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발생하여 생성하

였다. 공변인은 첫 번째 모의실험 자료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식 Ⅲ-16>

처치변인의 생성은 먼저 <식 Ⅲ-17>을 바탕으로 
 , 

를 생성한 다

음, 처치변인을 이분변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식 Ⅲ-18>과 같이


(또는 

)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여함=1’의 값으로 변환하고, 


(또는 
)이 0보다 작으면 (또는 )의 값을 ‘참여하지 않음=0’으로

변환해주었다.9) <식 Ⅲ-17>에서 , , 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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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0.1, 0.2, 0.3으로 크기를 다르게 하여 조건별로 자료를 생성하

였다.

































∼      
 

,     <식 Ⅲ-17>

  i f 
≥

  i f 


<식 Ⅲ-18>

  i f 
≥

  i f 


결과변인은 <식 Ⅲ-19>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 대한 4가지 잠재적 결

과 값-Y(0,0), Y(1,0), Y(0,1), Y(1,1)-을 생성하고, 해당 사례의 실제 처

치 시퀀스에 따라 결과변인의 값을 선택하였다.

  

 ∼

   (a=처치 지연 효과)

    (b=횡단 처치 효과)

9) 연구2(Study2)에서는 연구의 주요 관심이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차이이므로, 사례

수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고정하여 자료를 생성하였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의 조건

은 1:1로, 오차항 상관은 0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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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식 Ⅲ-19>

모의실험 자료의 수는 각 조건별(사례 수 3개 조건×누락변인 영향력

3개 조건=총 9개 조건)로 1,000개씩의 데이터를 반복생성(replication)하

여 총 9,000개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생성 및 분석에는

Stata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연구모형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는 누락된 변인의 유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① 모형1: 누락변인이 없는 모형, ②

모형2: 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된 모형(이 누락된 모형), ③ 모형3: 시간

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이 누락된 모형(이 누락된 모형), ④

모형4: 시간의존변인의 두 번째 시점 변인이 누락된 모형(이 누락된

모형), ⑤ 모형5: 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과 두 번째 시점 변

인이 모두 누락된 모형(과 이 누락된 모형), ⑥ 모형6: 시간불변

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된 모형(, , 이 모두 누락

된 모형)의 6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두 번

째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첫 번째 모의실험 연구에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더 적합한 모형으로 밝혀진 SUBP(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체적인 수식은 <식 Ⅳ-20>~<식 Ⅳ-2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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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형1(누락변인이 없는 모형):

 

  

 


∼   


 
 

 
 , 

∞











<식 Ⅲ-20>

② 모형2(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된 모형):

 

  

 


∼   


 
 

 
 <식 Ⅲ-21>

③ 모형3(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이 누락된 모형):

 

  

 


∼   


 
 

 
 <식 Ⅲ-22>

④ 모형4(시간의존변인의 두 번째 시점 변인이 누락된 모형):

 

  

 


∼   


 
 

 
 <식 Ⅲ-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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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형5(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과 두 번째 시점 변인이

모두 누락된 모형):

 

  

 


∼   


 
 

 
 <식 Ⅲ-24>

⑥ 모형6(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된 모형):

 

  

 


∼   


 
 

 
 <식 Ⅲ-25>

모형1~모형6을 적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면, 각 모형별로 첫 번째

처치에만 참여할 확률, 두 번째 처치에만 참여할 확률, 두 시점 모두 참

여하지 않을 확률, 두 시점 모두 처치에 참여할 확률의 네 가지 확률이

추정된다. 이 중 학생 개인의 실제 처치 시퀀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분모로 하고,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분자로

하여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순차적 처치 효과를 위해 계산된 가중치를 <식 Ⅲ-26>에 적용하여

가중 회귀분석(weigh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때 추정된 은

처치 지연 효과에 해당하고, 는 횡단 처치 효과에 해당하며, 는 순차

적 처치 배가효과를 의미한다.

  <식 Ⅲ-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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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누락변인

영향력
효과 추정치 구분

모형 1:
누락변인이

없을 때

모형 2:
시간불변변인의

누락

2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06 0.025

횡단 처치 효과 -0.010 0.01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23 0.020

0.2

처치 지연 효과 0.007 0.058

횡단 처치 효과 0.004 0.05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6 0.020

0.3

처치 지연 효과 0.028 0.095

횡단 처치 효과 0.029 0.08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8 0.012

5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05 0.023

횡단 처치 효과 0.002 0.03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6 0.005

라. 연구결과

1) 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한 결과

는 <표 Ⅲ-9>에 제시하였다. 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되면 처치 지연 효과

와 횡단 처치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락

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수록 해당 변인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의 크기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수 조건에 따라

서는 추정의 정확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사례 수 조건에

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추정의 효율성은 추정의 정확성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누락변인이 존재할 때 평균제곱오차를 비교하

는 것은 생략하였다.

<표 Ⅲ-9> 시간불변변인의 누락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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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치 지연 효과 -0.001 0.052

횡단 처치 효과 0.006 0.061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9 0.004

0.3

처치 지연 효과 0.008 0.079

횡단 처치 효과 0.026 0.09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2 -0.006

10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02 0.026

횡단 처치 효과 -0.001 0.02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4 0.004

0.2

처치 지연 효과 0.003 0.054

횡단 처치 효과 0.002 0.056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0.003

0.3

처치 지연 효과 0.009 0.082

횡단 처치 효과 0.006 0.08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3 0.001

[그림 Ⅲ-23] 누락변인 영향력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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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누락변인

영향력
효과 추정치 구분

시간의존변인의 누락

모형 3:
첫 번째

시점 누락

모형 4:
두 번째

시점 누락

모형 5:
두 시점

모두 누락

2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33 -0.008 0.028
횡단 처치 효과 -0.013 0.019 0.02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25 0.018 0.020

0.2
처치 지연 효과 0.082 -0.003 0.069
횡단 처치 효과 -0.002 0.052 0.07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24 0.010 0.016

0.3
처치 지연 효과 0.134 0.013 0.116
횡단 처치 효과 0.020 0.094 0.13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6 -0.007 0.003

2) 시간불변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시간의존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한 결과는 <표

Ⅲ-1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

()이 누락되었을 때 처치 지연 효과 추정치의 편의(bias)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의존변인의 두 번째 시점 변인()이 누락되었을

때에는 횡단 처치 효과 추정치의 편의(bias)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 변인()과 두 번째 시점변인()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에는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존변인의 경우에도 누락변인이 처

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수록 해당 변인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의

크기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수에 따라서는 추정의

정확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사례 수 조건에서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표 Ⅲ-10> 시간의존변인의 누락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85 -

5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40 -0.013 0.032
횡단 처치 효과 0.002 0.031 0.04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6 0.006 0.005

0.2
처치 지연 효과 0.086 -0.019 0.068
횡단 처치 효과 0.006 0.055 0.08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8 0.007 0.008

0.3
처치 지연 효과 0.134 -0.020 0.108
횡단 처치 효과 0.023 0.087 0.139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6 -0.001 -0.005

10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43 -0.011 0.034
횡단 처치 효과 -0.001 0.028 0.04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3 0.005 0.004

0.2

처치 지연 효과 0.091 -0.018 0.072

횡단 처치 효과 0.002 0.047 0.08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0 0.003 0.002

0.3
처치 지연 효과 0.137 -0.029 0.107

횡단 처치 효과 0.005 0.066 0.12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0.008 0.004

[그림 Ⅲ-24] 누락변인 영향력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이 누락되었을 때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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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누락변인 영향력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시간의존변인의 두 번째 시점이 누락되었을 때 (n=1000)

[그림 Ⅳ-26] 누락변인 영향력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시간의존변인의 두 시점 모두 누락되었을 때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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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누락변인

영향력
효과 추정치 구분

모형 6:

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의 누락

2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66

횡단 처치 효과 0.067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9

0.2

처치 지연 효과 0.136

횡단 처치 효과 0.14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17

0.3

처치 지연 효과 0.197

횡단 처치 효과 0.21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6

500명0

0.1

처치 지연 효과 0.070

횡단 처치 효과 0.087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4

0.2

처치 지연 효과 0.136

횡단 처치 효과 0.165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4

3)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Ⅲ-11>에 제시하였다. 시간불변변인과 시간

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되면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 추정치의

편의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불변변인 및 시간의존

변인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에도 누락된 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클수록 해당 변인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의 크기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수에 따라서는 추정의 정확성에 큰 차이가

없었고, 모든 사례 수 조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11>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의 동시 누락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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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처치 지연 효과 0.196

횡단 처치 효과 0.23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6

1000명

0.1

처치 지연 효과 0.071

횡단 처치 효과 0.08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4

0.2

처치 지연 효과 0.140

횡단 처치 효과 0.16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2

0.3

처치 지연 효과 0.198

횡단 처치 효과 0.22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그림 Ⅲ-27] 누락변인 영향력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 (n=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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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비교

누락변인 유형(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 및 누락변인의 영향력에

따른 결과를 <표 Ⅲ-1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누락변의 유형에 따라

서 추정치의 편의를 비교해보았을 때,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 추정치의 편의가 가장 컸고, 시간불변변인과 시간

의존변인 중에서는 시간의존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추정치의 편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의존변인 누락이 시간불변변인의 누락

보다 추정치의 정확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순차

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시간의존변인의 통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례 수 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누락변인의 영향력에 따라 추정치의 편의를 비교해보았을 때, 모든 조

건에서 누락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해당 변인의 누

락으로 인한 편의가 더 증가하였다. 추정된 모수의 편의정도가 .05보다

작으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Hoogland & Boomsma, 1998), 누락

변인의 영향력이 0.1(작은 효과 크기, 상관계수 기준)일 때에는 시간불변

변인 또는 시간의존변인 중 하나만 누락되었을 때에는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시간불변변인 및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

되었을 때에는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

타났다. 누락변인의 영향력이 0.2 이상일 때에는 모든 경우에서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누락변인의 영향력이 0.3(중간

효과크기, 상관계수 기준)일 때에는 추정치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례 수 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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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변인

영향력
효과 추정치 구분

누락변인 유형

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
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

0.1

처치 지연 효과 0.026 0.034 0.071

횡단 처치 효과 0.029 0.040 0.08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4 0.004 0.004

0.2

처치 지연 효과 0.054 0.072 0.140

횡단 처치 효과 0.056 0.083 0.160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3 0.002 0.002

0.3

처치 지연 효과 0.082 0.107 0.198

횡단 처치 효과 0.082 0.125 0.223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0.004 -0.001

<표 Ⅲ-12> 누락변인 유형 및 영향력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n=1000)

[그림 Ⅲ-28] 누락변인 유형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누락변인 영향력 0.1일 때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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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9] 누락변인 유형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누락변인 영향력 0.2일 때 (n=1000)

[그림 Ⅲ-30] 누락변인 유형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

: 누락변인 영향력 0.3일 때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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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TUDY 2: 실제자료를 활용한 분석

1. 연구의 목적

연구2(Study2)의 목적은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1(Study1)에서 제안한 순차적 처

치 효과 분석 방법이 실제 교육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제시하

고, 실제자료의 분석결과가 모의실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1의 모의실험에서는 연구자가 모든 조건을 지정하기 때문에 효과

추정치의 참 값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제한된 조건 하에

서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조사 자료의 다양한 특성들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2에서는 실제 교육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연구1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2에서는 실제자료에 해당하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

를 활용하여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

교육 효과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왔는

데,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횡단 처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김경식, 이현철, 2011; 김성식, 송혜정, 2013; 김지하, 김정

은, 2009; 상경아, 2006 등).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

한 연구로는 김지하와 김정은(2009)의 연구와 상경아(2006)의 연구가 있

으며, 사교육이 수학 교과에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교육 참여는 한 시점에서 끝나기보다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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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처치 참여의 시간의존성을 반영

하여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상경아와 백순근(2005)의 연구와

박현정 외(2008)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에서 모두 사교육의 참여 패턴

을 지속적 사교육 집단, 간헐적 사교육 집단, 비사교육 집단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고,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성취도가 가장 높고,

간헐적으로 참여한 집단,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순으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사교육에 일회성으로 참

여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속적 사교육 집단의 효과가 사교

육 참여한 절대적 횟수가 많아서 나타난 것인지, 지속적 참여로 인한 배

가효과가 있었기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연구2에서는 순차적 처치로 인한 배가효과와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처치 지연 효과도 포함하여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차적 처치 상황에서 발생하

는 종단적 선택편의를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통제한 후 수

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2에서는

실제 교육조사 자료를 활용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 연구1에서

살펴본 모의실험 결과가 실제자료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도

확인하였고, 연구1에서 제안한 모형을 실제 교육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예시를 제공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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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2(Study2)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비교]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1. PW 모형을 적용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2. SUBP 모형을 적용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비교]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고

1-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시간불변 공변인을 누락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교

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결

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2. 시간의존 공변인을 누락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교

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결

과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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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연구자료

연구2(Study2)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료는 서울교육종단연구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의 중학교 패널 3-5차년도

자료이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

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이다(박현정 외, 2011). 서울교

육종단연구의 표본설계는 2010년 당시 층화 2단계 군집추출을 통해 표본

이 선정되었으며, 4차년도, 5차년도 자료는 해당 패널 중학생들이 고등학

교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진학한 학교를 추적조사 하여 자료가 수집되었

다(최용환 외, 2015). 서울교육종단연구에는 사교육 참여여부에 대한 응

답과 검사를 통해 측정한 성취도 점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수집된

자료임을 고려해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중학교 패널 학생들 중 4차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 후 4-5차년도 설문에 모두 응답한 2,942명의 학

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처치변인이나 결과변인이 결측인

사례를 제외(listwise)한 2,676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변인의

결측치는 EM-알고리즘(EM-algorism)을 통해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처치변인에 해당하는 수학 사교육 참여여부는 4차년도(고1시점), 5차

년도(고2시점)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은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은 ‘0’의 값을 부여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변인에 해당하는 수학성취도는 고2시점 수학성취

도 검사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전 공변인은 주요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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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으로 사용된 변인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고(김성식, 송혜정,

2013;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상경아, 백순근, 2005; 하여진, 박현

정, 2015a 등), 성별, 부모교육연수, 가구소득,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습

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이전 시점 사교육 참여를 포함하였다.

시간불변 공변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부모학력에 대한 문항은 1차년도

설문에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1차년도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은 0의 값을 부여하였고, 여학생은 1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부모학력은 연속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연수로 변환해주었다. 초등

학교 졸업 이하는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2~3년제 대

학 졸업은 14.5, 4년제 대학 졸업은 16, 대학원(석사)는 18, 대학원(박사)

는 2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어머니 교육연수와 아버지 교육연수의 평균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간의존 공변인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이전 시점 사교육 참여여부는 3차년도와 4차년도 응

답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처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처치가 이루어진 시점의 직전 시점에 해당하는 자

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

고, 정적편포를 보여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5

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집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

한다.’,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등의 해당 8문항의 평균값

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습방법은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중요한 내용들은 요점 정리를 하

거나 표나 마인드맵 등으로 정리하여 공부한다.’, ‘수업내용들을 잘 이해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의 3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학습노

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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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 문항내용 비고

처치변인
사교육

참여여부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을 받은 경험이 있

습니까? (수학)

①참여하지 않음 ②~⑧참여함(시간)

참여함 = 1 ,

참 여 하 지

않음=0으로

코딩

결과변인 수학성취도 수학 성취도검사 점수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여학생 = 1 ,

남학생=0으

로 코딩

부모학력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 교육연수로

한 공부 시간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공부나 과제 도중 모르는 내

용이 있으면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의 3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

며, 학습태도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의 3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10) 중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

여부는 중3시기에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은 ‘1’의 값을 부

여하였고,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은 ‘0’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2의 주요변인 및 각 변인을 측정한 문항내용은 <표 Ⅳ-1>에 정리하

여 제시하였고,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Ⅳ-2>에 제시하였다.

<표 Ⅳ-1> 연구2의 주요변인 및 측정문항

10)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변인의 하위 측정문항들의 신뢰

도(cronbach )는 아래 표와 같았다.

측정개념
신뢰도

3차년도 4차년도

부모의 학업적 지원 0.798 0.787

학습방법 0.817 0.760

학습노력 0.800 0.767

학습태도 0.75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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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인

까지 다니셨습니까? - 아버지(남자

보호자), 어머니(여자보호자)

①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중학교 졸

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2-3년제 대학

졸업 ⑤4년제 대학 졸업 ⑥대학원

(석사) ⑦대학원(박사)

변 환 하 여

부모의 평

균값 사용

가구소득

가정의 월 평균 전체 가구소득(상여

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도 포

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로그변환

부모의

학업적

지원

1) 집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

성한다

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

인한다

3)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

4) 자녀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 조

언한다

5)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6) 자녀의 공부를 위한 지출은 아

끼지 않는다(학원, 과외, 문제지

등)

7)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8)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자녀를

격려한다

8문항의 평

균값 사용

학습방법

1)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2) 중요한 내용들은 요점 정리를

하거나 표나 마인드맵 등으로

정리하여 공부한다

3) 수업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 스스로 확인한다

3문항의 평

균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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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노력

1)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3) 공부나 과제 도중 모르는 내용

이 있으면 책이나 인터넷을 찾

아본다

3문항의 평

균값 사용

학습태도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3)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을 스

스로 잘 처리한다

3문항의 평

균값 사용

중학교

시기

사교육참여

학생은 지난 1년(2011년 7월~2012년

6월)동안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수학)

①참여하지 않음 ②~⑧참여함(시간)

참여함 = 1 ,

참 여 하 지

않음=0으로

코딩

주요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처치변인
사교육 참여(고1) 0.70 0.460 0.00 1.00

사교육 참여(고2) 0.64 0.480 0.00 1.00

결과변인 수학성취도(고2) 32.58 19.073 3.00 100.00

공변인

여학생 0.45 0.497 0.00 1.00

부모학력 14.34 2.150 6.00 21.00

가구소득(중3) 6.00 0.678 0.00 9.17

가구소득(고1) 5.98 0.721 0.00 9.13

부모의 학업적 지원(중3) 3.29 0.532 1.00 5.00

부모의 학업적 지원(고1) 3.21 0.546 1.00 5.00

학습방법(중3) 3.28 0.791 1.00 5.00

<표 Ⅳ-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n=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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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고1) 3.31 0.775 1.00 5.00

학습노력(중3) 3.41 0.759 1.00 5.00

학습노력(고1) 3.47 0.752 1.00 5.00

학습태도(중3) 3.19 0.780 1.00 5.00

학습태도(고1) 3.17 0.749 1.00 5.00

사전 사교육 참여(중3) 0.78 0.413 0.00 1.00

처치변인의 기술통계를 확인해보았을 때, 고1시점 수학 사교육에는 연

구대상의 7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고, 고2시점 수학 사교육에는 약

64%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11)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와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의 관련성을 확인해보았을 때

(<표 Ⅳ-3>), 고1-2시기 처치 참여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1시기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약

25.9%의 학생들만 고2시기에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고1시기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는 약 80.4%의 학생이

고2시기에도 수학 사교육에 계속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1시기에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2시기에도 사교육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전 시점 참여가 다음 시점 참여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의 사교육 참여율과 각주2(p. 42)에서 제시한 통계청 사교육

비 조사의 사교육 참여율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시에 거주

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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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참여하지

않음

600 210

727.971***
(74.1%) (25.9%)

참여함
365 1,501
(19.6%) (80.4%)

*** p<.001, ** p<.01, * p<.05

<표 Ⅳ-3> 고1-2시기 사교육 참여의 관련성

빈도

(행 비율)

나. 연구모형

연구모형으로는 PW 모형과 SUBP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수학 사교

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모형 설

정 방식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공변인(시간불변 공변인, 시간의

존 공변인)을 누락시킨 모형도 설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1) ‘PW 모형’을 적용한 분석

PW 모형에서는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전

공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프로빗 모형을 통해 고1시기 사교육 참여

에 대한 경향점수를 추정하였고,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를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고 사전 공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프로빗 모형을 통해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경향점수를 추정하였다. 고1시기 사교육 참

여에 대한 경향점수 추정모형은 <식 Ⅳ-1>과 같고, 고2시기 사교육 참

여에 대한 경향점수 추정모형은 <식 Ⅳ-2>와 같다. 분석에는 Stata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PW 모형을 적용하여 경향점수 추정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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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tata 명령어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









 , :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식 Ⅳ-1>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고가구소득고부모의학업적지원

고학습방법고학습노력고학습태도




∞









, :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식 Ⅳ-2>

Stata 프로그램에서는 probit 명령어를 활용해 <식 Ⅳ-1>, <식 Ⅳ

-2>와 같은 프로빗 모형을 분석할 수 있고, predict 명령어를 활용해 각

사례 별로 처치에 참여할 확률, 즉 경향점수를 저장할 수 있다. <표 Ⅳ

-4>에서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명령어이고, 볼드체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의 변인 명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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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PW 모형 분석을 위한 Stata 명령어

Stata 명령어
probit depvar indepvars

predict varname, p

활용 예시

□ T1에 대한 명령어:

probit t1 female edu_par income0 support0

method0 effort0 attitude0 t0

predict pscore_t1, p

□ T2에 대한 명령어:

probit t2 female edu_par income0 support0

method0 effort0 attitude0 t0 income1 support1

method1 effort1 attitude1 t1

predict pscore_t2, p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도 함께 추정하였다. <식 Ⅳ-3>과 같이 고1시기 사교

육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에는 공변인을 전혀 투입하지 않

은 무조건 모형(null model)을 분석하여,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추정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식 Ⅳ-4>와 같은 고2

시기 사교육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에는 고1시기 사교육 참

여 외에 다른 공변인은 투입하지 않은 모형을 분석하여, 처치 시퀀스 이

외에 다른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추정하였다.

  
<식 Ⅳ-3>

  
, <식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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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추정된 경향점수 및 사전확률을 활용하여 <식 Ⅳ-5>, <식

Ⅳ-6>과 같이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식 Ⅳ-5>는 고1시

점의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고, <식 Ⅳ-6>는 고2시

점의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다. <식 Ⅳ-5>, <식 Ⅳ

-6>에서는 학생이 실제 속한 집단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지는

데, 처치집단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하고,

통제집단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한

다. 왜냐하면 실제 사교육을 받은 집단에는 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은

학생들이 과대표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은 학생들이 과대표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에게 낮은 가중치를 주어 공변인에

따른 영향을 조정해주기 위함이다.

 

  i f  ,

 

  i f  

<식 Ⅳ-5>

 

  i f  ,

 

  i f  

<식 Ⅳ-6>

고1-2시기의 사교육 총 처치 시퀀스에 대한 가중치는 <식 Ⅳ-7>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고1시점의 가중치와 고2시점의 가중치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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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  <식 Ⅳ-7>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회귀 식은 <식 Ⅳ-8>과 같고, <식 Ⅳ

-7>을 통해 계산된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식 Ⅳ-8>를 통해 추정된 은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가 고2시

기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처치 지연 효과에 해당하고, 는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가 고2시기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횡단 처치 효과를 나타내

며, 는 고1-2시기 수학 사교육에 순차적 참여했을 때 가지는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를 나타낸다.



 : 고2시기 수학성취도,

 :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식 Ⅳ-8>

2) ‘SUBP 모형’을 적용한 분석

‘SUBP 모형’에서는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경향점수와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경향점수를 각각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닌,

고1-2시기 사교육 참여의 총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를 동시에 추

정하며,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모형과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

한 모형의 오차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한다. SUBP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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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a 명령어

biprobit (depvar indepvars) (depvar indepvars)

predict varname, p00

predict varname, p01

predict varname, p10

predict varname, p11

을 활용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식은 <식 Ⅳ-9>과 같다.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고가구소득고부모의학업적지원

고학습방법고학습노력고학습태도



 




∼   


 
 

 
 , 

∞









,

: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여부

<식 Ⅳ-9>

SUBP 모형을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에 대한 경향점수 추정하기 위한

Stata 명령어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biprobit 명령어를 활용해

SUBP 모형을 분석하였고, predict 명령어를 활용해 사례별로 각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를 저장하였다.

<표 Ⅳ-5> SUBP 모형 분석을 위한 Stata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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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예시

biprobit (t1 female edu_par income0 support0

method0 effort0 attitude0 t0) (t2 female edu_par

income0 support0 method0 effort0 attitude0 t0

income1 support1 method1 effort1 attitude1 t1)

predict pscore_00, p00

predict pscore_01, p01

predict pscore_10, p10

predict pscore_11, p11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각 처치 시퀀스에 대한 사전확률도 함께 추정하였다. <식 Ⅳ

-10>과 같은 무조건 모형을 통해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

는 사전확률을 추정하였다.

   
,

   
,

 




∼   


 
 

 


<식 Ⅳ-10>

그런 다음 추정된 경향점수와 사전확률을 활용하여 <식 Ⅳ-11>과 같

이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이 때, 총 4가지 처치 시퀀스

-(0,0), (1,0), (0,1), (1,1)-에 대한 경향점수 중에서 학생이 실제 속해 있

는 처치 시퀀스에 대한 값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학생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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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는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를 분모로 하고, 공변인을 고려

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사전확률을 분자로 하여 안정화 역확률가중치

를 계산하였다.

  

  i f   and  ,

  

  i f   and  ,

  

  i f   and  ,

  

  i f   and  

<식 Ⅳ-11>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회귀 식은 <식 Ⅳ-8>과 동일하며,

SUBP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식 Ⅳ-11>을 통해 구해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회귀분석(weigh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분석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모형으로 시간불변

공변인과 시간의존 공변인을 누락시킨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설정 방

식에 따른 연구모형은 모의실험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과 동일하게

SUBP 모형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불변 공변인으로는 부모교육

연수를 누락하였고, 시간의존 공변인으로는 학습특성(학습방법, 학습노

력, 학습태도) 변인을 누락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연수를

누락한 모형은 <식 Ⅳ-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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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중가구소득중부모의학업적지원

중학습방법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

중사교육참여

  여학생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고가구소득고부모의학업적지원

고학습방법고학습노력고학습태도



 




∼   


 
 

 
 , 

∞









,

<식 Ⅳ-12>

시간의존 공변인에 해당하는 학습특성 변인의 중3시점 값만 누락한

모형은 <식 Ⅳ-13>와 같고, 학습특성 변인의 고1시점 값만 누락한 모형

은 <식 Ⅳ-14>과 같으며, 학습특성 변인의 중3시점 값과 고1시점 값을

모두 누락한 모형은 <식 Ⅳ-15>에 제시하였다.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사교육참여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사교육참여

고가구소득고부모의학업적지원

고학습방법고학습노력고학습태도



 




∼   


 
 

 
 , 

∞











<식 Ⅳ-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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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학습방법

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중사교육참여

고가구소득고부모의학업적지원



 




∼   


 
 

 
 , 

∞











<식 Ⅳ-14>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사교육참여

  여학생부모교육연수중가구소득

중부모의학업적지원중사교육참여

고가구소득고부모의학업적지원



 




∼   


 
 

 
 , 

∞











<식 Ⅳ-15>



- 111 -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상수) -3.122 *** 0.056 [-3.699, -2.545]

여학생 0.153 ** 0.015 [0.044, 0.263]

부모교육연수 0.060 *** 0.044 [0.031, 0.088]

4. 연구결과

가.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결과

1) PW 모형을 적용한 분석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전 공변인들

(성별, 부모교육연수, 가구소득,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사전 사교육 참여)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프로빗 모형 분석결

과는 <표 Ⅳ-6>에 제시하였고,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여부’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사전 공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프로빗 모형 분석결

과는 <표 Ⅳ-7>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연

수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습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중3시기에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1

시기 수학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2시기 수학 사교육에 참여

할 확률이 더 높았고, 중3시기 및 고1시기에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2시기 수학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고1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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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가구소득(중3) 0.213 *** 0.055 [0.128, 0.299]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0.055 0.054 [-0.052, 0.162]

학습방법(중3) -0.010 0.057 [-0.115, 0.095]

학습노력(중3) 0.096 † 0.050 [-0.016, 0.208]

학습태도(중3) 0.039 0.065 [-0.059, 0.137]

사전사교육참여(중3) 1.148 *** 0.295 [1.021, 1.274]

*** p<.001, ** p<.01, * p<.05, †<.10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상수) -3.529 *** 0.064 [-4.164, -2.893]
고1시기사교육참여 1.230 *** 0.324 [1.105, 1.355]

여학생 0.001 0.057 [-0.111, 0.114]

부모교육연수 -0.010 0.015 [-0.040, 0.020]

로그가구소득(중3) 0.027 0.059 [-0.092, 0.146]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0.117 † 0.062 [-0.006, 0.239]

학습방법(중3) -0.014 0.055 [-0.124, 0.096]

학습노력(중3) 0.044 0.058 [-0.074, 0.163]

학습태도(중3) 0.059 0.055 [-0.048, 0.166]

사전사교육참여(중3) 0.581 *** 0.061 [0.438, 0.724]

로그가구소득(고1) 0.174 ** 0.063 [0.058, 0.290]

부모의학업적지원(고1) 0.025 0.056 [-0.096, 0.146]

학습방법(고1) 0.020 0.060 [-0.087. 0.128]

학습노력(고1) 0.234 *** 0.055 [0.120, 0.349]

학습태도(고1) -0.023 0.073 [-0.131, 0.086]

*** p<.001, ** p<.01, * p<.05, †<.10

<표 Ⅳ-7>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PW 모형에서는 고1시점 사교육 참여와 고2시점 사교육 참여에 대해

개별적인 프로빗 모형을 분석하여 경향점수를 추정하였고, 고1시점에 대

한 안정화 역확률가중치와 고2시점에 대한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곱하

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12) 밸런스 테스트(balance test)를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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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
역확률가중치 적용 전 역확률가중치 적용 후

t값 p-value t값 p-value

여학생 2.81 0.005 -0.04 0.966

부모교육연수 11.19 0.000 -0.95 0.342

로그가구소득(중3) 12.02 0.000 -0.68 0.496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6.71 0.000 -0.56 0.579

학습방법(중3) 6.21 0.000 -0.68 0.496

학습노력(중3) 6.82 0.000 -0.79 0.430

학습태도(중3) 5.21 0.000 -0.98 0.327

사전사교육참여(중3) 24,12 0.000 -0.87 0.382

중치를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사전 공변인들이 잘 조정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Ⅳ-8>, <표 Ⅳ-9>에 제시하였다. 단일 처치를 분석

할 때에는 한 번의 처치에 대해서만 밸런스 테스트를 하면 되지만, 순차

적 처치를 분석할 때에는 두 번의 순차적인 처치에 대해 밸런스 테스트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8>에서는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에

대해 공변인이 잘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였고, <표 Ⅳ-9>에서는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에 대해 공변인이 잘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표 Ⅳ-8> 고1시점 처치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PW 모형

12)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최종 가중치의 최대값은 약 8.3정도로, 가중치

10 이상의 극단적 가중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 역확률가중치와 안정화 역확률가

중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일반 역확률가중치에서는 최대값이 약 35정도로 나타나 큰

값의 극단적 가중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역확률가중치에서는 가

중치가 10 이상의 값을 보이는 사례가 266명으로 약 10%나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활용하여 극단적 가중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안정화 역확률가중치 1.01 0.726 0.26 8.33

일반 역확률가중치 4.03 4.309 1.10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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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
역확률가중치 적용 전 역확률가중치 적용 후

t값 p-value t값 p-value

여학생 1.56 0.120 0.16 0.873

부모교육연수 9.33 0.000 -0.92 0.356

로그가구소득(중3) 11.37 0.000 -0.56 0.572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8.10 0.000 -0.54 0.592

학습방법(중3) 8.01 0.000 -0.89 0.376

학습노력(중3) 8.83 0.000 -1.01 0.311

학습태도(중3) 7.35 0.000 -1.18 0.237

사전사교육참여(중3) 20.41 0.000 -0.82 0.414

로그가구소득(고1) 13.37 0.000 0.54 0.590

부모의학업적지원(고1) 8.31 0.000 -0.03 0.972

학습방법(고1) 8.78 0.000 -0.39 0.697

학습노력(고1) 12.00 0.000 0.04 0.971

학습태도(고1) 7.92 0.000 -0.53 0.699

<표 Ⅳ-9> 고2시점 처치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PW 모형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는 수학 사교육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에 사전 공변인(부모교육연수, 가구소득, 부모의 학업적 지

원,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중3시기 사교육 참여)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했으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는 사교육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에 존재했었던 개인 및 가정배경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 공변인으로 인한 종단적 선택편의가 잘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W 모형을 통해 구해진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여 고1-2시

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에 제

시하였다. PW 모형을 적용해 사교육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개인

및 가정배경의 차이를 통제했을 때, 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횡단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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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

수

절편 26.703 *** 1.313

고1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처치 지연 효과)
1.116 1.649 0.027

고2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횡단 처치 효과)
4.242 * 1.793 0.106

고1-2 순차적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4.734 * 2.130 0.122

주: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의 값을 제시함

*** p<.001, ** p<.01, * p<.05, †<.10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2시기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수학성취도 점수가 약 4.2점 더 높았다.

또한 순차적 참여로 인한 배가효과도 유의하였는데, 고1-2시기에 순차적

으로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고1시기 사교육 효과와 고2시기 사교

육 효과의 단순 합을 넘어서는 약 4.7점의 추가적인 성적 상승효과가 존

재하였다.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가 시간이 지난 후 고2시기 수학성

취도에 미치는 처치 지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10> PW 모형을 통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결과

2) SUBP 모형을 적용한 분석

‘고1-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에 대해 SUBP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SUBP 모형의 분석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3시기에 수

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1시기 수학 사

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2시기 수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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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고1시기 사교육 참여

(상수) -3.125 *** 0.295 [-3.703, -2.547]

여학생 0.153 ** 0.056 [0.043, 0.263]

부모교육연수 0.060 *** 0.015 [0.031, 0.088]

가구소득(중3) 0.213 *** 0.044 [0.127, 0.299]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0.055 0.055 [-0.052, 0.162]

학습방법(중3) -0.010 0.054 [-0.116, 0.095]

학습노력(중3) 0.097 † 0.058 [-0.016, 0.210]

학습태도(중3) 0.039 0.050 [-0.059, 0.137]

사전사교육참여(중3) 1.148 *** 0.065 [1.021, 1.275]

고2시기 사교육 참여

(상수) -3.587 *** 0.498 [-4.564, -2.611]

고1시기사교육참여 1.105 0.875 [-0.611, 2.820]

여학생 0.007 0.070 [-0.130, 0.145]

부모교육연수 -0.008 0.022 [-0.051, 0.035]

가구소득(중3) 0.035 0.084 [-0.129, 0.200]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0.119 † 0.064 [-0.007, 0.244]

학습방법(중3) -0.014 0.056 [-0.125, 0.096]

학습노력(중3) 0.048 0.066 [-0.080, 0.177]

학습태도(중3) 0.060 0.056 [-0.049, 0.169]

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았다.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 예측모형과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 예측모형 간의 오차항 상관은 사전 공변인을

포함하기 전에는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에 대한 모형과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에 대한 모형의 오차항 상관이 약 0.7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

나, 사전 공변인을 모두 통제하고 나서는 오차항 간 상관이 약 0.1 정도

로 0에 가깝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고1-2시기 사교육 참여에 대한 SUBP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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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교육참여(중3) 0.631 † 0.351 [-0.058, 1.320]

가구소득(고1) 0.174 ** 0.059 [0.058, 0.290]

부모의학업적지원(고1) 0.025 0.062 [-0.096, 0.146]

학습방법(고1) 0.020 0.055 [-0.087, 0.128]

학습노력(고1) 0.234 *** 0.059 [0.119, 0.348]

학습태도(고1) -0.023 0.055 [-0.131, 0.086]

오차항 상관

상관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0.072 0.493 [-0.716, 0.779]

*** p<.001, ** p<.01, * p<.05, †<.10

통제변인
역확률가중치 적용 전 역확률가중치 적용 후

t값 p-value t값 p-value

여학생 2.81 0.005 -0.03 0.973

부모교육연수 11.19 0.000 -0.94 0.348

로그가구소득(중3) 12.02 0.000 -0.66 0.511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6.71 0.000 -0.56 0.578

학습방법(중3) 6.21 0.000 -0.67 0.503

학습노력(중3) 6.82 0.000 -0.79 0.430

학습태도(중3) 5.21 0.000 -0.97 0.332

사전사교육참여(중3) 24,12 0.000 -0.88 0.380

SUBP 모형을 적용해 고1-2시기 수학 사교육의 처치 시퀀스에 대한

경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산출하였

다.13) 밸런스 테스트(balance test)를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사전 공변인들이 잘 조정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Ⅳ-12>,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표 Ⅳ-12> 고1시점 처치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SUBP 모형

13) SUBP 모형에서도 안정화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가중치의 최대값은 8.35로,

가중치 10 이상의 극단적 가중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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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
역확률가중치 적용 전 역확률가중치 적용 후

t값 p-value t값 p-value

여학생 1.56 0.120 0.17 0.867

부모교육연수 9.33 0.000 -0.91 0.362

로그가구소득(중3) 11.37 0.000 -0.55 0.581

부모의학업적지원(중3) 8.10 0.000 -0.53 0.595

학습방법(중3) 8.01 0.000 -0.88 0.381

학습노력(중3) 8.83 0.000 -1.01 0.315

학습태도(중3) 7.35 0.000 -1.17 0.241

사전사교육참여(중3) 20.41 0.000 -0.83 0.409

로그가구소득(고1) 13.37 0.000 0.55 0.585

부모의학업적지원(고1) 8.31 0.000 0.04 0.970

학습방법(고1) 8.78 0.000 -0.38 0.705

학습노력(고1) 12.00 0.000 0.043 0.963

학습태도(고1) 7.92 0.000 -0.53 0.605

<표 Ⅳ-13> 고2시점 처치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SUBP 모형

SUBP 모형에서도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는 수학 사

교육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에 사전 공변인(부모교육연수, 가구소

득, 부모의 학업적 지원,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중3시기 사교육

참여)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했으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는

사교육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에 존재했었던 사전 공변인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BP 모형을 통해 구해진 경향점수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하여 고1-2

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SUBP 모형을 적용해 사교육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개

인 및 가정배경의 차이를 통제했을 때, 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횡단 처

치 효과와 고1-2시기 순차적 참여로 인한 배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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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

수

절편 26.692 *** 1.308

고1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처치 지연 효과)
1.142 1.647 0.027

고2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횡단 처치 효과)
4.270 * 1.792 0.107

고1-2 순차적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4.688 * 2.131 0.121

주: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의 값을 제시함

*** p<.001, ** p<.01, * p<.05, †<.10

하였다. 고2시기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수학성취도 점수가 약 4.2점 더 높았다. 또한 고1-고2시기에 순차적으로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고1시기 사교육 효과와 고2시기 사교육 효

과의 단순 합을 넘어서는 약 4.7점의 추가적인 성적 상승효과가 존재하

였다. 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가 시간이 지난 후 고2시기 수학성취도

에 미치는 처치 지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13> SUBP 모형을 통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결과

3)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결과 비교

PW 모형과 SUBP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Ⅳ-14>에 제시하였다.

<표 Ⅳ-14>에 제시한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에 해당한다. PW 모형과

SUBP 모형의 효과 추정치는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오차항 상관(=0.071)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1의 모의실험에서도 오차항 상관이 0에 가까울 때에는 두 모

형(PW 모형, SUBP 모형) 모두 편의없이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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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추정치 PW 모형 SUBP 모형

처치 지연 효과 0.027 0.027

횡단 처치 효과 0.106 * 0.107 *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22 * 0.121 *

*** p<.001, ** p<.01, * p<.05, †<.10

타났고, 실제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Ⅳ-14> PW 모형과 SUBP 모형의 추정치 비교(표준화 계수)

오차항 상관이 존재할 때 두 모형 간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고2시점 사교육 참여 모형에 시간의존변인의 중3시점 값은 포함하지

않고 고1시점 값만을 통제한 모형14)을 추가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해보

았다. 시간의존변인의 중3시점의 값을 고1시점 사교육 참여 예측모형에

만 포함하고 고2시점 사교육 참여 예측모형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오차

항 상관은 –0.331로 높아졌으며15), <표 Ⅳ-15>, <표 Ⅳ-16>에는 PW

14) 추가 분석한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BP 모형 기준).

   여학생중가구소득중부모의학업적지원

중학습방법중학습노력중학습태도 

   여학생부모교육연수고가구소득

고부모의학업적지원고학습방법고학습노력

고학습태도

 




∼   



 
 

 


15) 오차항 상관이 음수 값을 보였는데, 이는 고1시기 사교육 참여와 고2시기 사교육 참

여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송경오와 이광현(201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고1시기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다가 고2시기에는 감소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현정 외(2011)의 연구

에서는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은 고1시기까지 사교육 참여가 높았다가 고2시기부터는

사교육보다는 자기 학습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

생들은 고2시기에 사교육 참여가 증가하였는데, 급박하지 않을 때에는 한정된 자원의

투자를 줄이고 대학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자원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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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

수

절편 26.226 *** 1.163

고1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처치 지연 효과)
1.882 1.549 0.045

고2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횡단 처치 효과)
4.688 * 1.712 0.118

고1-2 순차적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4.009 * 2.066 0.105

주: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의 값을 제시함

*** p<.001, ** p<.01, * p<.05, †<.10

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

수

절편 26.692 *** 1.321

고1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처치 지연 효과)
0.903 1.633 0.022

고2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횡단 처치 효과)
4.359 * 1.807 0.109

고1-2 순차적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4.853 * 2.125 0.126

주: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의 값을 제시함

*** p<.001, ** p<.01, * p<.05, †<.10

모형과 SUBP 모형을 각각 적용한 추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표 Ⅳ

-17>에는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Ⅳ-15> PW 모형을 적용한 추가 분석결과

<표 Ⅳ-16> SUBP 모형을 적용한 추가 분석결과

다. 이처럼 고1시기 사교육 참여와 고2시기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차항 상관이 음수 값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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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시점 모형에

중3시점 공변인

통제 여부

오차항

상관
효과 추정치 PW 모형 SUBP 모형

통제o 0.071

처치 지연 효과 0.027 0.027

횡단 처치 효과 0.106 * 0.107 *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22 * 0.121 *

통제x -0.331

처치 지연 효과 0.045 0.022

횡단 처치 효과 0.118 * 0.109 *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05 * 0.126 *

*** p<.001, ** p<.01, * p<.05, †<.10

<표 Ⅳ-17> 분석모형에 따른 효과 추정치 비교(표준화 계수)

<표 Ⅳ-17>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차항 상관이 –0.331일 때에는 PW

모형과 SUBP 모형의 효과 추정치 간에 차이가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차항 상관이 발생하였을 때 PW 모형에서는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 추정치의 값이 증가하였고,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추정

치의 값은 감소하였다.16) SUBP 모형에서는 오차항 상관에 따른 효과

효과 추정치 구분
효과 추정치 편의

PW모형 SUBP모형

처치 지연 효과 0.062 0.007

횡단 처치 효과 0.072 0.012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63 0.004

16) 연구1(Study1)의 모의실험에서 오차항 상관이 증가함에 따라 PW 모형에서 처치 지

연 효과는 과대추정, 횡단 처치 효과와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는 과소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자료의 분석결과에서는 횡단 처치 효과를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오차항 상관의 부호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오차항 상관을 음수로 지정하여 추가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PW 모형에서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를 과소추정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모의실험은 실제자료의 조건과 최대한 가깝게 사례 수

20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2:1, 오차항 상관 –0.3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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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

고2시기
수학 사교육 참여

부모교육연수 0.212 0.178

추정치의 변화가 작았지만, PW 모형에서는 SUBP 모형에 비해 오차항

상관에 따라 효과 추정치의 값이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PW 모형은 오차항 상관이 0일 때와 –0.3일 때의 결과 차이가

SUBP 모형에 비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모형 설정 방식에 따른 결과

모형 설정 시 누락변인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불변변인으로는 부모교육연수를 누락하여 보았고, 시간의존변

인에서는 학습특성(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변인을 누락하여 결과

를 비교해보았다.17) 누락한 공변인과 처치변인과의 상관의 크기를 확인

해보았을 때(<표 Ⅳ-18>), 부모교육연수와 사교육 참여 간의 상관은 약

0.2 정도의 크기를 보였고, 학습특성 변인과 사교육 참여간의 상관도

0.1~0.2 정도의 범위를 보였다.

<표 Ⅳ-18> 누락변인과 처치변인과의 상관

17) 부모교육연수와 학습특성 변인을 누락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연구1(Study1)의 모

의실험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실제자료를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제 분석

에서 해당 변인을 누락하여도 오차항 상관이 최대한 0에 가깝게 유지되는 변인을 누

락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해당 변인들을 누락했을 때 오차항 상관은 아래 표와 같다.

오차항 상관

부모교육연수 -0.034

학습특성 변인

첫 번째 시점(중3시점) -0.080

두 번째 시점(고1시점) 0.052

두 시점 모두(중3시점, 고1시점) -0.156



- 124 -

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

수

절편 26.429 1.271

고1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처치 지연 효과)
1.343 1.627 0.032

고2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횡단 처치 효과)
4.404 * 1.760 0.110

고1-2 순차적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4.748 * 2.110 0.123

주: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의 값을 제시함

*** p<.001, ** p<.01, * p<.05, †<.10

학습특성

변인

학습방법 0.119 0.168

학습노력 0.131 0.226

학습태도 0.100 0.151

정준상관18) 0.134 0.226

먼저 시간불변변인에 해당하는 부모교육연수를 누락했을 때의 분석결

과는 <표 Ⅳ-19>와 같고, 누락 전과 누락 후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

-20>와 같다. 부모교육연수를 누락한 후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

과를 분석하였을 때, 누락 전-후의 추정치의 변화정도가 크지는 않았지

만, 누락 전에 비해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의 크기가 아주 조

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9> 시간불변변인(부모교육연수)을 누락했을 때 분석결과

18)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변인들의 군집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

수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특성의 3개의 변인(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사교육 참여와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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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추정치 누락 전 누락 후

처치 지연 효과 0.027 0.032

횡단 처치 효과 0.106 * 0.110 *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22 * 0.123 *

*** p<.001, ** p<.01, * p<.05, †<.10

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

수

절편 25.191

고1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처치 지연 효과)
1.493 1.325 0.036

고2 사교육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횡단 처치 효과)
6.524 *** 1.605 0.164

고1-2 순차적 참여 → 고2 수학성취도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3.993 * 1.913 0.104

주: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의 값을 제시함

*** p<.001, ** p<.01, * p<.05, †<.10

<표 Ⅳ-20> 시간불변변인(부모교육연수) 누락 전-후 결과 비교(표준화계수)

다음으로 시간의존변인에 해당하는 학습특성 변인을 누락했을 때의

분석결과는 <표 Ⅳ-21>와 같고, 누락 전과 누락 후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학습특성 변인을 누락한 후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누락 전에 비해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

치 효과의 추정치가 과대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21> 시간의존변인(학습특성 변인)을 누락했을 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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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시간의존변인(학습특성 변인) 누락 전-후 결과 비교(표준화 계수)

효과 추정치 누락 전 누락 후

처치 지연 효과 0.027 0.036

횡단 처치 효과 0.106 * 0.164 ***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22 * 0.104 *

*** p<.001, ** p<.01, * p<.05, †<.10

누락변인 유형(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에 따른 비교는 <표 Ⅳ

-23>에 제시하였는데, 실제자료 분석결과에서도 시간불변변인에 비해

시간의존변인의 누락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

나 실제자료에서는 누락한 시간불변변인(부모교육연수)과 시간의존변인

(학습특성 변인)의 처치변인과의 상관의 크기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

고, 누락된 공변인과 결과변인과의 관계, 누락된 공변인과 모형에 포함된

공변인들과의 관계 등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비

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3> 누락변인 유형(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에 따른 비교

효과 추정치
누락 전-후 추정치의 변화정도

시간불변변인 시간의존변인

처치 지연 효과 0.005 0.011

횡단 처치 효과 0.004 0.058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001 -0.018

주: 누락 전-후 추정치의 변화정도=누락 후 표준화계수-누락 전 표준화계수

시간의존변인의 누락 시점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Ⅳ-24>에 제시

하였고, 시간의존변인의 첫 번째 시점이 누락되었을 때는 처치 지연 효

과가 특히 더 크게 과대추정되고, 두 번째 시점이 누락되었을 때에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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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처치 효과가 특히 더 크게 과대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제자료에서는 모의실험에서와 같이 다른 추정치들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는 않았지만, 추정치의 변화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24> 시간의존변인의 누락 시점에 따른 비교(표준화계수)

효과 추정치

시간의존변인의 누락 시점

누락 전
첫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

두 시점
모두

처치 지연 효과 0.027 0.045 0.024 0.036

횡단 처치 효과 0.106* 0.118** 0.135** 0.164***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 0.122* 0.116* 0.110* 0.104*

*** p<.001, ** p<.01, * p<.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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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경향점수 추정모형 및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추정치의 양호도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1(Study1)에서는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2(Study2)에서는 실제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1에서 두

가지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경향점수 추

정모형(PW 모형, SUBP 모형) 간에 추정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모형 설정 시 누락

변인이 발생하였을 때 누락변인의 유형과 영향력에 따라 추정치가 어떠

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연구2에서는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시 고등학생의 고1-고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

였고, 경향점수 추정모형 및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

는지 실제 자료를 통해서도 재확인하였다. 연구1과 연구2의 연구문제를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 [모의실험 연구] 모의실험을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를 추정

할 때, 경향점수 추정모형 및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효과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2. [실제자료 분석]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고1-고2시기 수학 사

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경향점수 추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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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형 설정 방식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1에서는 가상자료를 생성하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사례 수, 처치-통제 집단

비율, 오차항 상관을 반영한 27개 조건의 자료를 생성하였고, 각 조건별

로 1,000개씩의 자료를 반복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PW

모형과 SUBP 모형, 2개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사례 수, 누락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9개 조건의 자료

를 생성하였고, 누락변인 유형에 따라 6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결과

를 비교하였다.

연구2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중학교 패널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고1-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은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PW 모형과 SUBP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고, 모형 설정 방식

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불변변인에 해당하는 부모교육연

수를 누락시킨 모형과 시간의존변인에 해당하는 학습특성을 누락시킨 모

형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1의 첫 번째 모의실험의 주요결과로 첫째, 오차항 상관이 높을 때

PW 모형에서는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하였지만, SUBP 모형에서는 추정

치의 편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한 조건(1:1)

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매우 높으면(0.7) PW 모형에서 편의가 발생하였

고, 사례 수가 작거나(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때

(1:3)에는 오차항 상관이 0.5이상이면 PW 모형에서 편의가 발생하였다.

추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두 모형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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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오차항 상관이 크게 존재할 때에는 PW

모형보다 SUBP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권장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사례 수가 작으면서(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동일하지 않

을 때(1:3)에는 PW 모형과 SUBP 모형 모두에서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

하였다. 이는 사례 수가 작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에 차이가 있을 때에

는 순차적 처치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순차적

처치 효과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사례 수가 필

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의 평균제곱오차는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의 평균제곱오차보다 2배 이상 더 큰 값을 보였다. 이는 순차

적 처치 배가효과는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에 비해 안정적으

로 추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는 분석대상

표본에 따라서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처치 지연 효과나 횡단 처치 효과

에 비해 더 많은 사례 수를 확보하여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다.

연구1의 두 번째 모의실험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누락변의 유형에 따

라서 추정치의 편의를 비교해보았을 때, 시간불변변인과 시간의존변인이

동시에 누락되었을 때 추정치의 편의가 가장 컸고, 시간불변변인과 시간

의존변인 중에서는 시간의존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추정치의 편의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시간

의존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누락변인의 영향력에 따라 추정치의 편의를 비교해보았을 때,

누락변인이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해당 변인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더 증가하였다. 누락변인의 영향력이 0.1(작은 효과 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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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0.2 이상일 때에는

추정치의 편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누락변인의 영향력이

0.3(중간 효과크기)일 때에는 추정치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처치변인과 관련성

이 높은 중요한 공변인은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연구2의 주요결과로 첫째, 서울시 고등학생의 고1-2시기 수학 사교육

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PW 모형과 SUBP 모형 모두에

서 고2시기 횡단 처치 효과와 고1-2시기 순차적 처치로 인한 배가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1-2시기에 순차적으로 사

교육에 참여한 경우, 고1시기 효과와 고2시기 효과의 단순 합을 넘어서

는 추가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 처치에 단

발성으로 참여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집단

이 간헐적으로 참여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성적을 보인다고 보고한 상

경아와 백순근(2005)의 연구, 박현정 외(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경향점수 추정모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오차항 상관이 0에 가까울 때에는 PW 모형의 효과 추정치와

SUBP 모형의 효과 추정치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오차항

상관의 절대값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PW 모형과 SUBP 모형의 효과 추

정치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오차항 상관이 발생하였을 때 SUBP 모형

에서는 추정치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PW 모형에서는 SUBP 모형에

비해 효과 추정치의 값이 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의실험의 결과가 실제자료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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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셋째,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시간의존변인에 해당하는 학습특성

변인을 누락시켰을 때 처치 지연 효과와 횡단 처치 효과가 누락 전에 비

해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락 시점에 따라 결과를 비교

해보았을 때, 첫 번째 시점이 누락되었을 때는 처치 지연 효과가 특히

더 크게 과대추정되고, 두 번째 시점이 누락되었을 때에는 횡단 처치 효

과가 특히 더 크게 과대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

제자료에서도 누락변인에 따라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논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육연구에서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순차적 참여에 의한 배가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서울시 고등학생의

고1-2시기 수학 사교육의 처치 효과를 확인해보았을 때, 고1-2시기에 순

차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배가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단 시점 자료를 통해 횡단 처처 효과만을 분석하였을 때에

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효과이며,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서 새롭

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교육 처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차적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배가효과가 존재한다는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교육뿐만 아니

라 다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순차적 참여로 인한 배가효과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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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단발성의 참여보다 계속적

이고 순차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때, 자료의 특

성에 따라 적절한 경향점수 추정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자료에서 오차항 상관이 크게 존재하는 경우 곱한 가중치를 활

용한 방법에서는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모의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오차항 상관이 0.5

이상일 때 PW 모형에서는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하고 편향된 추

정치를 산출하였다. 반면 SUBP 모형에서는 오차항 상관이 증가하더라도

추정치의 편의가 0에 가깝게 유지되었고 추정의 정확성이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차항 상관이 크게 존재할 때에는 PW 모형보

다는 SUBP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권장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SUBP 모형에서도 추정이 정

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데, 모의실험의 결과에서 전체 사례 수

가 200명 이하이고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3인 조건에서는 PW 모형

과 SUBP 모형 모두에서 추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순차적 처치 효과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처치-통제 집단 비율이 1:1인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500명 이상의

사례 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의 조건

에 따라 경향점수 추정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표

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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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자료조건에 따른 적합한 모형의 선택

자료의 조건 적합한 모형

오차항 상관 0.2 이하 ⟹ PW 모형, SUBP 모형

모두 적합

오차항 상관

0.5 이상

사례 수 500명 이상 ⟹ SUBP 모형 적합

사례 수 200명,

처치-통제 집단 비율

1:1일 때

⟹ SUBP 모형 적합

사례 수 200명 이하,

처치-통제 집단 비율

동일하지 않을 때

⟹ 모두 적합하지 않음

<표 Ⅴ-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차항 상관이 0.2 이하일 때는

PW 모형과 SUBP 모형 모두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오차항 상관이 작을 때에는 PW 모형을 적용하여도 추정

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복잡한 모형보다는 더 단순한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자료의 한계 상 시간불변

변인만 측정되었거나, 시간의존변인의 두 번째 시점 값이 모두 측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SUBP 모형에서는 과소판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SUBP 모형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각 시점의 경향점수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PW 모형을 적용해야 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석모형의 선택보다 누락변인으로 인한 편의가 더 큰 문제

가 될 수 있다.

셋째,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공변인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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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히 처치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해당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연구결과에서 누락변인이 존재하면 추정치의 편의

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치변인과 관련성이 큰 공변인이

누락될수록 추정치의 편의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

험의 결과 누락된 변인과 처치변인의 상관이 0.2 이상일 때부터 누락변

인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하였고, 실제자료에서도 처치변인과 누락변인의

상관이 0.2 정도일 때 누락 전-후 추정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간의존변인이 누락되었을 때 추정치의 값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차적 처치 효과 추정모형이 누락변인으로

인한 가정 위배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순차적 처

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연구모형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공변인을 빠뜨리지 않고 연구모

형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처치변인과의 상관이 0.2 이

상인 시간의존 공변인은 누락하지 않고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만약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약으로 인해 시간의존변인이 매 시점 측정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공변인이 첫 번째 시점 처치 참여 전에만 측정

되고, 두 번째 처치 참여 전에는 측정되지 못하였다면 횡단 처치 효과의

편의가 특히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중요한 공변인이 첫 번째

시점 처치 전에는 측정되지 못하고, 두 번째 처치 전에만 측정되었을 때

에는 처치 지연 효과에서 편의가 특히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실제 연

구에서 이러한 누락변인 유형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연구에서 순차적 처치 효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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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교육 처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교육연구에서 교육 처치의 시간의존성을 모형화하거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교육연구에

서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실제자료를 적용한 예시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연구자들이 순

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1에 제시한 모의실험 연구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자료의 다양한 특성을 다 반영할

수는 없었고,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건에 대해서는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오차항 상

관의 영향과 누락변인으로 인한 영향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누

락변인과 오차항 상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다. 누락변인

의 유형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오차항 상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모의실험 조건에서 이를 고려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자료

분석에서도 모의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누락변

인을 선택할 때 오차항 상관이 0에 가까운 변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오차항 상관과 누락변인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또한 연구2의 실제자료 분석에서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1-2시기 수학 사교육의 순차적 처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서울교육종

단연구는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측정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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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통제하지는 못하였으며, 관찰되지 못한 잠재적인 공변인으로 인한

편의는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2시점 순차적 처치 상황

을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3시점 이상의 상황

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는 처치가 ‘참여’ 또는 ‘비참여’의 이분변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았

으나, 처치집단이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확장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자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층성은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순차적 처치 효과 분석

시 자료의 다층구조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 138 -

참 고 문 헌

김경식, 이현철(2011). 수능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분석. 교육학논총,

32(2), 35-49.

길혜지, 박현정, 백순근(2014). EBS 수능강의 수강 방식이 수능 성적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7(4), 867-896.

김성식, 송혜정(2013). 학교특성에 따른 사교육 참여와 효과 차이 분석,

교육평가연구, 26(5), 1187-1215.

김준엽, 정혜경, Seltzer, M. H. (2008). Drawing causal inference using

propensity score methods in educational research. 교육평가연

구, 21(3), 219-242.

김지하, 김정은(2009).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한 사교육

유형별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3), 63-87.

상경아(2006).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표집 방법에 의한 사교육 효과 분

석. 교육평가연구, 19(3), 717-735.

상경아, 백순근(2005). 고등학생의 수학 과외가 학업성취도, 태도, 자기조

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8(3), 39-57.

송경오, 이광현(201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학교교육 특성에 대한 패널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301-326.

송문섭, 조신섭(2010). Excel에 기초한 통계학 입문. 경기: 자유아카데

미.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2010).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 아시아교육연구, 11(4), 249-264.



- 139 -

신혜숙, 김양분, 양수경, 차성현, 이광현, 김민조, 정지호, 민병철, 이진실

(2011). 학력격차 해소 및 주요 교육정책 분석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

과. 교육평가연구, 21(4), 107-127.

박현정, 신택수, 하여진, 이준호(2011).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패턴과 관

련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2), 291-316.

박현정, 이준호(2012). 방과후학교의 연속적 처치(sequential treatment)

효과 분석: 고1~고2 시기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제4회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

지엄 자료집, 248-257.

박현정, 하여진, 박민호, 오현철, 이준호, 이진실(2011). 서울교육종단연

구 2010 사용자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백순근, 길혜지, 홍미애(2013). EBS 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

와 영역별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1),

137-162.

이준호(2013).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연속 처치효

과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실(2013). 사교육 효과 추정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공변인

통제방법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용환, 김보경, 이동희(2015). 서울교육종단연구 5차년도 사용자 매뉴

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최종서(2012). 실증적 회계학연구에 있어서의 내생성 문제. 경영정보연

구, 31(4), 469-490.

통계청(201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140 -

하여진(2015). 교육연구에서 다중처치의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위한 경

향점수의 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여진, 박현정(2015a). 인과매개모형을 활용한 영어 사교육 참여의 학업

성취도 향상효과 분석: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평가연

구, 28(1), 77-95.

하여진, 박현정(2015b). 다중처치의 선택편의를 조정한 EBS 수능강의 효

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8(3), 831-852.

Austin, P. C. (2011). An introduction to propensity score methods for

reducing the effects of confounding in observational studi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6(3), 399-424.

Baum, C. F. (2006).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etrics using

stata. Texas: Stata Press.

Bellara, A. P. (2013). Effectiveness of propensity score methods in a

multilevel framework: A monte carlo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Florida.

Blackwell, M. (2013). A framework for dynamic causal inference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2),

504-520.

Blackwell, M., & Glynn, A. (2014). How to make causal inferences

with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Working paper.

Brookhart, M. A., Schneeweiss, S., Rothman, K. J., Glynn, R. J.,

Avorn, J., & Sturmer, T. (2006). Variable selection for

propensity score model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3(12), 1149-1156.

Cappellari, L., & Jenkins, S. P. (2003). Multivariate probit regression



- 141 -

using simulated maximum likelihood. The Stata Journal, 3(3),

278-294.

Carsey, T. M., & Harden, J. J. (2014). Monte Carlo Simulation and

Resampling Methods for Social Science. LA: Sage

Publications.

Clarke, K. A., Kenkel, B., & Rueda, M. R. (2011). Misspecification and

the propensity socre: The possibility of overadjustment.

Working paper.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Y: Academic Press.

Cole, S. R., & Heman, M. A. (2008). Constructing inverse probability

weight for marginal structural model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8(6), 656-664.

Curtis, L. H., Hammill, B. G., Eisenstein, E. L., Kramer, J. M., &

Anstrom, K. J. (2007). Using inverse probability-weighted

estimators in comparative effectiveness analyses with

observational databases. Medical Care, 45(10), 103-107.

Wodtke, G. T., Harding, D. J., Elwert, F. (2011). Neighborhood

effects in temporal perspective: The impact of long-term

exposure to concentrated disadvantage on high school

gradu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13-736.

Glasserman, P. (2003). Monte Carlo Methods in F inancial

Engineering.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Hong, G., & Raudenbush, S. W. (2008). Causal inference for

time-varying instructional treatments. Journal of Educational



- 142 -

and Behavioral Statistics, 33(3), 333-362.

Heckman, J. J. (1977).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Hirano, K., & Imbens, G. W. (2001).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using propensity score weighting: An application to data on

right heart catheterization. Health Services and Outcomes

Research Methodology, 2, 259-278.

Holland, P. W. (1986). Statistics and causal inference.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1, 945-960.

Hoogland, J. J., & Boomsma, A. (1998). Robustness studi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6(3), 329-367.

Lechner, M., & Miquel, R. (2010). Identification of the effect of

dynamic treatments by sequential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s. Empirical Economics, 39, 111-137.

Lingle, J. A. (2009).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propensity scores

to address selection bias in a multilevel context: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and application using a national data

set.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LA: Sage Publications.

Marra, G., & Radice, R. (2011). Estimation of a semiparametric

recursive bivariate probit model in the presence of

endogeneity. The Canadian Journal of Statistics, 39(2),

259-279.



- 143 -

Masaoud, E., & Stryhn, H. (2010). A simulation study to assess

statistical methods for binary repeated measures data.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93, 81-97.

Monfardini, C., & Radice, R. (2008). Testing exogeneity in the

bivariate probit model: A monte carlo stud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2), 271-282.

Mooney, C. Z. (1997). Monte Carlo Simulation. LA: Sage Publications.

Muthén, L. K. & Muthén, B. O. (2002). How to use a monte carlo

study to decide on sample size and determine pow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disciplinary Journal, 9(4),

599-620.

Rassen, J. A., Glynn, R. J., Brookhart, M. A., & Schneeweiss, S.

(2011). Covariate Selection in High-Dimensional Propensity

Score Analyses of Treatment Effects in Small Sample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3(12), 1404-1413.

Raudenbush, S. W., Hong, G., Rowan, B. (2002). Studying the causal

effect of instruction with application to primary-school

mathematics. Paper presented at research seminar: Instruction

and Performance Consequences of High Poverty Schooling,

Washington, D. C.

Rickles, J. (2012). Using a two-stage propensity score matching

strategy and multilevel modeling to estimate treatment effects

in a multisite observation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Robins, J. (1987). A graphical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and



- 144 -

estimation of causal parameters in mortality studies with

sustained exposure periods. Journal of Chronic Diseases, 40,

139S-161S.

Robins, J. M., Greenland, S., & Hu, F. C. (1999). Estimation of the

causal effect of a time-varying exposure on the marginal

mean of repeated binary outcom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4, 687-700.

Robins, J. M.., Heman, M. A., & Brumback, B. (2000). Marginal

structural models and causal inference in epidemiology.

Epidemiology, 11, 550-560.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41-55.

Rubin, D. B. (1974).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treatments in

randomized and nonrandomized stud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688-701.

Rubin, D. B. (2001). Using propensity scores to help design

observational studies: application to the tabacco litigation.

Health Service & Outcomes Research Methodology, 2,

169-188.

Rubin, D. B. (2008). Causal inference using potential outcomes:

design, modeling, decisions.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0(469), 322-331.

Wooldridge, J.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5th ed.). Mason: Cengage Learning.



- 145 -

Xu, S., Ross, C., Raebel, M. A., Shetterly, S., Blanchette, C., & Smith,

D. (2010). Use of stabilized inverse propensity scores as

weights to directly estimate relative risk and its confidence

intervals. Value in Health, 13(2), 273-277.

Zellner, A. (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298), 348-368.



- 146 -

clear

cd "G:\result"

set seed 12345

global nobs=1000

global nmc=1000

set obs $nobs

gen t1=.

gen t2=.

gen y=.

gen x1=.

gen x2=.

gen x3t1=.

gen x3t2=.

gen x4t1=.

gen x4t2=.

gen e1=.

gen e2=.

gen t1t2=.

gen wt1=.

gen wt2=.

gen wm1=.

gen wm2=.

부 록

[부록] 모의실험 명령어(Stata code)19)

19) 부록에 제시한 명령어는 처치-통제집단 비율 1:1, 오차항 상관 0, 사례 수 1000명, 누

락변인이 없는 조건에서의 코드에 해당한다. 연구1에서 조건이 달라질 때에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변경해주어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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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name sim

postfile `sim' m1a m1b m1c m2a m2b m2c using sim1, replace

quietly{

forvalues i=1/$nmc{

matrix C =

(1,.2,.2,.2,.2,.2\.2,1,.2,.2,.2,.2\.2,.2,1,.5,.2,.2\.2,.2,.5,1,.2,.2\.2,.2,.2,.2,1,.5\.2,.2

,.2,.2,.5,1)

drawnorm x1_`i' x2_`i' x3t1_`i' x3t2_`i' x4t1_`i' x4t2_`i', corr(C)

replace x1=x1_`i'

replace x2=x2_`i'

replace x3t1=x3t1_`i'

replace x3t2=x3t2_`i'

replace x4t1=x4t1_`i'

replace x4t2=x4t2_`i'

matrix U = (1, 0\ 0, 1)

drawnorm e1_`i' e2_`i', corr(U)

replace e1=e1_`i'

replace e2=e2_`i'

replace t1=0.2*x1+0.2*x2+0.2*x3t1+0.2*x4t1+e1

replace t1=1 if t1>=0

replace t1=0 if t1<0

replace t2=-0.25+0.2*x1+0.2*x2+0.2*x3t2+0.2*x4t2+0.5*t1+e2

replace t2=1 if t2>=0

replace t2=0 if t2<0

replace t1t2 =t1*t2

replace y=

0.2*x1+0.2*x2+0.2*x3t1+0.2*x3t2+0.2*x4t1+0.2*x4t2+rnormal(0,1)

replace y= y+0.2 if (t1==1 & 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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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 y= y+0.2 if (t1==0 & t2==1)

replace y= y+0.2+0.2+0.2 if (t1==1 & t2==1)

probit t1 x1 x2 x3t1 x4t1

predict pt1_`i', p

probit t1

predict pt1_0_`i', p

replace pt1_`i'=1-pt1_`i' if t1==0

replace pt1_0_`i'=1-pt1_0_`i' if t1==0

probit t2 x1 x2 x3t2 x4t2 t1

predict pt2_`i', p

probit t2 t1

predict pt2_0_`i', p

replace pt2_`i'=1-pt2_`i' if t2==0

replace pt2_0_`i'=1-pt2_0_`i' if t2==0

replace wt1=pt1_0_`i'/pt1_`i'

replace wt2=pt2_0_`i'/pt2_`i'

replace wm1=wt1*wt2

reg y t1 t2 t1t2 [pweight=wm1]

matrix m1beta=e(b)

scalar m1a = m1beta[1,1]-0.2

scalar m1b = m1beta[1,2]-0.2

scalar m1c = m1beta[1,3]-0.2

biprobit (t1 x1 x2 x3t1 x4t1) (t2 x1 x2 x3t2 x4t2 t1)

predict p00_`i', p00

predict p01_`i', p01

predict p10_`i', p10

predict p11_`i',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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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robit (t1) (t2)

predict p00_0_`i', p00

predict p01_0_`i', p01

predict p10_0_`i', p10

predict p11_0_`i', p11

replace wm2=p00_0_`i'/p00_`i' if (t1==0 & t2==0)

replace wm2=p01_0_`i'/p01_`i' if (t1==0 & t2==1)

replace wm2=p10_0_`i'/p10_`i' if (t1==1 & t2==0)

replace wm2=p11_0_`i'/p11_`i' if (t1==1 & t2==1)

reg y t1 t2 t1t2 [pweight=wm2]

matrix m2beta=e(b)

scalar m2a = m2beta[1,1]-0.2

scalar m2b = m2beta[1,2]-0.2

scalar m2c = m2beta[1,3]-0.2

drop x1_`i' x2_`i' x3t1_`i' x3t2_`i' x4t1_`i' x4t2_`i' e1_`i' e2_`i'

drop pt1_`i' pt1_0_`i' pt2_`i' pt2_0_`i'

drop p00_`i' p01_`i' p10_`i' p11_`i' p00_0_`i' p01_0_`i' p10_0_`i'

p11_0_`i'

post `sim' (m1a) (m1b) (m1c) (m2a) (m2b) (m2c)

}

}

postclose `sim'

use sim1, clear

summa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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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wo different types of

propensity score method for sequential treatment effect estimation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violation of sequential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In education study,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treatments

are assigned sequentially. For example, a student who received

private tutoring in first grade may continue receiving private

tutoring the next year. In this case, the student can be said to

have participated in private tutoring sequentially.

To analyze sequential treatment effect accurately, controlling the

longitudinal selection bias is critical. To do this, previous studies

have used product of inverse probability weights from eac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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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product method or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methods has yet to be explored. Also, the

robustness of the estimation model to violation of basic assumption

has not been examined.

In this study, two different types of propensity score method for

controlling longitudinal selection bias were compared. The first

method used product of inverse probability weights (PW model),

while the second method used a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model (SUBP model). Also, the effect of violation of

sequential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omitting

confounders was examined. To do this, monte carlo simulations

were conducted in the first section (study1) of this study. Also, in

the second section (study2), the application study using a real data

was done.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was analyzed using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 data in the second sec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equential participation of

private tutoring. The students who received private tutoring

sequentially showed additional improvement in math achievement.

From this result, we can know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mplified effect of sequential treatment when estimating treatment

effect.

Second, sequential treatment effect estimation was more accurate

when using a SUBP model than when using a PW model if the

error term correlation was 0.5 or more. Based on the result, i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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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term correlation is high, the method of using a SUBP model

is recommended for estimating the sequential treatment effect.

Third, the estimates of sequential treatment effect were biased in

both a PW model and a SUBP model when the sample size was

200 and treatment-control group ratio was not equal. It is needed

the sample size of data was 500 or more for sequential treatment

effect estimation.

Fourth, the estimates of sequential treatment effect were biased

when a confounder was omitted and sequential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was violated. The omitted variable bias

was bigger when a time-varying confounder was omitted than

when a time-fixed confounder was omitted. In addition, the bias

was bigger as the treatment and a confounder was more

correlated. Based on the result, we can find that when we

estimate sequential treatment effect, it is important to control

time-varying confounders highly correlated with treatment.

Keywords : sequential treatment effect, propensity score,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model, model misspecification

Student Number : 2013-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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