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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추론에서 성향점수 매칭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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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is one of the most widely-used causal inference methods to estimate the causal estimands such as average treatment
effect or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from observational studies. To implement PSM, a researcher first selects an appropriate set of confounders, estimates the propensity score, and matches the treated group with the control group using a matching algorithm such as nearest neighborhood or
optimal matching. In this paper,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assumptions employed in the PSM procedure thoroughly because
they strongly affect the analysis result, but are not testable using observational data. We explain how to exploit the domain knowledge to avoid the
potential risks from the violation of the untestable assumptions, and show how the research purpose is linked to selecting the matching algorithm and
downstream analysis after PSM. In addition, to examine the vulnerability of the causal result, we highlight the use of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analysis
after PSM. These points are demonstrated in detail using National Supported Wor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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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로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2].

특정 위험인자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치

RCT에서는 연구목적에 맞춰 설계된 연구에서 데이터를 얻지만 관

료제의 효과처럼 처치(treatment)와 결과(outcome) 사이의 인과관계를

찰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기 때문

파악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여러 역학연구와 임상연구의 주요

에 인과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2]. 관찰연구에서는 처치의 배정에 영향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를 갖

을 주는 처치 전 변수로 인해 실제로 처치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는 방법은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으로

없더라도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거

개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처치를 배정하기 때문에 편향이

짓 인과관계를 마치 실제 존재하는 인과효과로 해석하여 함정에 빠지

없는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1]. 하지만 처치를 무작위로 배정하

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결과를 모으는 데 시

관찰연구에서 올바른 인과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회귀모형, 가중

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RCT를 항상 구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weighting), 도구변수, 매칭(matching)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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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매칭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매우 널리 사용되고

Jiwoong Yu and Woojoo Lee

분석 방법과 관련된 통계적인 이슈를 설명하고자 한다.

있는 인과추론 방법이다[2-4]. 대표적인 매칭방법은 실험군의 처치 전
변수와 같은 값을 갖는 대조군을 찾아 짝짓는 것이다. 이는 양 쪽 그룹

성향점수의 정의와 개념

에 처치 전 변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분포를 가지게 하므로 마치 무작
위 배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3,5]. 이러한 매칭방법의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무작위 대조 시험과는 달리

론적 연구는 1970년대에 Cochran과 Rubin 등에 의해 이뤄졌으며 인과

관찰연구에서는 각 개체가 지닌 속성들에 따라 처치의 배정이 영향을

효과에 편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었다[2,6]. 하지만 이러한

받는다[6]. Rosenbaum and Rubin [7]은 관찰연구에서 이러한 개체들의

매칭방법은 보정해야 할 교란변수가 많아질수록 실험군과 대조군에

속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성향점수를 제시하였

서 완전히 일치하는 개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사용

다. 처치변수 Ti는 개체 i가 처치를 배정받으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며

에 어려움이 많다[5]. 이를 극복하기 위해 Rosenbaum and Rubin [7]은

성향점수는 교란변수 Ci가 주어졌을 때 처치를 배정받을 조건부 확률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제안하였으며 이후 성향점수를 사용한

e(Ci) =Pr(Ti =1│Ci)로 정의된다. 성향점수는 균형점수(balancing score)

매칭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8-13]. 인과추론에서 성향점수 매

의 일종으로 올바르게 추정하였다면 이를 보정하였을 때 편향되지 않

칭의 사용은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향점수는 고차원의 교

은 인과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갖는다[7].

란변수를 1차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교란변수의 수가 많거나 연속형

성향점수를 이용한 인과효과 추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수가 있을 때에도 짝지을 수 있는 개체를 찾기 쉬워 데이터를 좀 더

잠재변수(potential outcome) [17]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개체 i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향점수 매칭이 올바른 인과관계

처치를 받았을 때의 결과 Yi(1)라 하고,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

를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데이터로 검증하기 어려운 가정이 요

를 Yi(0)라고 할 때 Yi(1), Yi(0)를 묶어서 잠재변수라고 부른다. 개체 i에

구되며 많은 응용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

대한 처치의 인과효과는 두 잠재변수의 차이(Yi(1)−Yi(0)) 또는 비율

지지 않고 있다[4].

(Yi(1)/Yi(0))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두 잠재결과를 동시에 관측하기가 어

먼저 올바른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교란변수를 적절히 보

려워서 개인의 인과효과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 연구의 대상이

정해야 하는 데 이 때 보정해야 할 변수의 집합을 찾는 유용한 도구로

되는 인구집단에서의 인과효과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가정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가 활용될 수 있다

만족하면 데이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14]. 또한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연구 대상을 고

첫 번째는 stable unit treatment value assumption (SUTVA) [18] 가정

려하여 인과효과를 추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으로 어느 한 개체의 잠재 결과는 다른 개체에 배정된 처치에 영향을

인과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와 처치를 받은 집단에 대한 인

받지 않고, 처치에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는 서로 다른 의미
를 가지므로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15]. 어떠한 매칭 알고리즘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 ATE가 구해지기도 하고 ATT가 구해지기도 하기 때

가정 1. SUTVA : 만약 Ti=Ti ´ 라면, Yi(Ti )=Yi(Ti ´) 이다.
두 번째는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 가정으로 처치가 개체들이

문에 연구 대상에 맞는 알고리즘 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데이터

가진 속성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배정되었다면 잠재변수와 독립(Ti

분석 결과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는 가

(Yi(1), Yi(0)))이 성립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의 평균의 차이를 통

정이 일부 위반되었을 때 현재의 결과가 얼마나 강건(robust)한지 확인

해 인과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관찰 연구에서는 처치가 무작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위로 배정되지 않아 조건부 교환가능성 가정이 제시되는데 이는 적절

본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성향점수와 DAG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알고리즘
선택의 기준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성향점수 모형 및 균형 진단, 6장
에서는 짝지어진 데이터의 분석방법, 7장에서는 분석된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방법을 각각 소개한다. 8장과 9장에서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 자체에서 주의할 점과 최근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
한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Lalonde [16]에서 사용된 국가 지원 사업 데이터를 통해 각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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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택된 교란변수의 집합 Ci가 주어졌을 때 잠재변수와 처치가 독립
이라는 가정이다.
가정 2. 조건부 교환가능성 가정 : Ti

(Yi(1), Yi(0))|Ci

세 번째는 양수성(positivity) 가정으로 교란변수가 주어졌을 때 처치
를 배정받을 확률이 0과 1 사이라는 것이다.
가정 3. 양수성 가정: 0 <e(Ci) =Pr(Ti =1│C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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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성립되면 교란변수 대신에 성향점수가 주

하기 어렵고 일부 교란변수가 누락될 수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어지더라도 조건부 교환가능성 가정이 성립한다[7]. 이때 성향 점수를

협업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2]. DAG를 통해 변수를 선택할 때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중, 회귀, 매칭, 층화 등의 이름으로 인과효과

는 그래프에서 어떤 변수가 처치, 결과변수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추론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위의 세 가지 가정하에서 성향점수가 주

데, 이 설정에 따라 보정해야 할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Figure

어지면 교란변수와 처치 변수는 독립이 되어 교란변수의 분포가 처치

1A는 T, Y, C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T와 Y는 인과관계가 없으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확인함으로써 성향점수를 이용한 인과추

며 C는 T와 Y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C를 보정하

론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지 않으면 T←C→Y 경로를 통해 T와 Y 사이에 거짓 인과관계가 발생

본 논문에서는 성향점수 매칭 적용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위해

하는데 T←C→Y 경로를 뒷문 경로(backdoor path)라 한다. 이때 C는

1975년 3월부터 1977년 6월까지 미국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된

뒷문 경로를 막기 위해 보정해야 할 변수에 해당한다[23]. Figure 1B는

국가 지원 데이터[16]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T, Y, S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T와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되었으며 이후 성향점수 매칭을 적용한 많

며 S는 T와 Y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S를 보정하

은 논문에서 예시로 사용되고 있다[11,19]. 당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

지 않아야 올바르게 T의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데, S를 보정하면

춘 참가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배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전후에 실험

막혀 있던 T→S←Y 경로에 뒷문 경로가 열려 거짓된 인과효과가 나타

군과 대조군의 참가자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논

나게 된다[14]. 이처럼 보정하였을 때 뒷문 경로가 열리게 하는 변수를

문에서는 미응답자들을 제외한 데이터[11]를 사용하여 총 445명 중

충돌변수(collid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부터 변수들 사이의

185명은 실험군, 나머지 260명은 대조군에 배정되었다. 처치변수는 실

조건부 독립성을 성립하게 하는 그래프 조건을 ‘D-separation’ [14]이라

험군 여부를 의미하는 이분변수이며 결과변수는 78년도의 수입이다.

하며 인과 추론을 위해 보정해야 할 변수를 선택할 때 널리 활용되고

분석에서 사용된 교란변수는 연령, 교육받은 기간, 흑인, 히스패닉, 결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Pearl [24]를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또

혼 여부, 고등학교 학위 유무, 74년도 수입, 75년도 수입이 사용되었다.

한 DAG를 그리면 자동으로 보정해야 하는 교란변수의 집합을 찾아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는 DAGitty (http://dagitty.net)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복잡한 변수

(https://users.nber.org/~rdehejia/data/.nswdata2.html).

간의 관계에서도 손쉽게 교란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25].
Figure 1C는 국가 지원 사업 데이터에서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낸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이용한 변수선택

DAG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T)은 78년도 수입(Y)에 인과효과를 가
질 수 있다고 보며 세 가지 교란변수의 집합의 영향을 받는데 첫번째

올바른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교환가능성 가정을

집합(C1)은 나이, 교육받은 기간, 흑인, 히스패닉, 결혼 여부, 고등학교

만족시키는 적절한 교란변수의 집합을 찾아야 한다. 모형에 포함할 설
명변수를 선택하는 전통적인 통계방법으로는 p−값,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와 같은 기준
으로 모형을 선택하거나, LASSO나 Elastic Net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

A

B

으로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고려되어 왔다[20]. 하지만 이
러한 방식의 변수 선택은 인과효과를 추정할 때 편향을 일으킬 수 있
어 많은 문헌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그래프인 DAG를
통해 모형에 포함할 변수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14].
DAG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노드와 화살표로 표현한 그래프로 노
드는 변수, 화살표의 방향은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며 화살
표가 시작하는 변수가 원인, 화살표를 받는 변수가 결과를 의미한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드들끼리 단방향 화살표로 연결
하며 이 때 C→B→A→C와 같이 순환하는 그래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드를 잇는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 추론하는 것이 일부 가능하나[21] 변수들 사이에 화살표를 결정

C

Figure 1. Three directed acyclic graphs demonstrating various relationships of variables. Let T, Y, C, S, U denote treatment, outcome, confounder,
collider, unmeasured confounder, respectively. The first two DAGs represent no causal effect from treatment to outcome with (A) an open back
door path (T←C→Y) by confounder C and (B) no open backdoor path. (C)
A DAG represents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e National Supported Work
data. DAG, directed acyclic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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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유무가 포함되고, 두 번째 집합(C2)은 74년도와 75년도 수입이 포

점수가 덜 유사한 개체가 짝지어지면서 편향이 커지게 된다[29]. 따라

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 집합(U)은 74년도와 75년도의 수입과 78년도

서 일대다 매칭을 무조건 선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의 수입 모두의 원인이 되는 가상의 변수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C1은

매칭에서 알고리즘 선택은 짝지어진 자료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T와 Y의 공통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별 소득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

에 교란변수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29]. 완전 매칭에서는 쌍을 이

이기 때문에 C2의 원인으로 가정하였다. C2 역시 프로그램 참가와 78

루는 개체들 간의 성향점수 차이의 평균을 최소로 하는 쌍을 찾는 최

년의 수입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통 원인으로 가정하였

적합 방법[26,27]을 사용한다. 한 개체에 짝지어지는 다른 군의 수를 제

다. U는 측정되지 않은 교란변수로 보정해야 하지만 분석에 포함되지

한하지 않으면 특정 쌍에 너무 많은 개체들이 포함될 수 있어 짝을 지

않은 변수를 의미한다. Figure 1C의 DAG에는 총 4개의 열려 있는 뒷문

을 수 있는 최대 개체 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경로(T←C1→Y, T←C2→Y, T←C1→C2→Y, T←C2←U→Y)가 있는

[26]. 일대일 매칭과 일대다 매칭에서는 최적합 방법이나 실험군 개체

데 C1과 C2를 모두 보정하면 4개의 뒷문 경로를 모두 막아 올바른 인

를 성향점수 관점에서 가장 근접한 대조군의 개체와 짝짓는 최근접 이

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웃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접 이웃 방법에서는 이미 사용한 대조군을
다시 사용하는 복원추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복원추출 하는 경

성향점수 매칭 알고리즘과 선택

우 실험군과 성향점수가 유사한 대조군의 개체가 여러 번 사용되어 인
과효과 추정치의 분산은 커지지만 편향은 줄어들 수 있다[29]. 또한 캘

성향점수 매칭 방법은 성향점수를 사용하여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

리퍼(caliper)를 설정하면 두 개체의 성향점수 차이가 일정 수준 δ보다

에서 유사한 성향점수를 갖는 개체들끼리 쌍을 이루는 방법이다. 매칭

큰 개체들은 쌍을 이루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어 교란변수의 균형을

을 사용할 때는 연구 목적에 맞는 인과효과를 추론하도록 매칭 방법

개선시킬 수 있다. 캘리퍼를 설정하는 것은 추정치의 편향을 줄이는데

을 고려해야 한다. 매칭 방법에는 크게 완전 매칭과 일대일 매칭, 일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29] 본래 추정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의 인

다 매칭이 있다. 먼저 완전 매칭은 실험군 또는 대조군에서 하나의 개

과효과가 아닌 성향점수가 겹치는 집단에서의 인과효과(average treat-

체를 추출하고 나머지 군에서도 하나 이상의 개체를 뽑아 하나의 쌍

ment effect on the overlap, ATO)로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 특히 ATO

을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전체를 사용한다

는 임상적으로 처치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집단에서 인과효과와

[26,27].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든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 매칭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30]. 이처럼 캘리퍼를 사용하면 짝

집단 전체에 대한 인과효과인 ATE(=E[Yi(1)−Yi(0)])를 추론할 때 주로

지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이후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일대일 매칭과 일대다 매칭은 실험군을 기준으

는 교란변수의 균형과 인과효과의 의미 사이의 상충관계에 상당한 주

로 대조군을 짝짓는 방법으로 쌍을 이루지 못한 개체의 자료는 분석

의가 필요하며 짝지어진 데이터가 관심 인구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에 사용되지 않는다. 짝을 짓는 방법은 실험군에서 하나의 개체를 추

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31].

출하고 이와 가장 근접한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군의 개체를 일대일 매
칭은 1개, 일대다 매칭은 둘 이상의 고정된 수만큼 뽑아 하나의 쌍을

성향점수 모형 및 균형 진단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험군을 기준으로 매칭이 이루어진
방법은 처치를 받은 집단에서의 인과효과인 ATT(=E[Yi (1)-Yi (0)│
Ti =1])를 추론할 때 주로 사용된다[15,28].

성향점수는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과 변수의
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른 성향점수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성향점수 모

국가 지원 사업 데이터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자 전체에 대한 프로그

형이 참이라면 같은 성향점수 값을 가지고 있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

램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면 완전 매칭을 하여 ATE를 추정하고,

란변수는 같은 분포를 가져야 한다[7]. 하지만 DAG를 통해 선택한 교

대상자들 중 프로그램을 배정받은 참가자들에 대해 프로그램의 효과

란변수를 가지고 성향점수 모형을 만들더라도 교란변수의 비선형항

를 추정하고자 한다면 일대일 매칭 또는 일대다 매칭을 하여 ATT를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모형이 잘못 설정될 수 있다. 성향 점수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험군에 짝지어지는 대조군의 비율을 선

모형이 잘못 설정되면 짝지어진 데이터에서 두 군의 교란변수가 균형

택할 때는 인과효과 추정치의 편향과 분산 사이에 상충관계를 고려해

을 이루지 않아 편향된 인과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4]. 따라서 짝지어

야 한다. 대조군의 비율이 작을수록 실험군과 성향점수가 유사한 개체

진 데이터에 대해 균형을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성향점수 모형을 찾기

가 짝지어지기 때문에 편향은 작아지지만 짝지어진 데이터의 크기가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28,32].

작아 분산이 커지며, 대조군의 비율이 커지면 분산은 작아지지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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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지스틱 모형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차항
이나 교호작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
하면 짝지어진 데이터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편향된 인과효과가 추
론될 수 있다[33]. 이에 대해 결정 나무(decision tree) 등 여러 비모수적
인 기계학습 모형들은 연구자가 직접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
고서도 자동적으로 고차 교호작용 등을 고려해주므로 전통적인 회귀
모형의 대안으로 고려되었다[34,35]. 특히 성향점수의 참인 모형에 복
잡한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에 boosted CART, random forest 등이
로지스틱 모형에 비해 두 군의 균형을 더 잘 맞추어서 인과효과에 대
한 편향과 평균 제곱 오차가 더 작다고 연구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36]과 생성적 대립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37] 등의 딥러닝(deep learning) 방법들도 성향점수
모형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구되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성향점수 모형을 만들었다면 짝지어진 데이터
에서 두 군 간 교란변수의 균형을 진단하여 성향점수의 적절성을 판단
해야 한다. 균형 진단을 위해서는 두 군의 교란변수의 분포를 비교해

Table 1. The result of balance diagnostic of 1:1 matched samples from
nearest neighborhood method without caliper and with caliper 0.1
Variables
Age
Educ
Black
Hispanic
Married
Nodegree
Re74
Re75

NNM
(prognostic score= 0.08)

NNM with caliper
(prognostic score = 0.06)

SMD

Variance ratio

SMD

Variance ratio

-0.01
0.10
-0.01
-0.02
-0.03
-0.14
0.09
0.05

0.96
1.37
1.18
0.93

0.01
0.05
-0.03
-0.03
-0.02
-0.04
0.01
-0.05

1.08
1.03
1.02
0.52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NNM, nearest neighborhood method.
Matching results for the National Supported Work data using 1:1 nearest
neighborhood method without caliper and with caliper 0.1.
The balance for the 8 confounders (age [Age], year of schooling [Educ],
blacks [Black], hispanics [Hispanic], marital status [Married], high school diploma [Nodegree], real earnings in 1974 [Re74], and real earnings in 1975
[Re75]) is examined.

야 하지만 교란변수의 결합분포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y축, 대조군을 x축으로 한 Q-Q 그림과 경험적 누적 분포 등을 통해 효

다양한 요약 통계량과 그림을 통해 각각의 주변확률 분포를 비교하는

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40,41]. R에서는 ‘MatchIt’ 패키지[42]를 통해

것으로 균형을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간단하게는 평균, 최

매칭과 짝지어진 데이터에 대해 균형진단을 할 수 있다. matchit() 함수

소/최대값, 사분위수 등의 요약 통계량을 비교하여 진단할 수 있다. 그

는 매칭 알고리즘과 다양한 성향점수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캘리퍼

중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 수에 영향을 받는 t 검정이나 Kol-

의 설정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matchit() 함수의 객체에는 짝지어진

mogorov-Smirnov 검정보다는 표준화 평균 차이가 많이 쓰이고 있으

데이터와 함께 기술적으로 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며 두 군에서 교란변수의 표준화 평균 차이의 절댓값이 0.1보다 작다

제공하는데 표준화 평균 차이, 분산 비율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면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32,38]. 연속형 변수와 이분 변수에

‘cobalt’ 패키지[43]는 더 다양한 균형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대한 표준화 평균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여 bal.tab(), bal.plot()과 같은 함수를 통해 교란변수의 분포를 통계

(

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

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산)

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출현율)

량이나 그림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Table 1에서 캘리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교육받은 기간(Educ)과
고등학교 학위 유무(Nodegree)의 표준화 평균 차이가 0.1 이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변수들의 표준화 평균 차이는 0.1 미만이며

또한 교란변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의 경우 각 교란변

연속형인 교란변수들의 분산비율이 0.5와 2 사이에 있고 예후점수가

수들의 분산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분산의 비율이 대략 0.5와 2 사이

0.08로 일부변수에서는 균형이 상당히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 있거나 F 검정에서 유의하지 않다면 분산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Figure 2의 Adjusted sample without caliper에서 두 교란변수의 실험군

다[10]. 또 다른 방법으로 Stuart et al. [39]은 짝지어진 데이터에서 교란

과 대조군의 분포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퍼를 0.1로 설정하

변수를 설명변수로, 결과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만든 뒤 실

였을 때는 교육받은 기간과 고등학교 학위 유무 두 변수도 표준화 평

험군과 대조군에서의 결과를 각각 예측하여 표준화 평균 차이를 구한

균 차이가 0.1 미만으로 더 균형이 잘 이루어지며 Figure 2에서 캘리퍼

것을 예후점수로 정의하여 예후점수의 절댓값이 0.1 이하일 때 균형을

를 작게 설정할수록 균형이 잘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

이룬다고 판단한다. 교란변수의 수가 많으면 여러가지 그림을 통해 균

럼 캘리퍼를 설정하면 교란변수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데, 캘리퍼

형을 진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연속형 변수의 요약 통계량과

가 작아질수록 짝지어진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연구하고자 하

분포는 상자 그림(box plot)과 막대 그림(bar plot) 등을 통해 쉽게 비교

는 집단을 대표하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며 교란변수의 주변확률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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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ng the distributions of confounders between unmatched and matched samples for balance diagnosis. Distributions of the confounders
with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0.1. The leftmost plots of the panel are from unadjusted sample before matching, the middle plots are from adjusted
sample after matching without caliper and the rightmost plots are from adjusted sample after matching with calip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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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후 데이터 분석
짝지어진 데이터에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면 올바르게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매칭 방법, 복원추출 여부, 결과변수의 자
료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짝지어진 데이
터를 통해 ATE 또는 ATT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고려해 볼 수 있다[28,44,45].
GEE은 같은 집단에 속한 개체들 간의 종속성을 허락하는 준모수적
추정 방법으로 샌드위치 분산 혹은 로버스트(robust) 분산을 통해 분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Causal Inference

Table 2. Estimating treatment effects using matched sample from National
Supported Work data
Matching methods
(estimand)

Treatment effect
(standard error)

Treatment effect after
confounder adjustment
(standard error)

1:1 matching (ATT)
Full matching (ATE)

2,017.87 (675.84)
1,660.37 (641.06)

1,874.85 (658.33)
1,519.64 (615.13)

AT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E, average treatment effect.
Estimated treatment effects from matched sample after 1:1 matching (first
row) and full matching (second row) methods.

포에 관계없이 올바른 분산 추정치를 제공한다. 짝지어진 자료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처치와 결과를 각각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 넣고 쌍마

공하였고 이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부여되는 번호를 집단변수로 처리하였을 때 나오는 처치의 회귀계
수와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가 각각 인과효과의 추정치와 표

짝지어진 자료 분석에 대한 민감도 평가

준오차를 의미한다. 만약 일대다 매칭 또는 완전 매칭을 하였거나 대
조군이 복원 추출되었다면 개체들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

관찰연구에서 인과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정들을 바

다[28]. 일대다 매칭과 완전 매칭의 경우에는 각 쌍에 속한 같은 군의

탕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가정의 일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석

개체수의 역수만큼 가중치를 부여하고 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개체가

결과가 여전히 강건한지 살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결과의 강건함을

복원 추출된 횟수의 역수만큼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다.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정의 위반 정도에 따라 분석의 결과

하지만 성향점수 모형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인과성 추론

교란변수의 효과(residual confounding) 때문에 편향된 인과효과를 추

에서는 조건부 교환 가능성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크게 편향된 결과

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란변수로 결과를 보정하여 편향을 줄이기

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방법들이 주로 연구되고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2,19,46-48].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매칭

있다[28,52].

방법과 회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2,46]. 짝지어진 데이터를 갖

매칭에서의 대표적인 민감도 분석 방법은 조건부 교환 가능성 가정

고 GEE 방법으로 적합시킬 때 적절한 교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

이 위반된다면 서로 다른 교란변수를 가진 개체들끼리 짝지어져 인과

면 매칭 이후에도 남아있던 교란변수의 효과가 상당히 제거될 수 있

효과를 편향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래 매칭을

다. 하지만 이러한 보정 방법은 결과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사용하면 전

통해 짝지어진 개체들 간에 처치 받을 확률은 동일하지만 조건부 교환

혀 다른 의미의 인과효과를 추론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가능성 가정을 위반하면 같은 쌍에 속했더라도 측정할 수 없는 교란

한다[49]. 조건부 교차비(odds ratio)의 기댓값은 연속형 변수와 달리 일

변수에 의해 처치에 배정될 확률이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민감도 분석

반적으로 주변부 교차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로지스틱 모형에서 교

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교란변수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처치에 배

란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추론되는 인과효과는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정될 확률의 교차비가 특정 범위(

다른 종류의 인과효과를 의미한다. 연속형 변수와 이분변수 모두에 쓸

j와 k는 같은 쌍에 속한 서로 다른 개체) 내에 있을 것을 가정한다. 그리

수 있는 다른 보정 방법으로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고 나서 가정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인과효과 추정치와 신뢰구간의

결과변수와 교란변수로 회귀모형을 만든 후 각 모형에 측정되지 않은

범위를 구해 가정 위반 정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지 판

잠재변수를 채워 인과효과의 편향을 줄이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단한다. 인과효과의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Wilcoxon의

[19,50,51].

부호 순위 통계량[52]이나 M-statistic [53,54] 등을 통해 계산되며 R에

,

국가 지원 사업 데이터에서 각각 일대일 매칭과 완전 매칭을 통해

서는 ‘sensitivitymv’ 패키지[55]와 ‘rbounds’ 패키지[56]에서 계산 방법

ATT와 ATE를 추정하였다. 이 두 추정치의 차이는 샘플에 의한 변동

을 제공한다. 이외에 다른 민감도 분석 방법들은 측정되지 않은 교란

외에 실험군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와 전체 집단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변수가 처치와 결과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갖게 될 인과

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아있는 교란변수의 효과가 의심되

효과의 크기를 계산하여 측정되지 않은 교란변수가 주는 영향이 얼마

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란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했을 때의 결과를 제

나 커야 분석결과가 강건하지 않을지를 평가한다[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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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어떤 모형이 참인지 모르기 때문에

Type
CI
Point estimate

여러 성향점수 모형을 만들고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특히 King and

4,000

Nielsen [4]은 연구자는 가설을 기각하기 위해 인과효과가 크게 추론되

2,000

편향이 커지게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는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많아질수록 실제 효과와의
위에서 언급된 성향점수 매칭 이외의 세 가지 방법들은 유사한 교란
변수를 가진 개체들끼리 짝짓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블록 무작위배정

0

(blocked randomization)을 구현하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성
-2,000

향점수 매칭은 성향점수가 동일한 개체들끼리 짝지었을 때 교란변수
가 서로 다른 개체들끼리도 짝지어질 수 있어 완전 무작위배정을 구현
1.0

1.5

2.0

2.5

3.0

Maximum odds ratio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일반적으로 완전 무작위 배정은 블록 무
작위배정 방법보다 교란변수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비효율적인 방법

Figure 3. Sensitivity analysis plot using Rosenbaum’s method with
matched sample. Sensitivity analysis after the matched data analysis using
National Supported Work data. A plot shows the boundaries of the point
estimate and the ranges of 95% confidence interval (CI) for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ccording to odds ratio of treatment assignment probability.

이기에 성향점수 매칭을 다른 매칭 방법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Figure 3은 Table 2의 일대일 매칭의 결과에 대해 ‘sensitivitymv’ 패키

하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데 반해 성향점수 매칭에서는 유사한 조

지로 계산한 결과로 교차비가 커짐에 따라 인과효과의 추정치와 신뢰

건하에서 인과효과 추정치 분산과 편향이 초반에 감소하다 일정수준

구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측정하지 못한 교

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란변수가 짝지어진 두 사람의 처치가 배정될 확률의 교차비가 1.1 정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최근접 이웃 매칭에서 매칭의 품질을 높이

도로 영향을 주면 추정치의 범위에 0을 포함하게 되어 분석 결과가 뒤

기 위해 캘리퍼를 어느 수준 이하로 낮추었을 때, 인과효과 추정치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과 편향이 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향점수 기

할 필요는 없게 된다. 실제로 King and Nielsen [4]은 수치 연구를 통해
매칭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시켜 나갈 때 마할라노비스 거리 매칭에
서는 매칭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시켜 나갈수록, 즉 점점 버려지는
데이터가 증가하여도 인과효과 추정치의 분산과 편향이 꾸준히 감소

반 매칭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것을 인과효과 추정치가 올바르

성향점수 매칭 방법론에 대한 주의점
앞에서는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주의할 점에

게 구해졌다는 것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 론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론 자체에 대한 주
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King and Nielsen [4]은 성향점수 매

지금까지의 성향점수와 관련된 방법들은 대부분 이분 변수의 처치

칭을 다른 매칭 방법들과 비교를 통해 성향점수 매칭이 갖는 문제점을

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존의 성향점수를 다중 처치 또는 연속형 처치

제기하였다. 먼저 성향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매칭 방법으로 완전히 동

로 확장한 일반화 성향점수 또한 연구된 바 있으며 기계학습 모델을

일한 교란변수를 갖는 개체들끼리 짝짓는 정확 매칭, 각 개체의 표준

이용하여 일반화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방법도 소프트웨어로 개발되

화된 교란변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짝짓는 마할라노비스 거

어 있다[34,59]. 하지만 일반화 성향점수를 유한한 수의 자료에서 추정

리 매칭(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58], 그리고 교란변수가 연속

하고자 할 때 처치의 수가 많아지면 특정 교란변수의 조합에서 어떤

형 또는 범주형 변수일 때 적당한 구간 또는 비슷한 범주로 묶어 정확

처치를 받을 확률이 0이 되어 양수성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칭을 하는 성긴 정확 매칭(coarsened exact matching) 등이 있다. 이러

점에서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22]. 또한 다중 처치군에 대한 매칭 알고

한 매칭 방법은 특정한 모형을 고려하지 않고 교란변수를 그대로 활용

리즘 및 짝지어진 자료를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여 짝짓는 방법인데 반해 성향점수 매칭은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성

[60-62]. 최근 연구에서 외상 치료 전문 센터의 수준과 치명률의 인과

향점수를 추정한 뒤 유사한 값을 갖는 관측치끼리 짝짓기 때문에 모형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세 가지 처치군에 대한 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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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 연구에서는 세 처치군에 대한 1:1:1 최적합 매칭 방법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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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였는데, 같은 짝에서 개체들 간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두 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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