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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법과 회귀불연속 기법

• 이중차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 비교의 비교, 즉 차이의 차이 이용하여

treatment effect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기법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률 추정

-blind audition 채택으로 인한 오케스트라 여성 단원 채용 증가

• 회귀불연속 기법 (regression discontinuity): “아주 작은 차이=>처리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의 차이 존재하는지” 분석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역 정당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지난 선거에서

아주 미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이 결정된 지역만 대상으로 분석하여 현역 정당

소속 후보가 유의미하게 유리한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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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0년의 3년간 당시 국내 5대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문제 대두됨. ”but for price” 구해야 함.

<세 가지 분석방법>

• 표준시장방법: 군납 단가를 민간 내지 해외의 단가와 비교 (원고인 대한민국 정부

및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방법. 부적절한 비교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한 방법)

• 전후비교방법: 군납의 담합기와 비담합기의 실질 낙찰가 비교

•이중차분법 (이중비교방법):군납의담합기와비담합기가격차이로부터민간구매의

담합기와 비담합기 가격차이를 차감하는 방법 (1심 감정인단 등이 사용하고 1심 재판

부가수용한방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1

1. 이중차분법

3



담합효과의 추정

• 표준시장 비교 방법(yardstick method) : A-B

• 전후 비교방법(before & after method) : A-C

• 이중 비교 방법 (Difference in Difference) : (A-C)-(B-D)= (A-B)-(C-D)

1. 이중차분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1

군납 비군납

담합기간 A B

비담합기간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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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

• J. Milyo and J. Waldfogel (1999), “The Effect of Price Advertising on Prices:

Evidence in the Wake of 44 Liquormart,” American Economic Review, 89,

1081-1096.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44 Liquormart decision)에 따라 로드 아일랜드 주가 더

이상 주류광고 금지 못하게 됨

• 반면 인근 매사추세츠 주는 로드아일랜드 주의 판결과 무관하게 주류광고가 항

상 허용되어 있었음

• 로드 아일랜드 주의 판결 전후 주류가격 변화추이와 매사추세츠 주의 동기간 주

류가격 변화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주류광고 허용이 주류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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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시 유급휴가가 상해로 인한 휴업일수에 미치는 효과

• W. Viscusi, and D. Durbin (1995), “Workers’ Compensation and injury Duration: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5, 322-340

• Kentucky 주와 Michigan 주에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50% 인상.반면 저소득자의 혜

택은 사실상 불변

• 상해 시 보상 금액이 증가한 고소득자의 휴업일수 변화가 그렇지 않은 저소득자의

휴업일수 증가보다 높음

• 탄력성 추정치 =0.3~0.4 (유급 혜택이 50% 증가하면 휴업일수는 15%~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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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in Baseball: MLB Umpires, Racial Bias and Calling Strikes

C. Parsons, J. Sulaeman, M.Yates, and D. Hamermesh (2011), “Strike Three: 
Discrimination, Incentives, and Eval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1, 1410–
1435

Monitoring:
(1). QuesTec, a computerized monitoring system intended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home-plate umpires’ judgments. From 2004–2008, QuesTec had been 
installed in 11 of MLB’s 30 ballparks (see Fig 1 A, B)
(2) Attendance (see Fig 2 A, B)

1. 이중차분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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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Price and J. Wolfers, “Racial discrimination among NBA refere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0

• 단순비교의 문제점: 대체로 흑인심판이

파울을 많이 불고, 백인선수가 파울을

많이 범하는 경향

• 이러한 심판효과와 선수효과 통제하고

나서야 인종편견 여부 판단 가능

• 이중비교: (4.3-4.4)-(4.9-5.2)

=  (5.2-4.4)-(4.9-4.3) = 0.2 (5인 팀당 한 게임 파울 하나 차이)

1. 이중차분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5

흑인선수 백인선수

전원
흑인심판

4.4 5.2

전원
백인심판

4.3 4.9

<Foul rate by player’s and referee’s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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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cial Bias in Calling Fouls - New York Times

-David Stern(NBA commissioner): 독자적 분석 결과 인종차별 없다. 좀 더

powerful하고 robust한 자료 사용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선수단 및 심판들: 인종차별을 했거나 경험한 적 없다.

-다음 세 명의 전문가: Wolfers/Price 논문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i) Ian Ayres , Yale Law School

(ii) David Berri, California State University-Bakersfield

(iii)Larry Katz, Havard Univers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editor

1.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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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차분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6

John Snow (1855)의콜레라연구

• 19세기 콜레라에 관해 연구함

• Snow는 콜레라가 오염된 물에 의해 전염된다고 믿음

• 당시의 일반적 믿음은 콜레라가 오염된 공기에 의해 전염된다는 것이었음

• 수돗물 공급하는 2개 회사 비교: Vauxhall, Lambeth

-Vauxhall: Thames강의오염지구에서줄곧취수 (취수원변경없음)

-Lambeth:취수원을상대적으로오염위험이낮은상류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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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now의콜레라연구

• 두 회사가 수돗물 공급하는 지역에서 모두 콜레라 발병률 감소했으나,

Lambeth사가 수돗물 공급하는 지역의 콜레라 발병률 감소가 훨씬 더 두드러

짐 (1/3수준으로의감소대 1/7수준으로의감소)

Vauxhall Lambeth 

Lambeth의 취수원 변경 전 160 70

Lambeth의 취수원 변경 후 55 10

1. 이중차분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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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오케스트라단원모집에서성별예비라운드합격률

No Blind Audition Blind Audition

여성 지원자 19.3% 28.6%

남성 지원자 22.5% 20.2%

1. 이중차분법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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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Goldin, C. Rouse, 2000, "Orchestrating Impartiality: The Impact of "Blind"

Auditions on Female Musicians," American Economic Review, 90

• Blind audition refers to a musical audition in which the person being tested

performs from behind a wall or screen not to reveal identity.



예시:금융발전과경제성장의관계

Rajan and Zingales (NBER 1996) 

• 국가간 금융발전의 정도와 경제성장률을 직접 비교하는 cross-sectional analysis는 국

가간차이를적절히통제하지못함

•이때 (i=국가, t=산업)의 형태로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면 국가간 차이 및 산업

간차이를통제한뒤금융발전이경제성장에미친효과를식별하기가훨씬용이함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8

1.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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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비교 : A-B (국가간 차이 통제 안됨)

산업간 비교 : A-C (산업간 차이 통제 안됨)

• 이상은 단순비교의 문제점

패널자료 이용하여 이중비교하면 유리함

금융선진국 금융후진국

중공업 A B

경공업 C D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8

1.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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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국가, t=산업) 형태의패널자료이용한이중비교

• 이중차분 (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 :

τ= (A-B)-(C-D) 또는 (A-C)-(B-D)

• A-B = 금융효과+국가간 차이 (τ + γ) 

A-C = 금융효과+산업간 차이 (τ + δ)

C-D = 국가간 차이 ( γ ), B-D=산업간 차이 ( δ )

금융선진국 금융후진국

중공업 A B

경공업 C D

“통계적통제”를위해이중차분법을적용한사례 8

1.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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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원의원선거에서현직의원이소속된정당의후보가유리한가?

David Lee, “Randomized experiments from non-random selec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142, 675-697, 2008

• Incumbent party in a given congressional district is likely to win.

• Is there an electoral advantage to incumbency?

• Use RD to find out!

2. Regression Discontinuity

“통계적통제”를위해회귀불연속(RD)을적용한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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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ngressional elections for the period 1946-1998 (n=6,558)

• Forcing variable X=“vote share by D - vote share by R” in previous election of the 
same electoral district

• If X > 0, Democrats won and became the incumbent

• Outcome variable Y: probability of the Democratic candidate winning the next 
election

2. Regression Dis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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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통제”를위해회귀불연속(RD)을적용한사례 1

Data



lost won
0.45

2. Regression Dis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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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tinuity only in “the future” but not in “the past”

“통계적통제”를위해회귀불연속(RD)을적용한사례 1



학급규모를줄이면학생들의성적이향상되는가?

Angrist, Lavy, Using Maimonides' rule to estimate the effect of class size on 

scholastic achieve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9

2. Regression Discontinuity

“통계적통제”를위해회귀불연속(RD)을적용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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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gression Dis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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