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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예측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의 급
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선거일정은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요즘처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드
물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선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강력하
다. 선거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것인가?”라는 질문만큼 많은 사람
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리서치 기업들이 노력해왔고, 노력하
고 있다.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설문조사’
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뉴스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인데, 대체로 리서치 기업
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검색 빈도수, 트위터나 페
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
기도 한다. 소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예측
방법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예측 기술이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
고 있었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와도 다르고, 빅데이터 분석과도 다
르다. 이 글에서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이라고 불리는
선거 예측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측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자 한다.
군중의 지혜
통계학과 그 응용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의 기여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지문(fingerprint)을 통한 개인 식별이 효과적임을 입
증한 것이다. 하지만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그가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
하면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1906년 한 가축 박람회장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소를 도축해서 가공했을 때 무
게가 얼마가 될 것인지 맞추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경연대회를 접
하게 되었다. 그는 참가한 사람들이 적어낸 숫자를 분석하였다. 예
상대로 써낸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틀린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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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관찰하게 된다. 그 값의 평균은

우에는 1천원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1907년 네이처(Nature)

두 설문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묻고 있다.

1)

지에 ‘Vox populi’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는 군중의 목소리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의 선호도를 물어보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voice of the people)라는 뜻이다.

질문은 응답자가 예측하는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를 물어보고 있
다. 여기에 참값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보상을 준다는 약속을 하면

행동경제학

사람들은 참값을 맞추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편, 20세기 중후반부터 대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과 버
논 스미스 (Vernon Smith)를 비롯한 일군의 심리학자들과 경제학

시장과 정보

자들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실험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소의 무게 맞추기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여

적용하고자 했다. 이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사람

기에서 참값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소의 무게이고 실제 소의 무게에

들의 의식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사람의 의식적 행위는 대장균이

가깝게 응답한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나 쥐와는 달리 실험의 대상이 되기에 치명적으로 부적합한 속성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짐작하는 소의 무게를

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의식하는

적어낸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참값을 예상

데, 그러한 의식은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험이나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

관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

한 점은, 이렇게 예상한 값들은 하나하나 보았을 때 참값과의 차이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을 호손 효

가 크다 할지라도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수치들은 참값에 근접하는

과(Hawthorne effect) 라고 부른다. 20세기 중반의 심리학자들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호손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실제 실험 목적을 숨기고 실험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언즈(John Keynes)는 이러한 관점을 금융시

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 실험은 의도치 않은 심각

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케인즈의 가장 유명한 저

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지금은 인간을 대상으로

작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에서 그는 가상의 미녀

하는 연구에서 기만 실험은 윤리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발대회를 사고실험으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상금은 미녀의 사진

있다.

들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사진을 고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

그러면 지금의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호손 효과를 극복하고 사람

다. 이런 경연대회의 참가자는 설령 미녀A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더

의 행동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을까? 경제학자들이

라도 다수가 미녀B에 투표할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 미녀B에게 표

주목한 방법은 보상을 이용한 것이었다. 어떤 응답을 하던 동일한

를 던질 것이다. 케인즈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핵심적

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따라 다른 사례금을 주는 방식

인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는 자산의 가격이란 거래자

을 취한 것이다. (물론 돈 대신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쓸 수도 있다.)

들이 생각하는 자산의 진정한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대선을 예측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생

생각했다. 그보다는 거래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거

각해보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통상적인 설문조사에

래자들이 예상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서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

러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거래가 거듭될수록 그것의 실제 가

문에 가령 후보1을 지지하면 5천원을 주고 후보2를 지지하면 1천

치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원을 준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거래자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품A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살짝 바꾸면 차등적인 보수를 통해 좋은 정보

시장 가격이 합당한 가격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해보자.

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 그 상품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 실제 당선될 후보를 맞추시면 5천원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

사람이 많다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상품A의

1 Galton, F. (1907), ‘Vox populi (the wisdom of crowd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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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격은 오를 것이다. 반대로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는 그 상품

미국의 예측시장

을 팔 것이며,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 가격은 떨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란, 위에서 설명한 시장의 정보 처

지게 될 것이다. 즉, 시장 가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합당

리 능력을 예측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금융 시장이다. 예

한 가치’에 끊임없이 수렴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측시장 중 하나인 정치 주식 시장(Political Stock Market, PSM)이란,

은 일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투표의 장이라고

선거 후보들을 일종의 주식 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시장이다.

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오와 온라인 시장(Iowa Electronic Market, IEM)은 1988년에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투표는 관심도와 확신하는 정도,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개설한 학술 목적의 예측 시장으로 주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이것

선거들은 물론, 중앙은행의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예

은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 보는 투표와는 다른 특성이다. 당연히 그

측을 상품화하여 거래하고 있는 역사와 규모 면에서 가장 널리 알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참된 가치에 대해 확신도

려져 있는 예측시장이다.

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이 많을수록 그

정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선거 결과의 어떤 측면을 상품화할 것

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할 것이다. 그 결과 상품의 가

인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승자 독식 방식

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Winner Takes All, WTA)이다. 이 방식에서는 선거에서 해당 후보

요소는 자산의 양이다. 그런데 자산의 양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

가 당선되었는지의 여부로 최종 주식 가치를 결정한다. IEM의 WTA

미하는가? 만일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어 왔다면 자산의 양이 많

시장에서는, 가령 후보 A, B, C가 참여한 선거에서 B가 당선되었다

은 사람은 과거 자신이 행했던 거래에서 참된 가치에 가까운 값을

면 선거 후에 후보 A, C 주는 0달러로, 후보 B 주는 한 주당 1달러와

다른 사람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거래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거

교환해준다.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과거 성공적으로

두 번째는 득표율 방식(vote share, VS)이다. 이 방식에서는 해당

거래해왔던 거래자들의 정보 평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

후보의 득표율로 최종 주식 가치를 결정한다. IEM의 VS시장에서

다. 이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시

는 가령 후보 A, B, C가 참여한 선거에서 각 후보가 각각 42%, 37%,

장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모아져 가격에 반영된다고 본다.

21%를 득표했을 경우 선거 후에 각 후보의 주식 가치를 한 주당 42,

이러한 시장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예측에 사용하는 것

37, 21센트와 교환해준다.

이 바로 예측시장이다.

위 두 가지 방식에서는 모든 주식을 합쳤을 때 반드시 그 가치 합이
정확히 1달러가 된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IEM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1달러를 내면 모든 후보의 주식 하나씩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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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묶음 하나로 바꿔준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신의 주

것이다. 설령 이익보다 후보 선호를 중시하는 거래자가 존재한다

식을 팔기도 하고 다른 이가 가진 주식을 사기도 하는데, 여기부터

할지라도 그러한 비경제적 거래는 이익을 중시하는 거래자에 의해

시장의 거래되는 방식은 실제 주식 시장과 동일하다.

흡수되고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하지만 가격추이는 WTA와 VS방식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가게 된다. 이 역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차이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WTA방식의 경

작동방식이다.

우 유력한 후보의 주식 가치는 1달러에 가까워지며 나머지 후보의

그렇다면 예측시장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방법과 비교했을 때 얼마

주식 가치는 0달러에 가까워지는 반면, VS 방식의 경우 각 후보의 예

나 정확할까?

상되는 득표율에 수렴한다. VS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WTA 방식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예측시장의 예측력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대한 간단한 사고 실험 하나를

논쟁 중인 주제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예측시장을 비교했을 때,

떠올리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전을 딱 한 번 던지고 어

예측시장은 여론조사보다 더 나은 예측결과를 보여줬다는 연구

떤 면이 위를 바라보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WTA방식의 주식시장

가 많다. 주제가 논쟁적인 이유는 단기 예측의 정확도 차이가 크지

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참가자들은 동전을 던진 뒤 떨어지

않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EM에서 실시했

는 순간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관찰하고 있다고 생

던 964건의 정치예측시장에서 선거일 직전(5일 전) 여론조사의 오

각해보자. 한동안은 동전의 어떤 면이 위로 갈지 확실하지 않기 때

차율은 평균 1.62%포인트였고, 정치예측시장(VS 방식)의 오차율

문에 앞면, 뒷면 주식은 각각 0.5센트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은 1.11%포인트로 예측시장이 근소하게 나은 정확도를 보였다. 하

이다. 시간이 흐르면 동전의 어떤 면이 위로 갈 것인지 점점 확실해

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 예측(100일 전)에서 여론조사는 평균

지게 된다. 이것을 보고 있는 참가자들은 그 확실해져가는 면의 주

4.49%포인트, 예측시장은 평균 2.65%포인트의 오차율을 보였다

식이 최종적으로 1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

는 점은 예측시장의 예측력이 여론조사보다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하

격에 거래하려 하게 된다. 그리고 거의 결과가 확실해지게 되면 그

고 있다.2)

주식은 1달러에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WTA방식의 시장은
최종 결과가 확실해질수록 주식 가격이 1달러 아니면 0달러에 수
렴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시장은 여론조사가 가지는 근원적 문제점 한 가지를 극
복할 수 있다. 예측시장은 임의 추출(random sampling)을 고려할

예측득표율(%)
100

드시 응답자가 순수하게 무작위로 선택되어야 한다. 무작위로 선

50

정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작위로 선정되

40

지 않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정확하다.

30

장에서는 그러한 임의 추출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극단

미국 외의 선거들

70
60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예측시

미국의 다른 선거들

80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반

여론조사의 근원적 문제는 설문 응답자가 순수하게 무작위로 선택

미국 대선들

90

20
1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실제득표율(%)

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만 모아서 예측시장을 운영한다 할지
라도 이 시장에서 거래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를 한

IEM 예측시장의 대략적인 정확도
가로축은 실제 득표율, 세로축은 예측시장 (VS방식)이 선거일 전날 예측한 득표율이다.

다. 후보 A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후보 B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선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함을 의미한다.

고 판단한다면 그 거래자는 후보 B의 주식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할

출처:Berget,al.(2008)중일부발췌

2 Berg, J. E., Nelson, F. D. & Rietz, T. A. (2008), ‘Prediction market accuracy in the long run’,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4(2), 2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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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6년 대통령 선거 예측
그렇다면 IEM은 최근 있었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예측을 내놓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IEM은 대다수 주류 언론들
과 여론분석 예측과 비슷하게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예측하였다.
WTA시장에서는 힐러리(파란선) 주가가 0.973달러로 마감함으로
써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으며, 아래쪽의 VS시장에서는 0.519달
러로 마감함으로써 힐러리의 득표율이 앞설 것임을 예측했다.

값

VS 예측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80
70
60

WTA 방식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행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에

50

실패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VS 방식은 예측이 틀렸다고 단언하

40

기 어렵다.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

30

선거 결과로 트럼프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체 득표율은 트럼프

20

15-Oct-16

10-Nov-16

11-Sep-16

05-Jul-16

08-Aug-16

28-Apr-16

01-Jun-16

25-Mar-16

17-Jan-16

20-Feb-16

14-Dec-15

07-Oct-15

10-Nov-15

31-Jul-15

03-Sep-15

27-Jun-15

20-Apr-15

24-May-15

의 오차율과 비교하기 위해 양자구도로 재환산할 경우 힐러리 주식
11-Feb-15

가 45.98%, 힐러리가 48.08%로 힐러리가 앞섰다. 이를 예측시장

0
17-Mar-15

10

은 0.511달러로 평가될 것인데, VS의 마감 가격이 0.519달러였음
을 감안하면 VS 시장은 매우 정확한 예측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가 출마했던 미국 대선에서도 이와 상

날짜

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였던 바 있다.

값

WTA 예측

힐러리 클린턴

여론조사의 중요성

도널드 트럼프

100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예측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90
80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예측시장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예측시

70

장에 대한 회의론 중에는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예측시장의 별 의

60
50

미 없는 가격 변동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예측오차를 높

40

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3)

30
20

예측시장의 참가자들에게는 정보가 풍부할수록 좋으며, 가능한 한

10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정보일수록 예측력을 높이는 데 도움

날짜

10-Nov-16

04-Oct-16

27-Aug-16

20-Jun-16

12-Jun-16

05-May-16

19-Feb-16

28-Mar-16

12-Jan-16

28-Oct-15

05-Dec-15

20-Sep-15

13-Aug-15

06-Jul-15

21-Apr-15

29-May-15

04-Feb-15

14-Mar-15

20-Nov-14

28-Dec-14

0

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
가 바로 여론조사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
는 데에 익숙하다. 이러한 이유로 예측시장은 여론조사가 없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측시장은 독립적인 예측 방식

IEM의 2016년 대선 예측시장 주가 추이

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공표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취합하고

출처:IEM홈페이지http://tippie.biz.uiowa.edu/iem/markets/Pres16.html

종합하는 성격의 예측장치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Manski, C. F. (2006), ‘Interpreting the predictions of prediction markets’, Economics Letters 91(3), 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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