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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내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지원하는 후보들이 쉽게 당선될 것임을 주장하였

8월 7일에는 오하이주 연방하원 제12선거구를 새

다. Fox News도 “A Giant Red Wave (공화당 압

롭게 대표할 하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다.

승)”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번 보궐 선거가 최

이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로이 발더슨 후보는

근 상승중인 트럼프와 공화당의 인기를 반영하는

50.2%의 득표율을 그리고 민주당의 대니 오코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후보는 49.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화당의 발
더슨 공화당 후보가 0.9% 차이의 신승을 거두었

이렇게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민주·공화 양진영이

다.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번 보
궐선거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2016년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도널드 트럼

쉽지 않다.

프후보가 힐러리 클린턴후보보다 11% 더 높은 득

먼저 해당 선거구가 공화당의 텃밭인 선거구인가

표율을 기록하였고 하원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오하이오주 제12선거구는 농

민주당 후보보다 37%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촌지역으로 분명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지난 수십

점때문에 이번 오하이오주 보궐선거결과를 공화당

년간 공화당 의원이 이 지역구를 대표한 것도 사

의 사실상의 패배로 보는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실이다. 하지만 2016년 공화당 후보가 보여준

(예를 들어“美 공화당, ‘텃밭’ 오하이오서 초접전

37%의 우위는 당시 공화당 후보가 인기가 많았던

끝 승리…“불길한 신호”“ 라는 조선일보의 기사 ).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재선율이 50%를 오락

이러한 기사들은 공화당의 텃밭인 지역구에서도

가락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현역하원

공화당 후보가 신승할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 공화

의원의 재선율 90%가 넘고 현역 의원이 30~40%

당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11월에 있을 중간

의 차이로 이기는 것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현역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a Democratic wave or a

프리미엄이 큰 나라이다. 따라서 2016년 선거에서

Blue wave)할 것이라는 예측을 또한 제기하고 있

공화당 하원후보가 37%를 더 얻었다고해서 해당

다.

지역구가 한국의 광주나 대구와 같은 지역으로 해
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역구 당파성을 측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로이 발더슨을 위해 오하

하는 공신력있는 Cook PVI 점수를 보면 해당 지역

이오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사전 투표에서

구가 공화당 +7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각종 선거

64대 36으로 졌지만, 토요일(8월 4일) 밤 내가 지

에서 공화당 후보가 평균적으로 7%정도 더 득표

원 연설을 한 뒤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발더슨은

하는 지역구라는 의미로 해당 지역구가 공화당 약

11월에도 크게 이길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영

우세지역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무명후보가 맞

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번 미국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붙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1%차이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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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고 해서 이를 공화당이 자신의 텃밭에서

이에 비해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오코너 후보는

조차 크게 인기를 잃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은 무

40.9%의 득표율로 16.8%를 기록한 자크 스코트

리이다.

후보를 손쉽게 눌렀다.

덧붙여, NBC Meet the Press프로그램의 척 토드
가 언급했듯이 해당 지역구는 오하이오주의 수도

다만 이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화당 후보의

인 콜롬버스시의 급속한 팽창때문에 지난 2년동안

지지율이 예년에 비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도시로부터 상당한 인구유입이 있었던 지역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즉 도시로 출퇴근하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

율이 예년보다 높게 나왔다. 만약 이러한 투표율이

들이 지난 2년간 상당수 유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반트럼프 정서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추세가 중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수세는 인구구성 재조정

간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하원다수당으로

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12선

등극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보궐선

거구 내 각 카운티별 선거결과가 이러한 추측을

거에서도 확인되었드싱 공화당의 지지층이 여전히

뒷받침한다. 지역구내 농촌지역과 도시인근 지역은

견고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승을 점치는 시나

뚜렷하게 투표성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오코너는 콜롬버스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플랭클린 카운티에서만 승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이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

번 보궐선거에서 트럼프의 현지 방문이 발더슨의

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

득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으로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같은 날

미시

간, 캔자스, 미주리 등에서 치뤄진 공화당 예비선
카운티
Franklin
Delaware
Licking
Richland
Muskingum
Morrow
Marion

볼더슨
24,829
31,750
23,470
7,585
7,774
5,145
1,219

오코너
46,733
26,874
14,813
5,240
3,842
2,144
562

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모두 승리하였

맨칙
317
226
292
106
103
66
19

다는 것이다. 이들 후보들은 트럼프 정책을 절대적
으로 지지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승리하였다는 사
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내 기반이 더 탄탄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점치는
중간선거 패배이후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인
한 트럼프 행정부 조기 레임덕 시나리오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 후보가 약한 후보였다는 점 역시 이번 보
궐선거결과의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게 만든다. 두
후보의 개인적 자질과 명성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
은 없으나 볼더슨 후보가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2
위인 멜라니 레니건에게

불과 121표차(19,282표

對 19,161표)의 신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볼더슨이
그리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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