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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

이라고 점치는 전문가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는 별 이론의

분위기다.

여지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은 당

이러한 예측치와 분석들은 그간의 보궐선거 결

연히 하원의원 선거결과를 예측하는데 쏠려 있

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를 근거로 민

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중간선거 예상치를 내

주당의 압승을 점치던 몇 달 전 분위기와는 사

놓고 있는데, CBS/YouGov는 민주당이 하원에

뭇 다른 것이며, 이번 중간선거가 상당한 혼전

서 과반보다 8석 많은 226석을 차지하고 공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사실 그동

당은 209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

안 미국 주류언론이 밀었던 ‘민주당 압승론(이른

대통령선거 예측으로 명성을 얻은 통계전문가

바 거대한 파란 물결, big blue wave)’은 그 주

네이트 실버(Nate Silver)가 운영하는 예측전문

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세종논평

웹사이트인 ‘FiveThirtyEight’에 따르면, 지난 10

2018-40 참조).

월 29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234석, 공화

혼전 양상을 띠는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는 결국

당은 20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전

양당 지지자의 투표율(voter turnout)에 의해 결

문 웹사이트인 ‘RealClearPolitics’는 민주당 우

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 투표율은 평

세 지역구 205, 공화당 우세 지역구 201, 경합

균 4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심

지역구 29곳으로 집계하여 민주당이 간신히 하

보다는 실제로 투표를 할 사람들의 의중이 중요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회 전

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문지 ‘The Hill’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

율이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

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턴포스트와 ABC가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CBS/YouGov

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유권자(registered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voters) 가운데 이번 선거에 꼭 투표를 하겠다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비율이 76%에 달하여 2010년의 70% 그리고

60%에서 54%로 내려간 반면에 공화당이 하원

2014년 65%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

까지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다. 민주당 지지자 중 적극 투표 의사는 4년 전

응답은 34%에서 41%로 올라갔다. 이는 선거가

63%에서 81%로 18%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고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는 75%에서 79%로

있음을 보여준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4%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더구나 이번에는

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소위 ‘샤이 트럼프(shy Trump)’ 지지자 현상이

수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선거일이 다가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에 따라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석권할 것

번 대선 때와는 달리 공화당 하원후보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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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여론조사기관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기

집중하고 외교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경향

때문이다.

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정확한 것이라면, 비록 전체

고 해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크게 제동을 걸

적인 미국 여론은 공화·민주 양당을 비슷하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 2년

지지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과 적

동안 공화당 지배의 하원이 트럼프의 대북정책

극 투표 의사에 따라 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에 크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었다.

승리하여 223~228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가

다만 민주당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

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민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소위 트럼

주당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가

도 않는다. 트럼프 자신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

된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원의원으로 선

어서 시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이미 페이스

출되는데 성공하느냐이다. 이들이 대거 당선된

조절을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론을 표방

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트럼프에게 큰 힘

하는 민주당과 크게 부딪칠 일도 없어 보인다.

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아웃사이더’로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미 비핵

서 공화당 내 정치적·인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

화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

태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하였다. 많은 공화당 의

는 중간선거의 결과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들이 트럼프에 반발하였고, 대표적으로 ‘오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케어(Obama Care)’라고 불리는 미국 의료보
험 개혁법(공식명칭: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
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 사전투표율은 예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양당 지지
자 모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공화

Act) 개정과 같은 주요 입법안이 일부 공화당

당 지지자가 더 많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반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는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것은

적극적인 선거유세 지원으로 공화당 예비선거에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공화당에게 유리한 징조로

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대거 당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켜 공화당 내 물갈이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는
데, 이들이 의회 진출에도 성공한다면 의회 내
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친위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힘
을 잃어 북·미 협상이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다
고 보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전
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석가들도 있었
다. 하지만 중간선거가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
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교
는 대통령의 영역이고, 특히 하원은 국내문제에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commentary@sejong.org
『세종논평』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