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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美 의회 중간선거 결과와 관전포인트

◈ 11.8(목),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 개최

◈ 상원 선거는 초박빙, 하원 선거는 공화당 승리 유력시

◈ 의회 內 다수당 교체에 따른 미국의 정책 수정 가능성에 촉각

◈ 대통령 지지율, 진보 유권자 결집, 경제 향배, 트럼프 효과, 선거구 획정 등이 주요 변수 

Ⅰ.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개요

□ 118대 미국 연방의회 구성을 위한 중간선거가 11월 8일(화) 전국 개최

◦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 정원 100명 중 35명 의원을 새로 선출

- 총 36개 주(州)와 3개의 미국령에서 주지사 선거 동시 개최 예정   

□ 중간선거 이후 야당인 공화당의 의회 권력 탈환 여부에 관심 집중

◦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박빙으로 다수당 지위 유지 중

- (하원)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1석, 공석 4개로 민주당 다수당 지위 (8.12 기준)

- (상원) 민주당 50석(민주 성향 무소속 2명 포함), 공화당 50석으로 동률

* 상원의장 격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 다수당 역할

< 하원 의석 분포(정당별) > < 상원 의석 분포(정당별) >
민주당(220) / 공화당(211) / 공석(4) 민주당(48) / 무소속 (2)(민주 성향) / 공화당(50)

[자료] 미국 의회 홈페이지 [자료] 미국 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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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0개 주 지사 소속 정당은 공화 28곳, 민주 22곳으로 공화당 우세

-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총 36개 주에서 신임 주지사 선출, 이 중에서 현직

주지사의 소속 정당 분포는 공화당, 민주당 각각 20개, 16개로 집계

□ 향후 선거 일정

◦ 3월 1일 텍사스주 경선(프라이머리)을 시작으로 현재 46개 주가 정당별 

후보 선출 완료, 9월 13일까지 매사추세츠 등 4개 주의 경선 마무리

- 11.8 열리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1.3에 118대 연방의회 공식 출범

< 향후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일정 (8.29 현재) >

일 정 내 용 비 고

9.06 (화) 매사추세츠주 프라이머리 정당등록 또는 미등록자 투표 가능

9.13 (화)
델라웨어 프라이머리 정당등록 유권자만 투표 가능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정당등록 유권자만 투표 가능

로드아일랜드 프라이머리 정당등록 유권자만 투표 가능

11.08 (화) 중간선거 시행

2023.1.03 (화) 118대 의회 개원

[자료] CNN 

Ⅱ. 주요 기관의 선거 결과 전망

□ (상원) 주요 선거 예측기관들은 상원 선거를 초박빙 승부로 분석 (8.24 기준)

◦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총 35개 의석 중에서 현직 의원이 공화당 소속인

의석은 21개, 민주당 소속인 의석은 14개

◦ 현재 여론조사 종합 기준, 민주당 우세지역 13개, 공화당 우세 20개, 경합 

지역 2개로 집계 ⇒ 전체 민주당 49 : 공화당 49 : 경합 2로 분석 

-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상 5개 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

※ 동 집계는 270 to Win이 5개 선거 분석 기관(Sabato's Crystal Ball, The Cook
Political Report, Inside Elections, Split Ticket, FiveThirtyEight) 전망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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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원 선거 전망(기관별) > < 2022년 상원 선거 전망(종합) >
선거분석 기관 민주 공화 경합

Crystal Ball 47 49 4

Cook Political 48 48 4

Inside Elections 47 50 3

FiveThirtyEight 50 49 1

Fox News 46 49 5

Split Ticket 49 48 3

Elections Daily 47 49 4

CNalysis 47 49 4

Politico 2022 47 48 5
[자료] 207toWin [자료] 207toWin

□ (하원)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 유력시

◦ 전국 435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약진 예상

- 8.24 현재 기준, 공화당 우세지역 220개, 민주당 우세지역 201개, 경합

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14개로서 공화당 승리 전망 지배적

◦ ’20년 인구통계 조사에 따른 선거구 획정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달라진

선거구가 의회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촉각

< 2022년 하원 선거 전망(기관별) > < 2022년 하원 선거 전망(종합) >

선거분석 기관 민주 공화 경합

Crystal Ball 191 217 27

Cook Political 188 214 33

Inside Elections 205 213 17

FiveThirtyEight 202 222 11

Fox News 187 220 28

Split Ticket 187 220 28

Elections Daily 190 219 26

[자료] 207toWin [자료] 207to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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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총 36개 주에서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6개, 17개 주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

◦ 애리조나, 캔자스, 위스콘신 등 주에서 양당 간 박빙 승부 중

-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14개 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22명, 공화당 주지사는 25명, 경합 3개 주로 예상

< 2022년 주지사 소속정당 전망(기관별) > < 2022년 주지사 선거 전망(종합) >
선거분석 기관 민주 공화 박빙

Crystal Ball 20 25 5
Cook Political 21 25 4

Inside Elections 22 25 3
FiveThirtyEight 23 25 2

Fox News 19 24 7
Split Ticket 21 26 3

Elections Daily 19 26 5
CNalysis 20 27 3

Politico 2022 21 24 5
[자료] 207toWin [자료] 207toWin

Ⅲ. 관전 포인트

□ 최근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 회복세로 전환

◦ 8.28 기준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42.3% 기록 (FiveThirtyEight 여론조사 종합)

- 7월 30% 후반대 지지율에서 회복세, 역대 대통령 지지율 수준 근접

<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취임 586일 차) > < 역대 대통령 지지율 비교(취임 586일 차) >

[자료] FiveThirtyEight [자료] FiveThirty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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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는 연이은 경제 관련 중대 입법* 성공과 유가 내림세 속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 정부․여당은 선거 전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 예상

* 반도체․과학 법(8.9 입법), 인플레이션 감축 법 (8.16 입법)

- 최근 공표된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진보적 정책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 주목

□ 전통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중간선거 

◦ 역대 거의 모든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

- 1946년 이후 19번의 중간선거에서 오직 2차례(2002년, 1998년)*를 제외

하고 하원 內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석수 감소 

* (2002) 9.11 직후 부시 정부 당시 / (1998) 클린턴 대통령 탄핵 역풍

- 상원의 경우 과거 19번 중간선거 중 13차례에서 여당의 의석수 감소

< 역대 중간선거 시 집권당 상․하원 의석수 변화 >
연도 집권당 하원 의석 상원 의석 연도 집권당 하원 의석 상원 의석

2018 공화당 -40 +2 1978 민주당 -11 -3
2014 민주당 -13 -9 1974 공화당 -43 -4
2010 민주당 -63 -6 1970 공화당 -9 +1
2006 공화당 -30 -6 1966 민주당 -47 -3
2002 공화당 +6 +2 1962 민주당 -4 +4
1998 민주당 +5 0 1958 공화당 -47 -13
1994 민주당 -52 -8 1954 공화당 -16 -2
1990 공화당 -9 -1 1950 민주당 -27 -5
1986 공화당 -5 -8 1946 민주당 -53 -11
1982 공화당 -27 0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 등

◦ 불리한 선거 구도 속에 민주당은 하원 의석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 의회 권력 균형을 목표 삼을 것으로 분석

□ ‘여전히 문제는 경제다’

◦ 등록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대 이슈로 ‘경제’를 

꼽은 응답자가 77%로 가장 높게 조사됨. (Pew Research 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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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총기 규제(62%), 폭력 범죄(60%), 보건(60%), 선거개혁(59%), 교육

(58%), 낙태(56%), 에너지 정책(53%), 이민(48%), 외교(45%) 등 순

◦ 3분기 GDP 성장, 소비자 물가 등 경제 지표와 연준 금리 인상 정책에 따른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이 선거 결과에 중대 영향 예상    

□ 주요 정치적 의제를 두고 진보 성향 유권자 결집 가능성에 주목

◦ 대법원 낙태 금지 합헌 판결에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 가능성 제기

- 민주당 지지 유권자 중 ‘낙태’를 중간선거의 중요 이슈로 꼽은 응답은 지난 

3월 조사 46%(대법원판결 전)에서 8월 71%까지 급증

◦ 진보 유권자 의제인 총기 규제, 대법관 임명 등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층을 결집할 이슈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

< 중간선거 이슈별 유권자 표심 변화 > < 정당 지지자별 투자 참여 의사 변화 >

[자료] Pew Research (8.1~14 설문조사) [자료] Morning Consult (4~8월 설문조사 종합) 

□ 트럼프 효과로 인한 공화당 이해득실 해석 분분

◦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前 대통령이 지지 선언한 총 235명 중에서

92%(183명)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 트럼프의 후광효과 입증

-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중 2명만 이번 중간선거

에서 후보 선출, 나머지는 의원들은 경선 패배 또는 정계 은퇴 등 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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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지도부는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선거’로 프레임 되는 것에 경계

- 백악관 자료 반출, 탈세 스캔들 등 트럼프 사법 리스크의 선거 악영향 우려

◦ 트럼프 지지로 후보가 된 일부 공화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 논란 제기

- 일부 공화당 후보들의 경험․자질 부족, 과거 발언 등이 노출되면서,

본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을 민주당에 뺏길 수 있다는 경각심 고조

□ 선거구 획정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

◦ ’20년 인구통계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 후 최초로 치러지는 선거

* 미국은 10년 주기 인구통계(센서스) 조사 시행, 인구 증감과 이동을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

◦ 주별 배정된 하원 의석수 변화로 다소 공화당에 유리한 지형 형성

-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 몬테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의석 증가, 반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민주당 강세 지역 의석 감소

* 캘리포니아(-1), 콜로라도(+1), 플로리다(+1), 일리노이(-1), 미시간(-1), 몬테나(+1), 노스케롤라
이나(+1), 뉴욕(-1), 오하이오(-1), 오레곤(+1), 펜실베이니아(-1), 텍사스(+2), 웨스트버지니아(-1)

- 하원 435개 선거구 중에서 바이든 우세 선거구는 1개 증가했으며,

트럼프 우세 선거구는 10개 증가한 것으로 분석* (Politico, 6.9)

* 신규 선거구별 ’20년 대선 당시 바이든․트럼프 득표율에 근거해 분석

< ’22년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
선거구 조정 전 (2020) 선거구 조정 후 (2022)

[자료] Politico [자료] Politico

[자료] 폴리티코, 270toWin, FiveThirtyEight, 워싱턴포스트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