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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적합도 안철수 38%문재인에 2배이상앞서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현역 국회의

원에대한재지지도는 289%에불과한반

면교체를희망하는비율은과반인 512%

나되는것으로조사돼현역국회의원들에

게경종을울렸다

현재의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면현의원에게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289%는 현 의원에게 투표

한다고 512%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다고각각답했다 199%는 잘모르겠다

고 응답했다 공천 과정에서 인위적 교체

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역 의

원에 대한 재지지율마저 낮게 나와 올 총

선에서현역교체비율은어느총선때보다

높아질것이란전망을가능하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교체 희망 비율이

570%로 전남(470%)보다 상대적으로 높

았다 전남은 328% 광주는 235%만이

각각 현역 의원에 재지지 의향을 보였다

표본수가작아큰의미를둘수는없으나

세부적으로 교체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679%의광주광산구였고광주남구

(629%)동구(585%)가 뒤를 이었다 현

역 의원 재지지도가 가장 낮은 곳은 광주

동구(172%)와 북구(187%)였다 반면 광

주근교권(364%)서남권(348%)동남권

(335%)은 현역 의원 재지지율이 상대적

으로높았다 그런데 교체 희망비율이 가

장높은광주광산구는현역재지지율(28

9%)도 광주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

다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

에 불과했다 광주 남구도교체희망비율

(629%)과 현역 재지지율(260%) 모두 상

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현역 교체 비율

은 남성(558%)이 여성(468%)보다 높았

다 여성은 251%가 남성은 146%만은

잘모르겠다고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폈을 때 30대에서 678%

로 교체희망비율이가장높았고 50대(55

1%)가 뒤를 이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재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418%로가장높

았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내년총선을앞두고야권연대추진필요

성에대해선광주전남지역유권자599%

가 필요하다고판단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를추진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

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99%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노선과 정책이 다른 만큼 야권연대는 필

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71%였다 응

답자 130%는 잘모르겠다고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야권연대추진 필요

성비율이 630%로광주 557%보다 73%

P 높았다 필요없다는 질문에 대해선 광

주가 326%로 전남 230%보다 96%P 높

은것으로조사됐다

세부적으론 광주 광산구의 야권연대 추

진필요성비율이 668%로가장높은반면

북구는 426%로가장낮았다 성별로는여

성이남성보다야권연대추진필요성에대

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야권연

대 추진필요성비율은 605%였으며 남성

은593%로분석됐다이종행기자 golee@

총선정당지지도에서는아직탄생하지도않은 안철수

신당이 419%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은 294%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52%로 뒤를 이

었다정의당은49% 새누리당은48% 박주선신당은

15%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은 05%에 머물렀

다기타정당은40% 지지정당없음은 78%였다

내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어느정당후보를지지하

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현재

창당이추진되고있는야권신당을지지하는것으로조

사돼야권재편이힘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반면 현

재 호남에서제1당인더불어민주당은제 2당으로추락

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신당 사이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천정배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가창당을추진하는신당의지지도는저조한것으로나

타났다

지역별로는 안철수 신당의 경우 광주에서 453%로

전남(393%)보다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을보였다 신

당바람이광주에서시작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수

치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에서도 광산구(51

4%)남구(503%)가상대적으로높았지만동구(301%)

는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안철수 신당은 323%(20대

이하)→ 366%(30대)→ 398%(40대)→ 479%(50대)→

482%(60대 이상)로 고령층으로갈수록상대적으로높

은지지율을기록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 541%→ 38

2%→ 272%→ 174%→ 189%로 연령층이 높아질수

록지지율은낮아지는양상을보였다

성별로 분석할 경우 안철수 신당은 남성(469%)으

로부터여성(370%)보다 더불어민주당은여성(344%)

으로부터남성(242%)보다 각각 상대적으로높은지지

도를얻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의원이 차기대통령 적합도에서도 더

불어민주당문재인대표에두배이상의지지를받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제 1 야당의 수장인 문대표는

박원순서울시장에도뒤져 3위를차지하는데그쳤다

차기대통령으로누가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느냐

는물음에대해안의원을선택한응답자는 375%로선

두였으며박원순서울시장지지자는 224%로 2위를차

지했다 문대표지지자는 173%로안의원의절반에도

못미쳤다 새누리당김무성대표응답자는 67%였다

안 의원 지지도는 지역별로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높

아 400%였으나 전남은 357%였다 문 대표 지지율도

광주에서 199%로전남 156%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반면박시장지지도는전남이 242%로높았다

연령대별로살폈을때안의원지지도는 50대이상에

서 문 대표는 30대 이하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의원은 50대에서 424% 60대이상에서 402%의높

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20대 이하에서는 345% 30대

349% 40대 338%를 각각 기록했다 문 대표의 경우

20대 이하에서 261% 30대에서 281%의 지지율을 얻

었으나 40대 187% 50대 114% 60대 이상은 85%로

고령층으로갈수록낮은지지율을보였다

성별로 안 의원 지지도는 남자쪽에서 박 시장과 문

대표는 여자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의 경우

안의원 박시장 문대표가 441% 198% 140%의지

지율을 여자의 경우 안 의원 박 시장 문 대표가 31

0% 249% 205%의지지율을각각기록했다

한편 이번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10여명

내외의후보를조사하는데따른혼란과사표를방지하

기위해 그동안각종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유지했던

후보만을 조사대상으로선택했다 /최권일기자cki@

총선정당지지도

차기대통령적합도
총선야권연대필요성

현역국회의원재지지

안철수의원

박원순현서울시장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표

김무성새누리당대표

없음잘모름

375

224

173

67

161

차기대통령적합도 단위%현역의원지지여부

현의원에
투표
289

다른후보에
투표
512

잘모름
199

단위%

내년총선야권연대필요성

필요
599

불필요
271

잘모름
130

단위%

박원순 224% 2위문재인 173% 3위김무성 67% 4위

야권신당에밀린더불어민주당호남서제2당 추락가능성

광주일보 2016년신년기획정치현안여론조사는오

는 4월13일 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야권의분열 신당

출현등급변하는정치상황에대한광주전남지역민들

의여론을살펴보기위한것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의뢰해실시했다

조사는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에거주하고있는만 19세이상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유무선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 유선 응답은 80% 무선

응답은 20%였다

조사표본 추출은 광주전남지역의 성 연령별 지역

(구군)별 유권자구성비에기반한비례할당추출후무

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 유무선 전화 임의전화걸

기(RDD)방식을활용했다

선정된 표본은 광주 436명 전남 624명이었으며 통

계보정은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2015년 10월행

정자치부발표주민등록인구기준)를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내에 ±3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5%였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필요 없다 광주 33%전남 23%

安 중장년층남성

文 젊은층여성들선호

여론조사어떻게했나

광주 436명 전남 624명 표본

유무선전화자동응답조사

광주 광산구 68% 바꿔열풍거세

60대 이상은현역의원지지 42%로 높아

413 총선 호남의선택

대한민국 미래 바꾼다

광주일보리얼미터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