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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민심대해부

선택 4132016년 2월 5일 금요일

국민의당더민주 149%P 差한달새 24%P 더벌어져

야권지형이 재편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절반가량은국민의당이더민주당

에 비해 호남민심을 더 잘 대변할 것이라

고답했다 더민주당과국민의당중앞으

로어느당이호남민심을더잘대변할것

으로보이느냐는 질문에 489%가 국민의

당을꼽았다

더민주당은 261%였고 두 당이 비슷

할것이라는응답률은 126%였다 124%

는 잘모르겠다고답했다

지역별로는 전남(517%)이 광주(45

2%)보다국민의당에대한선호도가더높

았고 더민주당은 광주(272%)에서 전남

(253%)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28%)와 60세 이상

(627%) 40대(472%) 30대(403%) 순으

로국민의당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높았

다 반면 19세29세에서는 국민의당(21

1%) 보다더민주당(337%)에대한희망을

더갖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광주

광산구는 국민의당 396% 더민주당 32

1%로조사돼다른지역에비해큰격차가

없었다 성별로는남성(577%)이 여성(40

3%)에 비해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컸

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안철수의원이추진한국민의당과천정

배박주선 의원이 추진했던 신당과의 통

합을 묻는 질문에 522%가 잘했다고 답

변했다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률은 24

7%였으며 잘모르겠다는 231%였다

지역별로는 전남(532%)이 광주(50

9%) 보다 통합을 잘했다는 답변이 높

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장년층고령

층에서 통합을 잘했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젊은층으로 갈수록 잘못했다는 답

변이더많았다

통합을 잘했다는 답변은 50대(678%)

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643%) 40대

(492%) 30대(437%) 19세29세(26

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07%)이

여성(439%)에 비해 통합을 잘했다는 응

답이높았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오는 413 총선정당지지도에서는지

난 2일창당한국민의당이429%로선두

를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280%로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새누리당이 90% 정의당 28% 순이었

다 기타 정당은 44% 무응답층은 12

9%였다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지지율

차이는 149%포인트였다

오는 4월에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

느냐는질문에대해 10명중 4명이상의

유권자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대로라면 현재

호남에서제1당인더민주당이제2당으로

추락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

앞서 광주일보가 지난해 12월2829

일 이틀동안 같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

미터에의뢰해조사한신년여론조사결

과는 안철수 신당이 419% 새정치민주

연합(더민주)가 294%였다

최근 한달 사이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의격차는 125%포인트차이에서 149%

포인트차이로더벌어진셈이다

더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선대위를 꾸리고 인재영입이

이어지면서지지율이더오를것으로예

상됐지만 한달 사이 큰 변동은 없었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창당에 따른 컨

벤션효과가조금나타난것으로분석된

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41

4% 더민주당이 297%로 1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남에서는 국민의당이

440% 더민주당이 268%로 국민의당

이 172%포인트를 앞섰다 국민의당 지

지율이광주에비해전남이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본보조사결과에서는국민

의당 지지율이 광주가 453%로 전남

(393%)에비해높았던점으로미뤄볼때

광주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주춤해진

반면전남의지지율이높아진것으로분

석된다

더민주당의 경우 광주에서는 지난 조

사결과(292%)에비해 05%포인트소폭

상승한반면 전남에서는 295%에서 26

8%로 27%포인트떨어졌다

새누리당은 광주에서 79% 전남에서

98%의지지율을얻었으며정의당은광

주에서 20% 전남에서 33%의 지지율

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무응답층이지난조사에비해많

이증가했다는점이다

지지정당 없음잘 모름 이라는 응답

률은129%로 지난조사결과78%에비

해 51%포인트높아졌다

특히 광주의 무응답층은 154%로 전

남(111%)에비해높았다

세부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광산구

에서더민주당이 405%로 국민의당(37

0%)을 앞섰을 뿐 모든 자치구에서 국민

의당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포

인트차이로더민주당을앞섰다

전남에서는 동북권(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지역에서만 더민주당이

403%로 국민의당(304%)에앞섰다

연령대별로는 국민의당이 1929세

(196%)→30대(370%)→40대(416%)→

50대(551%) 순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은 532%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국민

의당지지율이높아진것을볼수있다

더민주당은 1929세(405%)에서 30

대(290%) 40대(336%) 50대(213%)

60대이상(204%)으로조사됐다 젊은층

에서는높은지지를보이지만 고령층으

로갈수록지지율은떨어졌다

성별로 분석할 경우 국민의당은 여성

(356%)보다 남성(504%)이 더민주당

은 남성(238%)보다 여성(321%)의 지

지가높았다 최권일기자cki@

광주전남지역민 10명중 5명 이상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권이 분열됐지만 야권의 총

선 승리를 위해서는 선거연대가 필요하

다는여론이높은것으로보인다

4월총선에서더민주당과국민의당야

권이후보단일화등선거연대를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28%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없

다는 305% 잘모르겠다는 167%였다

잘모르겠다는167%로조사됐다

광주와전남지역모든지역에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0%이상을

웃돌았다 특히 광주 근교권(나주시화

순군영광군담양군장성군함평군)

과전남동북권(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에서 각각 617% 611%로 가장

높은응답률이나왔다 정당지지층에서

는정의당(778%)과 더민주당(659%)의

지지층에서 야권연대 필요성이 높게 나

타났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529%

가야권연대가필요하다고답했다

현역의원지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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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
522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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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지지도광주 414% 전남 440%

무응답 129%로 한달전보다 51%P 증가

총선정당지지도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현역 국회의

원에대한재지지도는 247%에불과한반

면 후보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은 과반인

515%나되는것으로조사돼현역국회의

원들에게경종을울렸다

현재의국회의원이 4월총선에다시출

마한다면현의원에게투표하겠느냐는질

문에 대해 247%는 현 의원에게 투표한

다고 515%는 다른 후보에게투표한다

고각각답했다

238%는 잘모르겠다고응답했다

공천과정에서인위적교체도상당할것

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역 의원에 대한 재

지지율마저 낮게 나와 올 총선에서 현역

교체비율은어느총선때보다높아질것이

란 전망을 가능하게 했다 지역별로는 전

남의교체희망비율이 551%로 광주(46

5%)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광주는 249% 전남은 245%만이 각각

현역의원에재지지의향을보였다

앞서 광주일보가 지난해 12월2829일

이틀동안 같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에의뢰해조사한신년여론조사결과에서

는현의원투표응답률이 289% 후보 교

체희망비율이 512%였다

이번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현역

재지지도가한달사이 42%포인트높아졌

다 반면 무응답층이지난조사에비해 2

9%포인트 높아져 부동층이 늘어난 것으

로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폈을 때 40대에서 580%

로교체희망비율이가장높았고 50대(54

4%)와 60대(500%)가뒤를이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전남현역교체요구광주보다 9%P 높아

재지지율도 25%도 안돼물갈이바람거셀듯

야권연대필요성 10명중 5명 이상 총선승리위해연대

현역의원재지지여부

신당통합시각은? 52% 잘했다 25% 잘 못했다

호남민심대변할정당은?

5060대 이상 63%가국민의당꼽아

호남민심대변할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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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름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