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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광주지역 각 당의 출마자들

이 최대 30% 안팎의 부동층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마련에공을들이고있다 이들

부동층의향배야말로초박빙승부가예상

되는 지역구는 물론 각 당의 지지세 외연

확산에 필요충분조건이기때문이다

KBC 광주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

달2일까지 4일간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

면광주지역에서지지후보를정하지못하

거나의견을유보한부동층은최대 303%

다 지역구별로는▲동갑갑221%▲동남

을 192% ▲서구 갑 253% ▲서구 을 15

9% ▲북구 갑 237% ▲북구 을 303% ▲

광산갑 209% ▲광산을 165% 등이다

특히 광주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최대 797%(동남 을)에 불과했

다 적극적 투표 의향유권자가 사실상 많

지않다는얘기다 이처럼각당후보어느

쪽에대해서도지지의사를확실하게밝히

지 않고 있는 부동층이 형성되고 있는 가

운데 각 당과 출마자들은 부동층 표심잡

기에사력을다하고있다

특히 각당과출마자들은정치에관심은

있지만비판적성향이강해부동층이상대

적으로 두텁게 형성된 3040대 유권자들

을대상으로효율적인공략을위한맞춤형

전략을마련하는데사활을걸고있다또경

제에 민감한 3040대 부동층에게 집권여

당의정책비전을앞세워경기회생에대한

기대감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각 당은 지지율 회복과 사안별 야권 후

보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부동층의

향배가결정될것으로보고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부동층최대 30%승패가를변수로

야당분열로늘어당출마자들맞춤공략고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간 대결

구도가예상되는광주지역각선거구는연

령별로지지정당이극명하게엇갈렸다 이

는 세대 간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형성된

셈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어느 정당

이 해당 지지층을 투표장에 더 많이 끌어

내느냐가최대관건이됐다

KBC 광주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

달2일까지4일간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

면 연령별 후보 지지도를 보면 주로 20

30대는 더민주를 5060대는 국민의당

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남을국회의원후보지지도에서더민

주 이병훈 후보 연령별 지지층을 보면 ▲

30대(442%) ▲20대(374%) ▲40대(29

1%) ▲50대(291%) ▲60대(230%) 등 순

이다

국민의당박주선후보연령별지지층을

보면 ▲60대(547%) ▲50대(526%) ▲40

대(395%) ▲20대(305%) ▲30대(289%)

등의 순이다 이 같은 현상은광주지역전

지역구에서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다만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

를 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을 보면 5060

대의경우 7080%대를기록한반면20대

는 5060%에불과한것으로파악됐다

양당지지후보의연령대가다른점을감

안하면 더민주에선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많이이끌어내느냐가최대변수가

된 셈이다 특히 젊은층의경우 표심전파

력이어느계층에비해급속히진행된다는

점에서청년층을대상으로한공약을어떤

식으로제시할것인지도변수중하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30대 더민주 50대 이상국민의당

세대별연령대별지지층갈려청년층투표율촉각

7곳우세국민의당쏠림가속34곳오차범위접전

413 총선이 중반으로접어든가운데

지역 방송사의 광주지역 총선후보 지지

도 조사 결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

서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를 점했다 각

방송사에따라 34곳은오차범위내에

서접전을벌이는것으로나타났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미디어리서치

에의뢰해지난 4일 발표한여론조사결

과에따르면후보지지도조사결과광산

을을 제외한 광주 7개 선거구에서 국민

의당후보가앞선것으로조사됐다

전현직매치가벌어지고있는광산

을에서만더민주이용섭(391%) 후보가

현역의원인국민의당권은희(361%) 후

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또한 현역 없이 원외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서구갑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

(394%) 후보와 더민주 송갑석(316%)

후보가 북구을에서는 국민의당 최경환

(351%) 후보와 더민주 이형석(291%)

후보가오차범위내에서접전중인것으

로나타났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되는 서

구을에서는 5선 현역의원 국민의당 천

정배 후보가 427% 고졸 신화 양향자

후보는 290%를기록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인 박주선장병

완김동철 후보는 10% 포인트 이상 격

차로다른후보들에앞선것으로나타났

다 동남갑에서는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장병완(444%) 후보가 더민주 최진(20

9%) 후보를 20%포인트이상앞섰고옥

중출마한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111%

에그쳤다

동남을은현역의원인국민의당박주선

후보가448%로 더민주이병훈(32%) 후

보를 앞섰고 광산갑에서는 국민의당 김

동철후보가377%로 더민주이용빈(27

7%) 후보에10%포인트앞섰다

북구갑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51

1%) 후보가더민주정준호(198%) 후보

를멀찌감치따돌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사흘

간 선거구별로 유권자 500700여명을

대상으로벌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동남을 ±36% 포인트 광산을

±37%포인트 나머지 6개선거구는±

43%포인트다

KBC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

산을 더민주 이용섭(374%) 후보가 오

차범위내에서국민의당권은희(336%)

후보를앞섰을뿐 7개 선거구모두국민

의당후보가우세했다

현역의원들인동남갑장병완동남을

박주선서구을 천정배 후보는 더민주

후보를 1020% 포인트 이상 앞섰다

서구을에서는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가

457% 더민주 양향자(222%) 후보를

큰격차로따돌렸고 동남갑에서도국민

의당장병완후보가 393%로 더민주최

진(199%) 후보를크게앞섰다

동남을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

가 433%로 더민주 이병훈(312%) 후

보를제쳤다

현역의원 중에는 광산갑 김동철(35

6%) 후보가더민주이용빈(315%) 후보

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대결 가운데는 북구갑에서 국민

의당 김경진(552%) 후보가 더민주 정

준호(156%) 후보를크게앞섰다

반면 북구을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328%) 후보가 더민주 이형석(292%)

후보와 서구갑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

(349%) 후보가 더민주 송갑석(294%)

후보와오차범위내에서경합중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은 옥중출마한 동남갑

강운태후보만이 12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선거구별 500명씩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44%포

인트다

한편 연합뉴스KBS가코리아리서치

에의뢰해 4일발표한광주동남갑 동남

을선거구여론조사에따르면동남갑선

거구에서는국민의당장병완후보가 50

3%로 176%의 지지율을 얻은 더민주

최진 후보를 큰 폭으로 앞섰다 무소속

강운태후보는125%의지지를받았다

동남을에서는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박주선후보가 461%의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더민주이병훈후보가 304%

를얻었다 이번 조사는지난 13일 광

주 동남갑과 동남을 선거구 성인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

95%에표본오차±44%포인트다

위 3곳 언론사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

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

조하면된다 최권일기자cki@

국민의당안철수공동대표가5일오후의정부시제일시장에서의정부갑에출마한김경

호후보의지원유세를하다가한어린이의나이를묻고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김종인비상대책위대표가 5일오전아산을강훈식후보와함께충남아

산시진성어린이집을방문어린이들과볼풀놀이를하고있다 연합뉴스

KBSKBC 광주 8개선거구여론조사분석

천정배장병완박주선

1020%P 이상앞서

광산을이용섭권은희

391%대361% 박빙

서구갑광산갑북구을

3곳 국민의당경합우세

KBS광주

KBC

동남갑

최진

(더민주)

장병완

(국민의당)

209

191

444

394

176 503연합뉴스
KBS

KBS광주

KBC

동남을

이병훈

(더민주)

박주선

(국민의당)

320

312

448

433

304 461연합뉴스
KBS

KBS광주

KBC

서구갑

송갑석

(더민주)

송기석

(국민의당)

316

294

394

349

KBS광주

KBC

서구을

양향자

(더민주)

천정배

(국민의당)

290

222

427

457

KBS광주

KBC

북구갑

정준호

(더민주)

김경진

(국민의당)

198

156

511

552

KBS광주

KBC

북구을

이형석

(더민주)

최경환

(국민의당)

292

351

328

291

KBS광주

KBC

광산갑

이용빈

(더민주)

김동철

(국민의당)

277

315

377

356

KBS광주

KBC

광산을

이용섭

(더민주)

권은희

(국민의당)

391

374

361

336

KBS광주

KBC

232

201

280

236

334

350

동구청장

홍진태(더) 김성환(국) 양혜령(무)

 KBS광주방송총국은 13일조사 4일발표

KBC광주방송은3월30일4월2일조사 4

일발표

연합뉴스KBS는 13일조사 4일발표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원회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