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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3곳씩오차범위밖우세4곳은접전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

운데 지역 방송사가 전남 10개 선거구의

후보지지도를조사한결과더불어민주당

(더민주)과국민의당이각각 3곳에서우세

한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오차범

위 내에서 경합 중이어서 선거 결과를 예

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KBC 광주방송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10개 선거구별 유권자 500명씩을 상

대로 조사한 결과 더민주는 ▲순천(노관

규)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영

암무안신안(서삼석) 선거구에서국민의

당후보들이오차범위이상앞섰다

국민의당은현역의원이출마한▲목포

(박지원) ▲여수을(주승용) ▲고흥보성

장흥강진(황주홍) 선거구에서 오차범위

이상으로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관심을끄는순천선거구에서는더

민주 노관규 후보가 405%로 호남 유일

의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30

5%) 후보보다 10%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구희승후보는 104%

였다

담양함평영광장성선거구는더민주

이개호후보가 392%로 국민의당강형욱

(246%) 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

영암무안신안은 더민주 서삼석 후보

가 376%의 지지율을 얻어 248%를 얻은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를 128%포인트 앞

서나갔다

더민주는▲나주화순(신정훈) ▲해남

완도진도(김영록) 선거구 2곳에서 국민

의당손금주후보와윤영일후보를앞서고

는 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광양곡성구례에서는 더민주 현

역의원인 우윤근 후보가 340%의 지지율

로 국민의당 정인화 (330%) 후보를 단

1%포인트 차로 앞서 최접전 지역으로 떠

올랐다

원외인사들의 맞대결인 여수갑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후보가 307%로 더민주

송대수(297%) 후보와접전을벌이고있는

것으로나타나초박빙승부를예고했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현역의원들이 나선

목포(박지원)와 여수을(주승용) 고흥보

성장흥강진(황주홍)에서 큰 차이로 우

세를보였다

목포 선거구에서는국민의당박지원후

보가 442%로 더민주 조상기(135%) 후

보를 멀찌감치 따돌렸고 여수을에서도

국민의당주승용후보가 459%로 더민주

백무현(258%)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도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더민주

신문식(246%) 후보를 2배이상앞서고있

는것으로조사됐다

이번조사는KBC광주방송이한국리서

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

지 4일간 전남 10개 선거구의 유권자 각

5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

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44%p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순천선거구에서더민주노관규(380%) 후

보가새누리당이정현(331%) 후보를앞섰

다다만두후보간격차는더좁았다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더민주 서삼석

(342%) 후보가 국민의당 박준영(323%)

후보와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는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에서는국민의당박지원(495%) 후

보가더민주조상기(143%) 후보를 고흥

보성장흥강진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

(455%) 후보가 더민주 신문식(302%) 후

보를크게앞섰다

각 선거구당 유권자 500명씩 이상을 대

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목포등 3곳은±43% 포

인트 순천은±44%포인트이다

두 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

nesdcgokr)를참조하면된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KBSKBC 전남 10개선거구여론조사분석

박지원황주홍이개호 등 현역들 여유있게 앞서

우윤근정인화 송대수이용주 1%P 차 초박빙

순천 이정현 더민주 노관규 후보 5%P 차 추격

제20대 총선에서 전남 의석수는 11석

에서 10석으로줄었다

별개였던 고흥보성 선거구와 장흥

강진선거구가합쳐져 4개군이 1개선거

구로묶였다

갑을 선거구로 나뉜 여수 독립 선거

구인목포 순천을뺀 6개선거구가 24

개 시군으로 이뤄졌다 후보의 고향을

기준으로한 소지역주의가 당락에 큰 영

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KBC 광주방송이지난 5일발표한여

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지역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구들이 눈에 띄

었다

4개 군이 1개 선거구로 묶인 고흥보

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장흥강진 지

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

가 강진과 장흥에서 774% 547%의 지

지율을 각각 얻은 반면 더민주 신문식

후보는 각각 100% 224%로 저조한 지

지율을얻었다

신 후보의 고향인 고흥에서도 황 후보

가 376%로 신 후보(328%)의 지지율을

앞섰다 이같은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면

서황후보가신후보를크게앞선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발표된 KBS광주방송국 여론

조사에서는 더민주 신문식 후보가 고향

인 고흥에서 431%의 지지율을 얻어 국

민의당황주홍(323%) 후보를크게앞섰

지만 황 후보의 지역구인 강진(200%)

과 장흥(191%)에서 20%미만대의 지지

율을얻는데그쳤다

하지만 고흥유권자숫자가선거구중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향후 고흥 표

심의향배에따라선거결과에큰영향을

미칠것으로에상된다

영암무안신안선거구에서도무안이

고향인 더민주 서삼석 후보가 무안에서

537%의 지지율을 올린 반면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는 143%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 박 후보는 고향인 영암에서 411%

의 지지율을 얻어 235%의 지지를 얻은

서후보를 앞서는등 소지역주의가확연

하게드러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조사된해남완도진도선거구에

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더민주 김영록 후

보가고향인완도에서 476%로국민의당

윤영일(205%) 후보를 2배이상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고향인 해남에서 34

7%로 김 후보(239%)를 10%포인트 이

상 앞섰다 이 선거구 또한 해남군 유권

자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선거일까지 결

과를예측하기힘들것으로전망된다

KBC광주방송 여론조사는 한국리서

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까지 4일간각선거구유권자 500명이상

씩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44%포인트다

KBS광주방송총국 여론조사는 미디

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

지 3일간 선거구당유권자 500명씩 이상

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43% 포인트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를참조하면된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KBS광주방송총국은 13일조사 5일발표

KBC광주방송은3월30일4월2일조사 5일발표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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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재획정으로 소지역주의심화

해남완도 고흥강진등

34곳 당락 영향클듯

젊은날엔꽃이눈에들어오지않았

던 것 같다 젊음의 에너지와 패기로

분주했던그날들은꽃보다예쁘고마

음끌리는일들이얼마나많았었던가

자연에마음두기시작했다는것은그

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 일게다 노

랑꽃들이 분홍 꽃들에게 자리를 양보

하고릴레이로피어나는봄꽃의향연

을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이 축복이라

여겨진다

일호 남계우(18111888)의 호접

도(부분)를보면이한점의그림이온

천하에 가득한 봄날의 기운을 우리에

게 선사해주는듯하다 우리의눈길과

영혼을순하게변화시켜주는봄볕 정

원한모퉁이에피어있는꽃에앉아꿀

을 빨고 있는 나비 한껏 날개를 펼치

며 뽐내고 있는 또 한 쌍의 나비들 덕

분에향긋한 꽃내음이코끝을스친다

화가가다보여주진않았지만 화폭

가득나비를가득채운것은어딘가에

꽃 한 무더기가 더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넌지시 일깨

워주는화폭이다

19세기 후반에 화가로 활동했던 남

계우는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벼슬길

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초야에 묻혀

나비그림만그렸다고한다

나비를 잘 그려 아예 남나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나비가 꽃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자

평생의연구대상이기도했다극사실

에가까울정도로정밀하게나비를그

렸던 남나비는실제로나비를정말로

좋아했고 나비를 제대로 묘사하기 위

해 온 열정을 바쳤다 그가 그린 나비

는 후대 생물학자들에게 학문적 자료

로그가치를인정받기도했을정도다

남나비는새봄의 전령사인 나비를

맞이하는 마음을 애틋한 시로도 묘사

했다 따뜻한 햇볕 산들바람 날씨 좋

은데부드러운더듬이비단날개로천

천히 맴도네전생이 채향사였음을 알

겠으니작은꽃숨은풀까지뒤적이며

날아오네 남계우시 영접(詠蝶)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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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의전령사전생이채향사였나

남계우작 나비

여론조사로본전남판세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