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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더민주 강력한야당필요 국민의당 녹색바람북상

413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휴일

인 10일광주전남지역후보들은도심곳곳에서집

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

다 후보들은유세차량이나도보로인파가몰린번

화가 재래시장공원등을돌며지지를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지난 8일문재인전대표의 1박2

일 호남 방문을 계기로 초박빙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거점별후보합동유세를통해세몰이에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과남구백운동로터리등에서합동유세를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용섭(광산을)양향자(서

구을) 후보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삼성차광주유

치와 관련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당 측에

TV토론을공식제안하는등신경전도펼쳤다

박혜자광주시당위원장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

새누리당의폭주를막고 정권교체를하기위해서

는 전국에서 새누리당에 맞서 싸울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더민주지지를호소했다

국민의당은 녹색돌풍의진원지인광주에서승세

굳히기에들어간다는전략으로이날 광주시민필승

대회를열고선거종반표심다지기에집중했다

김동철(광산갑)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후보들

은 10일 광주 첨단 쌍암공원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주 전체의석 석권을 향한 대세몰이에

나섰다 김의원은이날결의대회에서 역사적으로

광주의 선택이 대한민국 변화를 선도해 왔다면서

변혁의 시기마다 놀라운 정치역사를 창조해온 광

주시민이 이번에는 녹색바람을 만들어 냈고 이제

이 바람은 전남과 전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하

고있다고밝혔다

특히 후보들은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국민의

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은 세대별 영역별로 시민들이 후보들에게 국민의

편 국민의당이라고 씌어진 녹색 깃발을 증정하고

손목에녹색손수건을매주는퍼포먼스도진행했다

새누리당은이날이군현중앙선대위공동총괄본

부장이 광주와 나주를 방문해 후보들을 지원했다

광주시당사무실에서는광주지역후보들과합동기

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

를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광주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

성사업을반드시실천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

혔다

정의당과민중연합당후보들도유권자들을직접

찾아다니며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했다

한편 여야지도부는 413 총선을앞둔마지막휴

일인 이날 수도권표몰이에 전념했다 수도권은 제

20대총선최대승부처로 특히이번선거에는경합

지역이많아여야모두마지막까지방심할수없는

지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박2일 간 수백 킬로미

터를 돌고 도는 경부선 하행 유세를 벌였다 서울

에서 시작해 인천에서 마무리하는 수도권 집중공

략유세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북한산 등산객 인사를 시

작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18명의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강행군을펼쳤다

국민의당안철수상임공동대표도자신의지역구

인노원병에서시작해박빙승부지역인정호준(중

성동을) 김성식(관악갑) 이행자(관악을) 정찬택

(구로을) 후보등에대한지원유세를벌였다

주로 광주에 머물렀던 천정배 대표도 이날 오후

에 상경해 정호준(중성동을) 서경선(중성동갑)

박태순(종로) 후보를지원했다 김한길의원은부인

최명길씨와 함께 전북 일대를 순회하며 국민의당

후보지지를호소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8일광주시운정동국립518 묘지를찾은더불어민주당문재인전대표와김홍걸국

민통합위원장이무릎을꿇고오월영령들의넋을기리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국민의당광주지역후보들이 10일 오후광주광산구쌍암공원앞에서열린광

주시민필승대회에서시민들과함께지지를호소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10일 413 총선에서 새

누리당은 157175석 더불어민주당은 83100석

국민의당은 2832석을얻을것으로예상했다

새누리당 예상 의석으로 여론조사기관 A사는

163석(지역구 142석 비례대표 21석) B사는 165석

(지역구 147석 비례대표 18석)을 각각 제시했고 C

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58170석 D사

는 157175석을 예상해 각 여론조사기관의 예상

의석수평균은 160석대중반으로수렴됐다

더민주예상의석은 A사 88석(지역구 76석 비례

대표 12석) B사 90석(지역구 78석 비례대표 12석)

C사 90100석 D사 8395석이다

국민의당 획득 의석수는 A사가 32석(지역구 22

석 비례대표 10석) B사가 29석(지역구 18석 비례

대표 11석) C사가 2832석 D사가 2531석을예

상했다

정의당 의석은 A사가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B사가 8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6석) C사가

68석 D사가 37석으로 전망했다 무소속은 A

사 11석 B사 8석 C사 710석 D사 59석이다

이 조사 기관들은 당 자체 판세분석 결과 과반

이 어렵다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될 배

경으로는 국민의당 등장에 따른 3자 구도 형성과

과거 선거에서 보여준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주요

한요인으로꼽았다

100석 이하를 얻어 사실상의 패배가 예상된 더

민주에대해여론조사기관들은국민의당에호남을

빼앗기고 수도권에서도 국민의당 후보에 표가 분

산돼새누리당에밀릴것으로예상했다

국민의당은 30석안팎을얻어원내제3당으로자

리매김할 전망이지만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역구

(서울노원병)와 호남권을제외하면지역구당선자

는내지못할것이라는게조사기관들의공통된분

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당의호남지지도가 50%를돌파하고비례대표

지지율도가파른상승곡선을그리는등국민의

당지지율이급등세를보이고있다

리얼미터가지난 46일전국 1523명을대상

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4월 첫째주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

트)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3

월284월1일까지 조사해 지난 4일 발표한 여

론조사 결과)보다 27%포인트 하락 지난해 4

월 넷째주(336%)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민주는 11%포인트오른 273% 국민의당

은 20%포인트 오른 168%였다 정의당은 0

2%포인트낮아진 83%였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더민주가 114%포인트

하락한 212% 국민의당은 103%포인트 상승

한 508%를 기록했다 이 조사(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참조)는 휴대전

화 60% 유선전화 40%방식으로조사됐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 지지

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럽이 지난 46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

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의정당지지율은 14%로 2주연속상

승곡선을 그렸다 이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월초 창당한 이후 가장 높

은수치다

새누리당도 2%포인트오른 39%를기록하며

지난 2주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나 더민주

(21%)와 정의당(5%)은 전주와 같은 수준에 머

물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

은 21%로 전주보다 4%포인트 낮아졌다 국민

의당은 호남에서 37%의 지지율로 더민주

(24%)를크게앞선것으로나타났다

또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을

물은데대해서는새누리당이 36%로가장높

았고 더민주(18%)와 국민의당(17%)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며 정의당이 9%로 조사됐

다

특히서울에서는국민의당비례대표정당지

지율이 23%에 달해 더민주(15%)를 추월한 것

으로 조사됐다 한 주 전에는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각각 22%와 15%를기록했었다

이조사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

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

dcgokr)를참조하면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새누리 157175석 더민주 83100석 국민의당 2832석

여론조사전문기관들예상의석수

정의당 68석 무소속 11석 전망

국민의당호남지지도 50% 돌파

비례대표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

리얼미터 4월첫째주여론조사

서울비례지지도더민주추월

갤럽 조사도 2주 연속 상승세

마지막주말휴일표심잡기총력

합동유세필승결의대회세몰이

새누리 車 100만대 도시성사

여야지도부수도권표몰이집중

3번찍으면OK518묘지묵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