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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민의 60%는 국민의당을호남민심을대변할

정당으로꼽은것으로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향후 호남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

로보이는정당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595%가국민의

당이라고답했다 이어 292%가더불어민주당 34%가새누리

당 25%가 정의당을 선택했다 기타 정당이라고 답한 응답자

는 18% 지지정당없음 또는 잘모르겠다는응답자는 36%

였다

이같은조사결과는단순정당지지도순위(국민의당 541%

더민주 307% 새누리당 5% 정의당 5%)와같은것이다 하지

만 국민의당선택응답자는 51%포인트늘어났다

이는이번총선결과국민의당이호남에서압도적승리를거

뒀기때문으로분석된다 비록지지하는정당은다른정당이어

도호남민심을대변할정당으로는소속국회의원수가가장많

은국민의당을선택한것으로풀이된다

세부지역별 응답은 정당지지도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광주동부권에서국민의당선택자가더민주에비해 625%

대 233% 광주 근교권에서는 604%대 262% 전남 동북권

에서는 615%대 267% 광주 북구에서는 612%대 291%

광주 광산구에서는 606%대 290%의 지지율 차이를 기록했

다 반면 광주 서구(566%대 356%)와 전남 동남권(579%대

353%)에서는상대적으로그격차가작았다 특이한것은광주

남구로 이지역에서는정의당을호남민심을대변할정당으로

꼽는응답자가 93%나 됐다 이곳에서국민의당응답자는 54

9% 더민주응답자는 241%였다

연령대별 분석도 단순 정당지지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30

대(633%대 256%) 40대(515%대 364%) 50대(665%대 26

0%) 60대 이상(681%대 206%)에서는 국민의당선택응답자

가 더민주 응답자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 이

하에서는 국민의당 응답자와 더민주 응답자가 415%대 44

4% 비율로나타나그격차가크게줄었다 단순정당지지도의

경우더민주 424%로 341%의지지율을기록한국민의당을크

게앞선것과는다른것으로비록지지정당은더민주여도총선

결과를인정할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더민주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정세균의원등을지지한응답자의 765% 521% 453%

는각각더민주를택했다 반면안철수대표 김무성전대표 박

원순시장등을지지한응답자의 938% 492% 446%는국민

의당이라고각각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민절반이상은국민의당을지지하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여론조사에서 지지하거나호감이있는정당을묻는질

문에 대해 응답자의 541%는 국민의당을 택했다 이어 307%

는더불어민주당 50%는새누리당과정의당이라고각각답했

다 16%는기타정당 36%는 잘모른다를각각선택했다

이 같은국민의당지지도는광주일보가지난 1월1일발표한

여론조사의정당지지도보다더높은것이다 그때여론조사에

서는탄생하지도않았던 안철수신당의지지도가 419%였다

또 당시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52%)와 박주선 신당(15%)

박준영전전남지사의신민당(05%) 지지도를합친것(491%)

보다도 더 큰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지

역의석을석권하는등호남에서압승(28석중 23석차지)을거

둔데힘입은것으로분석된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48%와 4

9%을각각기록 이번조사결과와비슷한수준이었다 또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광주에서 453%로 전

남(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와

전남모두 541%를기록 차이를보이지않았다 광주에서시작

한 국민의당바람이전남전역으로확산한결과로해석된다

세부 지역별로 광주 근교권에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에 대해

587%대 247% 북구에서는 558%대 298% 전남 서남권

에서는 546%대 271%의 지지율차이를기록하며압도했다

특히 광주 동구에서는국민의당이 697%대 172%로 더민주

에 3배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 서구(496%대

390%)와 전남 동남권(489%대 366%)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작았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에서는 더민주 지지도가 424%로 34

1%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을 앞선 반면 나머지 연령대

인 30대(504%대 351%) 40대(479%대 375%) 50대(630%

대 229%) 60대이상(667%대 213%)에서는국민의당지지도

가더민주를압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연령층으로갈

수록국민의당과더민주의지지도격차가벌어지는등세대별

정치성향이완전히다른것으로조사됐다

차기 대통령으로 안철수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의 906%는

국민의당을 택했으나 문재인을 선택한 응답자는 778%만이

더민주를지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대총선에서호남의석 28석중 23석(광주 8석석권 전남

10석 중 8석 전북 10석 중 7석)을 차지하며 호남 제1당이 된

국민의당에 대해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야권통합 정권교체

선도 호남발전기여 새누리당견제등다양한역할을요구하

는것으로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3당인국민의당이향후어떤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68%는

야권통합 220%는 정권교체 선도 200%는 호남발전 기

여라고 각각 답했다 또 112%는 여당인 새누리당 견제 9

4%는 중도세력 모으기 57%는 더불어민주당 견제 49%

는 잘모름을선택했다

이 조사결과는지역별로차이를보였다 우선 광주에서는

야권통합(288%) 정권교체 선도(244%) 호남발전 기여(17

6%) 순으로 전체 결과와 비슷했으나 전남에서는 야권통합

(253%) 호남발전 기여(218%) 정권교체 선도(244%) 순으

로 2 3위가바뀌었다

세부지역별로광주북구와동구전남동남권등은 야권통

합→호남발전기여→정권교체선도순인반면광주광산구와

서구 남구 등은 정권교체선도→야권통합→호남발전기여

순으로 역할을 기대했다 광주 근교권은 호남발전 기여→야

권통합→정권교체선도 순으로조사됐다

특히광주광산구는 정권교체선도(242%)→야권통합(23

9%)→새누리당 견제(168%)→호남발전 기여(145%) 순으

로 전남 서남권은 야권통합(245%)→정권교체 선도(199%)

→호남발전 기여(180%)→새누리당 견제(179%) 순으로 조

사돼 이곳에선 새누리당 견제를 국민의당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0% 호남민심가장잘대변할정당은국민의당

더민주 29%로 국민의당의절반새누리정의당順

정당지지도와 엇비슷20대 이하 더민주 많이 꼽아

정당후보지지도
단위%

36

541

307

50 50
16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기타정당 지지정당없음

야권통합

정권교체선도

호남발전기여

여당인새누리당견제

중도세력모으기

더불어민주당견제

기타잘모름

국민의당향후역할
단위%

268

220

200

112

94

57

49

호남민심을가장잘대변할정당은

지지하거나호감이있는정당은 국민의당 지지율 541%더민주 307%에 2배 가까이 높아

연령대 높을수록 국민의당 지지20대 이하는 더민주 앞서

국민의당이해야할역할

정권교체선도 야권통합 우선

20%는 호남발전기여 꼽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