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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선거인단 과반 확보오하이오플로리다는 혼전

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

는 18일(현지시간) 더 이상 여론조사를

믿지않는다고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콜로라도 주(州) 콜로라

도 스프링스 유세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힐러리클린턴에게뒤지는여론조사결과

를언급하면서이같이밝혔다

트럼프는 설령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더 이상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면서 만약 10

개의 여론조사가 있고 그중 12개가 나

한테 나쁜 것이면 그들(언론)은 그 나쁜

결과만부각해보여준다고주장했다

이어지지자들에게 나를믿어라 우리

는 잘하고 있다면서 계속 기죽지 말고

힘있게 나가면 또 우리가 (투표장에) 나

가면이긴다고자신했다

트럼프는 또 이번 대선은 또 다른 브

렉시트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지난 6

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브

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났던것

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클린턴 우위 구도

의 여론조사흐름과 달리 자신이 결국승

리할것이라는논리다

트럼프는언론을향해 그들은지금매

우걱정하고있다 그들이그렇게(나한테)

악의적이고 적대적이며 더럽게 나오는

것도앞으로일어날일을알기때문이라

고말했다

트럼프는현재 이번선거는사기꾼힐

러리를 미는 부정직하고 왜곡된 언론에

의해완전히조작됐다며 선거조작프레

임으로막판뒤집기를시도하고있다 각

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클린턴에게

10%포인트안팎까지밀리고있다

연합뉴스

미국민주당대선후보인힐러리클린턴

이 경합주 15개 주 가운데 9개에서 우세

를 보이며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승

리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선거인단 과반

(270명)을훌쩍넘긴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서베이몽키가지

난 816일 15개 주 유권자 1만7379명을

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클린턴은9

개 주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

럼프를앞섰다

뉴햄프셔와 버지니아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펜

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이다 특히 뉴햄

프셔와 버지니아에서는 각각 47%대

36% 49%대 38%로 11%포인트의 큰 차

이로앞섰다

전통적으로공화당주로분류되는조지

아에서도 클린턴이 45%대 41%로 우세

했다

WP는 경합주 가운데 9개 주에서 앞선

클린턴이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

으로파악했다

반면 트럼프는 네바다와 아이오와 2곳

에서만 각각 44%대 40% 45%대 40%로

앞서선거인단 138명을확보한데그친것

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오하

이오는 트럼프가 다소 우위지만 혼전으

로 분류됐다 이 4개주의 선거인단은 총

96명이다

WP는 이 결과는 19일의 마지막 3차

TV토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며

지난달말시작된 TV토론이후전국여

론조사는 클린턴 쪽으로 기울었다고 지

적했다 연합뉴스

지난 9일열린미국대선후보2차토론에서힐러리와트럼프가서로등을돌린채냉랭한분위기를연출하고있다 연합뉴스

경합주 15곳 중 9곳 앞서

공화당 텃밭 조지아도 우세

트럼프 3차 토론서 승부

트럼프 여론조사언론 더는 믿지 않겠다

한국계인 조셉 윤(62사진) 전 말레이

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신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선임돼 17일(현지시간)

부터업무를공식시작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

해 조셉 윤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

가 새로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로 워싱턴

DC에 복귀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외교소식통도18일

신임 윤 특별대표가

어제부터 일을 시작

했다고 확인했다 윤

특별대표는 한국계인

성김(56)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후임이다

한편 성김전특별대표는지난달말상

원인준절차가끝나조만간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로부임할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의재임중마지막국빈만찬이시작

되기전오바마대통령(오른쪽)과아내미셸여사(왼쪽두번째)가초청손님인마테오렌치이

탈리아총리(오른쪽두번째)와아내아그네스란디니여사와함께공식사진촬영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 연합뉴스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편두통

을촉발하는요인일수 있다는새로운연

구결과가나왔다

미국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학의대

마이크로바이옴센터(Center for Micro�

biome)의 안토니오 곤살레스 박사는 가

공육에 보존제로 들어가는 질산염(ni�

trate)이편두통과연관이있을수있다는

연구결과를발표했다고영국의데일리메

일 인터넷판과 사이언스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오바마의마지막국빈만찬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조셉 윤
가공육 질산염 보존제

편두통 원인일 수 있어

성김은 필리핀 미국 대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