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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광주일보한신협갤럽여론조사

광주 949%전남 945% 꼭투표하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응답자의

30%는 현재 선택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는 15% 수준의 부동층과 함께 이번 조기

대선의막판변수가될전망이다

지지한후보를계속지지할같으냐는질

문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계속 지지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295%는 다

름사람지지로바꿀수있다고답했다

이같은지지후보에대한충성도는고연

령대로갈수록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는 계속 지지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46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인

519%가 지지철회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

만 30대는 계속 지지 637%대 지지철회

가능 359%→ 40대는 742%대 248%→

50대는 758%대 236%로 나이가많아질

수록 지지철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이상은 797%가계속지지

하겠다는의사를보인반면 182%만이지

지후보를바꿀수있다는입장을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세종(계속 지지 78

8%대 지지철회 가능 212%)과 경북(77

1%대 221%)이 지지후보에 대한 충성도

가 높았지만 울산(606%대 394%)대구

(637%대 335%)인천(639%대 355%)

등은충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광주는 계속 지지 685%대 지지철회

가능 288% 전남은 690%대 301%로

모두평균수준이었고 호남전체로도 70

4%대 28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번 19대대선에는국민 10명중 9명꼴

이상투표의사를표시할정도로뜨거운관

심을보였다

또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

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전남이 다른

광역시도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여론조사결과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의향에 대해 유권자 94

5%가 참여하겠다고밝혔다

그중에서도꼭할것이다는적극적투

표참여의사를밝힌비율은 907% 아마

할 것 같다는 38%였다 꼭 할 것이다

를지역별로보면광주가 949%로가장높

았다 이어 전남(945%)제주(935%)경

기(922%)경북(910%)부산(909%)서

울(908%)충남세종(907%)충북(89

9%) 등의순서로투표의향이높았다

반면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응

답률이가장낮은지역은853%를각각기

록한대구와울산이었다

연령별로는 920%를 나타낸 40대가 적

극적투표의향이가장높았으며 이어 60

세 이상(917%)30대(917%)50대(91

5%)1929세(857%) 등의순이었다

부동층과기타정당을제외한지지정당

별로는정의당지지자들의적극적투표참

여 의사 비율이 966%로 가장 높았다 이

어 더불어민주당(959%)국민의당(94

0%)자유한국당(934%)바른정당(90

4%)새누리당(825%) 등의순이었다

지지 후보별로는 967%를 기록한 문재

인후보의투표의향이가장높았다

이어 홍준표(939%)안철수(912%)조

원진(909%)유승민(903%)심상정(88

5%)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지 정당별 투

표의향지지율과는또다른양상이다

성별로는 여자(915%)가 남자(899%)

보다 16%P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농업

임업어업자영업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 비율이 9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생의비율은 836%로가장저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선후보가 1일오후서울마포구한카페에서군장병부모등과간담회를마친뒤희망

풍선을날리고있다

국민의당안철수대선후보가 1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온국민멘토단임명식에서참석멘토들과기념

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꼭할것이다

아마할것같다

아마하지않을것같다

투표하지않겠다

모름무응답

대선투표의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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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를비롯한전국각지역대

표 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

회(8개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앞

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대선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실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와

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대전

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

등전국 8개시도를대표하는신문사

로구성돼있다

이번 조사는지난달 30일부터 5월1

일까지 이틀 간 전국만 19세 이상 성

인 남녀 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다

표본 선정방법은 유무선 RDD(임

의전화걸기) 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

추출했으며 유선(25%)무선(75%)전

화 임의전화걸기를 통한 전화면접조

사로 실시됐다 전국적인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18% 포인트다

응답률은 280%로 총 통화 1만979

명 중 307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가

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17년 3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

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

고셀가중치를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후보지지의향

계속지지

693

후보

바꿀수있다

295
단위%

모름무응답 12지지 후보바꿀수있다 30%
만19세 이상 3077명

무선 75% 등 전화면접
지지후보충성도

어떻게조사했나

대선투표참여의향

전국유권자 945% 참여 의사

40대 92%60대 이상 917%

정의당지지자 966% 최다

부동층도 15%대선막판변수될듯

한국지방신문협회여론조사결과 지난

달 28일 실시된 TV토론을 보고 지지후보

를 바꾼 응답자는 72%나되는것으로 조

사됐다 마지막 남은 TV 토론 결과도 이

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응답자의 557%인 절반이상이지

난금요일 TV 토론을시청한것으로나타

났다 TV토론시청자는 20대 435% 30대

539% 40대 549% 50대 639% 60대 이

상 598%가 TV토론을봤다고답하는등

고연령층으로갈수록많았다

금요일(4월28일) TV토론을 보고 지지

하던후보를바꿨느냐는 질문에대해 87

4%는 바꾸지 않았다고 했지만 72%는

바꿨다고답했다 이같은성향은세대별

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폈을 때 TV토론

시청 후 지지후보를 바꾼 응답자는 전남

(00%)대전(17%)전북(27%)광주(4

0%)가 가장 적었다 반면 부산대구인

천경북 등은 모두 11%대의 응답자가 지

지후보를바꿨다고답했다

권력별로도 호남 전체는 TV토론 시청

후지지후보를바꾼응답자가 21%에불과

해전국에서가장적었다 적어도호남에서

만큼은 TV토론이 대선투표에 큰 영향을

주지않을수도있다는분석이가능하다

지난 금요일 TV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정의당심상정후보를꼽는응답자

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문

재인 후보(144%)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

보(133%)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127%)

순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4%

에불과했다 TV토론에서안후보가강세

를 보일 것이란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것

으로안후보는남은 TV토론에대한전략

을다시세워야할것으로보인다

세대별로 50대까지는심후보가 30%대

후반40%대 중반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34%

가 홍 후보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고 이어

심후보(176%)를 선택했다 홍후보는 50

대에서도심후보에이어 2위(169%)를차

지했다 권역별로도 심 후보는 전 지역에

서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호남을 제

외한모든권역에서최하위였고유일하게

호남에서 71%로 5명의 후보 중 4위를 차

지했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상정 348%문재인홍준표유승민안철수順

TV 토론누가잘했나

심 50대까지 좋은평가

60대 이상은홍준표호평

토론 보고지지철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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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잘한후보 단위%

심상정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없다

무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