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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시장후보공천연대’의 약칭은 ‘공천연대’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힘으로 좋은 시장 뽑자!”

공천연대,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자유시민시장후보공천연대(이하 공천연대)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
궐선거에서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힘으로 좋은 시장 뽑자!”라는 슬로건으로 좋은 
시장후보를 뽑는 시민배심원과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2. 그동안의 여러 선거에서 자유시민후보들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여 표를 분
산시켜왔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습니
다. 그러나 후보단일화기구 마저 단일화를 하지 못해 후보자보다 후보단일화기구가 
더 많은 촌극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3. 작년 9월, 후보단일화의 경험이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천연대를 결성하여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시민을 위해 일할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4. 이번 설문조사는 공천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자
유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후보선출을 위한 후보단일화 
방식의 결정에 공천연대가 제안하는 방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는 첨부와 같습니다. 
조사결과는 홈페이지(www.rebuildkorea.org)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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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3차 시민배심원단 설문조사 결과

□ 기간 : 제3차 설문조사 (1월 15일~20일 20시까지)
□ 응답 : 총 767명 시민배심원 참여(응답률 20.65%)
          3,828명 회원 중 3,714명 설문조사문자 도달)
□ 내용 : 

[질문]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씨와 <국민의힘>의 후보단일화에 관한 
것입니다. 안철수씨는 공천연대가 열망하는 후보단일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씨에 대한 선호 여부를 떠나 아래 둘 중 어떤 
것이 후보단일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뒤 안철수씨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후보단일화에 도움이 된다.

- 안철수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경선을 치루는 것이 후보단일화에 
도움이 된다.

[설문조사 결과]

- 456명 선택(59.5%)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뒤 안철수씨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후보단일화에 도움이 된다.

- 311명 선택(40.5%)
안철수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경선을 치루는 것이 후보단일화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