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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공천연대’의 약칭은 ‘공천연대’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야권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제10차 설문조사, 5월 29일(토)~6월 6일(일) 18:00까지 진행

공천연대는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한 자유진영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규약에 따라 기존 '자유시민서울시장후보공천연대' 명칭을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위해 '자유시민공천연대(약칭 공천연대)'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공식명칭을 ‘대통령후보 자유시민공천연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공천연대는 내년 3.9대선의 야권후보를 단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제10차 시민배심원단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 조사기간 : 5월 29일(토) 17:00~6월 6일(일) 18:00까지

- 조사내용 : 
  1.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끌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2. 야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

- 조사결과 : 첨부 ‘제10차 설문조사 결과’ 참조

※ 본 설문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며, 공천연대 회원들
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밝힙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
8제8항제5호 참조)

#첨부 : 제10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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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10차 설문조사 결과
2021. 6. 6

□ 응답자

  - 총배심원수 : 3,914명
  - 설문조사문자 도달수 : 3,727명
  - 응답자수 : 540명(응답률 : 14.49%)

□ 응답결과

1. 응답자

시 도 응답자 수 응답률(%)
강원도 14 2.59 
경기도 133 24.63 
경상남도 21 3.89 
경상북도 12 2.22 
광주광역시 2 0.37 
대구광역시 13 2.41 
대전광역시 9 1.67 
부산광역시 58 10.74 
서울특별시 219 40.56 
세종특별자치시 3 0.56 
울산광역시 7 1.30 
인천광역시 22 4.07 
전라남도 1 0.19 
전라북도 2 0.37 
제주특별자치도 3 0.56 
충청남도 13 2.41 
충청북도 8 1.48 

합 계 54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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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끌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당 대표 후보 득표수 득표율(%)

나경원 330 61.11 

이준석 52 9.63 

조경태 77 14.26 

주호영 43 7.96 

홍문표 38 7.04 

합 계 54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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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

대통령 후보 득표수 득표율(%)

원희룡 3 0.56 

유승민 1 0.19 

윤석열 107 19.81 

최재형 319 59.07 

홍준표 110 20.37 

합 계 54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