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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시장후보공천연대’의 약칭은 ‘공천연대’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힘으로 좋은 시장 뽑자!”

공천연대, 제1차 시장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유시민시장후보공천연대(이하 공천연대)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에서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힘으로 좋은 시장 뽑자!”라는 슬로건으로 좋은 시장
후보를 뽑는 시민배심원과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천연대는 시민을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 나라도 살리고, 우리 시민 
또한 살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12월 8일 예비후보등록일을 시작으로 어느 후보가 
시장으로서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도 설문조사를 시민배심원단 회원을 대상으
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 www.rebuildkorea.org에 
게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어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이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 1~3회 계속 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차 시장후보 적합도 설문조사(12월 8일~13일 18시까지) 결과는 첨부와 같

습니다.

#첨부 : 제1차 시장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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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1차 시장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
(2020.12.08~13일 18:00까지 설문조사 실시)

□ 총 응답 시민배심원 수 : 1,022명

1. 전국 시민배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기준 부산시장후보는 12월 11일부터 설문조사에 참여

  ▪서울시장후보

   

  

후보자명(가나다 순) 득표수 득표율(%)
금태섭 37 3.62 
김선동 37 3.62 
김정기 39 3.82 
나경원 182 17.81 
박춘희 28 2.74 
안철수 52 5.09 
오세훈 108 10.57 
윤희숙 129 12.62 
이혜훈 7 0.68 
조은희 245 23.97 
허경영 158 15.46 
합 계 1,0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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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후보

후보자명(가나다 순) 득표수 득표율(%)
노졍현 6 0.59 

박민식 71 6.95 

박형준 94 9.20 

서병수 81 7.93 

오승철 30 2.94 

유기준 40 3.91 

유재중 18 1.76 

이언주 486 47.55 

이종혁 34 3.33 

이진복 16 1.57 

전성하 23 2.25 

정규재 123 12.04 

합 계 1,0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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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역 시민배심원 대상 서울시장후보 설문조사 결과

  

후보자명(가나다 순) 득표수 득표율(%)
금태섭 16 4.36 
김선동 16 4.36 
김정기 12 3.27 
나경원 65 17.71 
박춘희 20 5.45 
안철수 9 2.45 
오세훈 35 9.54 
윤희숙 48 13.08 
이혜훈 4 1.09 
조은희 99 26.98 
허경영 43 11.72 
합 계 3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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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지역 시민배심원 대상 부산시장후보 설문조사 결과

 

후보자명(가나다 순) 득표수 득표율(%)
노졍현 2 0.94 

박민식 48 22.64 

박형준 14 6.60 

서병수 14 6.60 

오승철 6 2.83 

유기준 32 15.09 

유재중 5 2.36 

이언주 65 30.66 

이종혁 1 0.47 

이진복 5 2.36 

전성하 7 3.30 

정규재 13 6.13 

합 계 2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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