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이길어서 그런지 ...일독을 권합니다) 

1.문재인으로는안된다... 

2.이번총선은 김종인의 공이다 ,.. 

위의 1번 2번 은 총선전과 총선후의 더민주에 

비 우호적인 세력들이 친노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야권을 망친행위에대하여 정당성을 

얻으려는 변명들이다 여기에 시기 따라서 

맞는말도있고 틀린말도 있다 

. 

우선 1번 문재인으로 안된다 이론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보자면 가장큰이유는 2012년대선호남이 90%를 밀었주었는대도 불구하고 집권을 

못했다는논리다 좀 그럴듯한 이유일듯하지만 

여기에 몃가지 짚고넘어가야할것들이있다 

첫째 그당시 문재인은 기성정치인이 아니고 

대권후보가 없어서 옹립시킨 후보였단는것이다 (친노유권자를투표장으로이끌후보가없어서 

다른후보가 나오면 정동영꼴날까바 권노갑이가 제안했다고함 

얼굴마담차원으로여기서부터동교동은 집권의지가 없었다고보면됨 다만 대선에서 어느정도 

표를획득하고 특히 대선전총선에서 국개들 얼굴마담 

노릇하라고 옹립) 총선에서 문재인도 출마하게되는대 파괴력도 알아볼겸 떨어지면 

제외할계산으로 내비둠 

결국 총선에서 열린당다음으로 좋은성적도얻고 문재인도 당선됨 결국 대선후보로 나서게된 

문재인은 대선에서 3개의 약점을가지고 있었음 

1정치초년생이므로 무당층들이 문재인의 정치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수 밖에 없음 

2.얼굴마담으로 옹립되었으므로 동교동의 전폭적인 

지지는 꿈도 못꿈 결국 노무현.김대중 대통렁이 

받았던 순도높은 호남몰표를 못받음 5%정도 

차이남 

3.박근혜가 가지고있는 35%콘크리트 지지율이 없었음 

결국 당선된다는것은 불가능이였다고 보면됨 

(여기에 부정선거 안씨의 뒷통수는 예외로 했으니 

태클 사양) 문재인도 그리될걸알았는지 모르지만 

의원직 사퇴안하고 대선나감 

둘째 :총선승리는 김종인공이다 ..? 

블러그글과 망치부인 열독자들이 주장하는이론인대 설득력이 있기는하지만 손익 계산 하면 

10%정도넘지 않음 정청래보담 아래 로 보면됨 국당 찍은자들 말을들어보면 자신들이 

돌아선이유는 김종인때문에라는 말이 제일많이나옴 

그리고 내가 아는분도 고향이 순천분인대 투표전날 

전화하니까 이기기는 글럿다고면서도그 신경민 찍으면되냐고 물어보심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호남의 

표심의 핵은 광주라는거다 광주에서 바람이불면 

그바람이 전남으로 전북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거다 수도권도 이미 호남계는 국당을  

지지하기로 했단말이다 친노분들빼고 결국김종인이 전략공천한 정준호 헛발질. 셀프공천등이 

자멸을 가져왔다는거다 ) 여기까지가 김종인의 활약이다 

기레기들 조련한것 영서니 잡아놓은것이런것은 공이다 



위에 두가지의 상황을 역전시킬 상황은 4.13일  

내기억으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난거로 보인다 그날 나는 투표하고 하루종일 

투표방송만  

보았다 1시되었을까 투표율하위를 달리던 서울경기 

인천지역들의 투표율이 치솟는거였다 그결과는 

더민주의 수도권 압승이였다 호남계의수도권견제 (서울관악. 성남중원. 안산단원이그증거임) 

에도불구 

하고 생긴 일이였다 ...어찌된일이지 한번쯤은  

생각은 해봐야지 ..처음엔 2030세대들의 투표율 

이란생각으로 넘어갔다..반기문이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그리생각했었다 ..반씨가 나타나자 철수는 

지지율이 빠지는반면 문재인은 오히려 올라간다 

무엇으로 설명해야할까 ? 어떤분들이 설명하더라 

문재인도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고 그것도 2030 

세대들의  

자...이제는 문재인으로 안되는게 아니고 

문재인 아니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리고 비노옹호하면서 친노까시는분들 비노가 오히려 타지역 리버럴들의 더민주 참여를 

막고 있는게 

아닌지 생각들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김종인 옹호하는 

분들 김종인은 대개누리 기레기용은 쓸만해도 호남민심은 못잡고 오히려 실속도없이 호남에 

매달리다가 타지역 유권자들에게 호남당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주게되서 더민주 외연확장만 

방해 

하게되니 당권에 욕심내지말고 경제 파트만 챙겼으 

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