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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4 15총선후보

최고령 78세 50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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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선거구후보

광주 전남지역 제21대 4 15총선 후

보자중최고령은 78세이고, 50대가가장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은현역국회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이 대다수였고, 정

당과학력은더불어민주당과대학졸업자

가많았다.

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21대국회

의원후보등록현황에따르면광주8개선

거구에출마한후보 42명의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각

8명으로가장많았다.

이어민생당7명,정의당 6명,민중당3

명, 미래통합당 2명, 기독자유통일당 2

명, 노동당 1명순으로집계됐다.무소속

은 5명이다.

직업은정치인18명, 국회의원 6명,상

업 건설업 금융업 의사 종교인 회사

원 교육자각 1명, 기타 10명, 무직 1명

으로확인됐다.

학력별로는대학졸업이 19명으로가장

많았다.대학원졸업13명,대퇴 5명,대학

원수료1명,전문대졸업1명순이었다.학

력을기재하지않은후보는3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3명(54.7%)으로가장

많고40대9명(21.4%),60대8명(19%),30대

와70대가각1명(2.3%)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37명, 여성 5명

(11.9%)이었다. 여성후보는 20대 총선

10명(23.3%)보다5명줄었다.

최고령자는70세로동구 남구을의박

주선후보다.최연소자37세로북구을에

출마한기독자유통일당강휘중후보다.

전남10개선거구에출마한45명을정

당별로보면더불어민주당10명,민생당

6명,미래통합당6명,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정의당 4명, 민중당 3명, 기독자유

통일당1명,우리공화당1명으로나타났

다.무소속은 8명이었다.

직업별로는정치인 12명, 국회의원 8

명, 변호사 5명, 교육자 3명, 건설업 2

명, 수산업 상업 종교인각 1명, 기타

11명,무직 1명으로집계됐다.

학력은 대학 졸업 21명, 대학원 졸업

16명,대퇴3명,고졸3명,중졸1명순이

었다. 학력을기재하지않은후보는 1명

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명(44.4%)으

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4명

(31.1%), 40대 5명(11.1%), 70대 4명

(8.8%), 30대2명(4.4%)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42명, 여성 3명

(6.6%)이었다. 여성후보는 20대 총선

1명(1.9%)보다2명늘었다.

최고령자는 78세로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김천식 후

보다. 최연소자는 33세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군갑에출사표를던진미래통

합당천하람후보다. /서울=강병운기자

광주 전남총선후보중최고재력가는

90억2,800만원의재산을신고한광주민

생당동남갑장병완후보로나타났다.

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을양향자후

보와여수을김회재후보도 34억9,800만

원과 33억8,300만원을신고해 2위와 3위

로뒤를이었다.

29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광

주 전남지역18개선거구에87명이후보

록을마쳤다.

장병완후보는총 54억원상당의서울

아파트2채,33억원대예금,8억원대아파

트임차보증금등을신고했다.배우자명

의로강원도고성의금강산아난티골프회

원권(1,700만원)도보유했다.

2위는서구을더불어민주당양향자후보

로, 34억9,800만원을신고했다.경기화성

동탄과수원에각각 5억원, 2억원대아파

트를보유했고,10억원대예금과15억원대

의삼성전자주식등을갖고있다.

3위는 33억8,300만원을신고한여수

을더불어민주당김회재후보로, 30억원

상당의서울아파트 2채와여수에있는

2억9,000만원상당부모의토지등을보

유했다.

또광주에서는광산갑민생당김동철

후보가 30억5,800만원, 동남을 민주당

이병훈후보 25억5,200만원, 동남을민

생당박주선후보 24억5,800만원,북구

을 무소속 노남수 후보는 20억4,300만

원을각각신고했다.

전남에서는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민주당소병철후보 29억6,900만원,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민주당 이개호

후보 26억4,600만원,여수갑민주당주

철현후보22억5,300만원,해남 진도

완도 민생당 윤영일 후보 22억5,400만

원, 영암 무안 신안민생당이윤석후

보가 21억9,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

다. /서울=강병운기자

직업정치인 학력대학졸업자많아

여성후보광주 5명 전남 3명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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