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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앞둔20일광주시북구의한인쇄소에서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직원이인쇄된투표용지를살펴보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젊은층공략키포인트당락가를사전투표제에사활

사전투표제는기존부재자투표의한계와문제점

을보완하기위해도입했다 지난해 4월 일부지역

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

했으며전국단위전체 선거에 적용하기는이번 64

지방선거가처음이다 전국 읍면동에한곳씩설치

해광주 95곳 전남 298곳 등 전국적으로 3506곳의

투표소가있다기존부재자투표에비해투표소는8

배 투표시간은 6시간늘었다 선거당일에투표를

못할경우미리신고를하고지정된투표소에 가서

해야했던부재자투표와달리별도신고없이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

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64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세월호 참

사로 화가 난 40대 엄마인 앵그리 맘(Angry

Mom)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안전공약 발굴에 집중

하고 있다 자녀를 가진 앵그리 맘을 중심으로 우

리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자며 투표

독려분위기가형성되고있기때문이다

이정재새누리당광주시장후보는20일보도자료

를통해 안전관련관리감독강화를비롯한시민참

여안전점검시스템구축 일선학교안전교육강화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 시행하겠다며 안전

공약을밝혔다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지하철과 주유소 가스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점검과함께UN산하재해감소를위한국제전

략기구인 ISDR가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광주를생명권존중의복지안전도시로만들겠다

고 밝힌 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재

난예방및신속한대응체계구축▲여성안심귀가

콜센터운영등사회각분야에걸친안전공약을약

속했다

강 시장과 함께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민 이용

섭 후보는 이날 안전공약과 관련 광주시의 안전

행정국과 소방안전본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하는 광주도시재난안전사업단을 만들겠다고 강

조했다

이병완무소속광주시장후보도이날 광주시안

전관리길쌈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시정 전반의 안

전문제를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광주시교육감선거도안전공약이화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학생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안전공약의 포문을

열었고 양형일 후보는 안전제일 교육환경 구축을

약속하며맞불을놨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

제가주요선거변수로떠오르면서각후보들이사

전투표제에사활을걸고있다

20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부재자투표보다절차

가 간단한 사전투표제가 이번 선거에 도입되면서

각후보진영은사전투표가선거결과에미칠수있

는영향등을집중분석하며사전투표에적극대응

하고있다

특히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것이

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박빙의 승부처가 예상

되는 광주시장 선거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

거에나선각후보들은사전투표의주요대상이될

젊은층공략과함께조직및지인들의투표참여운

동에주력하고있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

표제의 투표율 평균은 693%였으며 최종 투표율

413%를감안하면전체투표자의 17%가량이사전

투표를이용한셈이다

하지만 이번선거일인 6월4일은임시공휴일이고

이틀 뒤인 6일은 현충일이어서 5일 하루만 휴가를

낼경우48일까지 5일간의황금연휴가된다

따라서황금연휴를맞아나들이를떠나는대학생

과3040대젊은층의사전투표가집중돼이번사전

투표율은상당히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지난 달 14일 광주일보 여론조사결과 광주 14

6% 전남 211%가사전투표제를할것이라고답한

것으로나타났다

이 때문에각후보캠프는사전투표일전인오는

29일까지 젊은 층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방향으

로일정을집중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투표준비위원회까지 만

들어 사전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40대 중반을 주 지지층으로 보고 50

대 중반까지의 부동층을 포섭하기 위한 생활공약

제시 2030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등의 전략

을준비중이다

또한 각 후보들도 선거일인 6월4일에는 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수 없지만 사전투표일에는 선거

운동을할수있다는점을최대한이용해조직과지

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

직임이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대

무소속 단일후보 간 양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예상되는만큼새정치연합지지층과무소속

후보지지층의사전투표참여율여부가선거결과에

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전투표를악의적으로이용한공직선거

법위반행위도극성을부릴것으로우려되고있다

동사무소와면사무소등행정전산망이갖춰진곳

이면전국어디에서나투표를할수있다는점에서

조직동원투표와선심성관광을위장한관광투표

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한무소속광역단체장후보의선거캠프관계자는

부동층의 투표가 사전투표에서 집중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략을 사전투표일 전까지

맞춰놓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예상되는젊은층공략에공을들이고있다

고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30일과 31일

이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광주시장 등 박빙 선거구 조직지인 총동원투표 참여 독려

투표일황금연휴겹쳐부동층위주사전투표참여율높을듯

광주전남지역의젊은투표층(1030대)이갈수

록얇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전남은이

번 64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젊은 유권자 비율이

30%아래로떨어졌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64지방선거의

광주 유권자는 113만8650명(남자 55만6128명 여

자 58만2522명)으로잠정집계됐다

이는광주전체인구 147만3304명의 7729%(제5

회지방선거 7409%)에이르는수치로 연령대별로

는 10대(19세) 207% 20대 1724% 30대 2031%

40대 2278% 50대 1835% 60대 1021% 70대 이

상 904%였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속한 연령대는 젊은층과 노

년층의사이에낀세대인 40대로 나이성별로구

분한비교에서도남녀모두 40대(남 1133% 여 11

45%)의비율이가장높았다젊은표심으로분류되

는 1030대 유권자는 3962%로 4년 전인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4402%보다 44%포

인트줄었다

특히 노령층이 많은 동구는 5개 구 중 젊은 유권

자의비율이가장낮은 3424%에머물렀으며 광산

구는 4331%로 30대이상유권자비율이가장높았

다 이는침체한구도심의영향으로 노령층이 많은

동구와수완지구등신도시형성에따른젊은인구

의유입이많은광산구의특성때문이라는게광주

시의분석이다

이와함께전남지역의 64 지방선거유권자는남

성 76만6502명 여성 78만3327명 등 모두 154만

982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제5회 62지방

선거 당시 150만5506명(남 74만986명 여 76만4520

명)보다 4만4323명이증가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조성 귀농이나귀촌인

구 증가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으나 30대 이하 유

권자비중은오히려감소했다

올해 19세 유권자는 2만5643명으로 전체 유권자

의 165% 20대는 20만2781명으로 1308% 30대는

23만1771명으로 1485%를각각차지했다 30대 이

하 유권자는 46만195명 즉 전체 유권자의 2969%

로 역대선거중처음으로 30%대가깨졌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1030대 유권자는

3297%였다 특히 당시 30대 이하 유권자가 49만

642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3만6227명

의젊은유권자가빠져나간셈이다

반면 중년층인 4050대 장년층인 60대 이상은

두텁게형성돼있다 64 지방선거에나설 40대유

권자는 29만8795명(1928%) 50대는 30만1390명

(1945%)을차지했다

특히 50대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25만

6193명으로 1702%에불과해 40대에 뒤처졌으나

4년 뒤인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연령대가됐다 60대 이상도 48만9449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159%를 기록 지난 2010년 45만

3912명(3015%)보다 3만5537명이나 늘었다 선거

권을 가진 외국인도 지난 2010년 326명에서 올해

795명으로 2배이상늘었다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연령별

유권자의비중은선거전략을세우는데매우중요

한 지표가 된다면서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의 특

성에맞춰 다양한공약을개발하고있으며 선거운

동방식도달리하고있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재자투표보완별도신고없이전국어디서나투표

첫전면도입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사전투표비교

기존부재자투표 사전투표

투표소 413곳 3506곳

투표

시간
오전10시오후4시 오전6시오후6시

투표

방법

미리신고

지정된투표소

별도신고X

신분증지참

전국어디서나

광주95곳
전남298곳8배

광주 30대 이하구별 10% 격차

전남 젊은 유권자첫 30% 붕괴

지방선거유권자광주 113만8650명 전남 154만9829명

안전 공약 봇물

세월호참사성난민심달래기

너도나도 안전한광주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