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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광주전남 기초의원 당선자

가선거구

조승민 36민정당인

김성숙 55민정당인

홍기월 53무정치인

나선거구

조기춘 51민정당인

이선순 56민정당인

다선거구

박대현 48민현구의원

박종균 56무보험업

비례대표

전영원 52민사회적기업

가

가선거구

장재성 50민현 서구의회

의장

김광태 62민정치인

이대행 48진현구의원

나선거구

오광교 58민정당인

오광록 54민제조업

김태진 43진정당인

다선거구

이동춘 51민정당인

백종한 54민조선대 시간

강사

라선거구

김옥수 51민현구의원

황현택 53민정당인

김은아 39진현구의원

비례대표

정순애 58민광주시 서구

배구연합회장

윤정민 46민민영화조경

대표

가선거구

강원호 46민남구의회 의

원

남광인 64민정당인

나선거구

박용화 54민정당인

김점기 55민현구의원

다선거구

이창호 60민호남대 행정

학과초빙교수

박희율 51민미화유치원

대표

라선거구

하주아 45민무냐무냐대

표

조기주 56민정당인

배진하 42진남구의회 의

원

비례대표

임순애 55민선양어린이

집원장

황경아 46민공방 미수 대

표

가선거구

고점례 56민무직

고영봉 42진통합진보당

북구사무국장

나선거구

심재섭 59민북구의원

최무송 59민자영업

다선거구

최기영 50민현 북구의회

의원

마광민 54민정당인

라선거구

신수정 41민북구의원

최홍용 54민자영업

마선거구

이부일 37민법무법인 승

지사무장

조석호 53민북구의회의

원

소재섭 40진북구의회의

원

바선거구

이창재 49민정당인

양일옥 39민위트니영어

광주지사장

김현정 42진정당인

사선거구

이관식 57민구의원

김상훈 57민구의원

아선거구

유관운 43민남일전력대

표

이병석 58민정당인

비례대표

김영순 50민회사원

장영희 52민자영업

가선거구

정병채 43민자영업

박삼용 60새현구의원

나선거구

김동권 47민광주식품 대

표이사

차경섭 58민대우자동차

운전전문학원대표이사

다선거구

김광란 43민정당인

김선미 40진정치인

이영순 55민자영업

라선거구

이준형 48민(주)신송푸드

대표

정진아 37진정당인

조상현 51민사업

마선거구

조승유 49민구의원

최병식 45민청소년지도

사

바선거구

김동호 39민구의원

임이엽 56민지역아동센

터대표

비례대표

정경남 43민작은별 어린

이집원장

최순이 40민광주 반석교

회행정간사

가선거구

조성오 57민목포시의원

여인두 44정목포시의원

나선거구

고승남 58민정당인

김휴환 46민두김대표

다선거구

이기정 64민자영업

장복성 52민정당인

라선거구

정영수 55민목포시의원

최기동 63민정당인

김영수 59무목포시의원

마선거구

강찬배 61민목포시의원

김귀선 58민디와이이사

최홍림 54민목포시의원

바선거구

문경연 50민영목건설 이

사

주창선 52민자영업

사선거구

노경윤 58민건축사

조요한 43민목포시의원

임태성 37민할인매장 대

표

아선거구

성혜리 53민목포시의원

최석호 54민두산협동중

기부품센터공동대표

가선거구

오홍우 71민무직

정한태 64무농업

나선거구

서완석 59민여수시의원

노순기 56민정당인

다선거구

최석규 54민여수시의원

김유화 49민여수시의원

김행기 61무전 여수시 해

양관광국장

라선거구

이상우 44민여수시의원

김성식 63민여수시의원

장광진 50민건설업

박옥심 69무자영업

마선거구

정옥기 51민여수시의원

강재헌 50무여수시의원

바선거구

김순빈 61민여수시의원

주재현 51진코레일근무

사선거구

김종길 46민여수시의원

고희권 48민운수업

아선거구

박정채 66민진남토건 이

사

이찬기 49민자영업

자선거구

이선효 53민여수시의원

김양효 46민하이몬드제

과대표

전창곤 47민여수시의원

송하진 51무회사원

가선거구

서정진 48민순천시의원

최정원 52민자영업

나선거구

박광득 61민신충건설 대

표

정영태 62민순천시의원

다선거구

이창용 64민순천시의원

주윤식 53민순천시의원

라선거구

박계수 54민자영업

임종기 57무순천시의원

마선거구

나안수 48민화가

신민호 46민순천시의원

바선거구

문규준 49민한의사

허유인 46민순천시의원

이옥기 51민자영업

사선거구

김인곤 46민순천시의원

유영철 48민정당인

정철균 57민정성 대표이

사

아선거구

유영갑 33진농민운동가

박용운 49무농업

자선거구

유혜숙 52민순천시의원

김병권 46민정당인

이복남 42진순천시의원

가선거구

김선용 54민자영업

윤정근 60민농업

김용경 64무농업

나선거구

김영덕 57민나주농협 이

사

허영우 55민정당인

홍철식 53민나주시의원

임성환 46무나주시의원

다선거구

김철수 64민나주시의원

김판근 63무나주시의원

장행준 54무나주시의원

라선거구

조영두 68민축산업

이광석 53무나주시의원

가선거구

문양오 55민에스와이테

크대표이사

박노신 52민광양택시 전

무

이기연 52민사업

나선거구

김성희 56민정당인

서경식 58민자영업

백성호 44진현시의원

다선거구

서상기 65민농업인

진수화 55무엔지니어

라선거구

송재천 63민포스트플레

이트사장

최한국 58민회사원

가선거구

박종원 45민정당인

윤영선 58민정당인

나선거구

추연욱 57민정당인

정철원 51무건설업

다선거구

김정오 53민담양군의원

이규헌 55민예술인

라선거구

김기성 58민담양군의원

조홍천 55민담양군의원

가선거구

김재완 63민장성군의원

차상현 64민장성군의원

임동섭 56무농업

나선거구

김행훈 66민장성군의원

김회식 52민장성군의원

다선거구

김상복 57민장성군의원

고재진 51무농업

가선거구

이국섭 50민자영업

최용환 52민무직

주성재 49무곡성군 재향

군인회사무국장

나선거구

강대광 51민정당인

이만수 60민곡성군의원

윤영규 51무농업인

가선거구

김기호 58민정당인

김송식 51무회사원

선상원 43무건설업

나선거구

박영근 65민정당인

서은식 68민구례군의원

노성원 58무농업인

가선거구

권영길 57민정당인

송영현 61민농업인

정동우 61무건설업

나선거구

김재열 51민정당인

송우섭 53민고흥군의원

다선거구

임선신 62민농업

장세선 60민고흥군의원

정순열 62무건설업

라선거구

김의규 54민고흥군의원

정종열 62민자영업

가선거구

김재철 48민보성군의원

신경균 57민노인복지관

장

안길섭 64민보성군의원

나선거구

김판선 57민보성군의원

강복수 53무건설업

다선거구

김경열 63무농업인

김영춘 71무농업인

가선거구

강순팔 52민정당인

윤영민 53민노인복지센

터대표

이선 56민정치인

윤석현 44진화순군의원

나선거구

최기천 62민농업인

박광재 51무화순군의원

다선거구

정명조 57민환경운동가

조유송 58민화순군의원

오방록 55무화순군의원

가선거구

김복실 65민장흥군의원

김화자 58무장흥군의원

유상호 55무농업인

나선거구

곽태수 51민장흥군의원

왕윤채 49민자영업

위등 49민자영업

가선거구

윤재남 59민농업

배홍준 52민상업

강승주 58무농업

위성식 58무상업

나선거구

김상윤 64민강진군의원

정중섭 46민정당인

문춘단 51민강진군의원

가선거구

김동삼 62민정당인

박성규 51민완도군의원

박인철 52민성화기업 대

표

정관범 58무무직

나선거구

박종연 63민전복양식업

조인호 49민완도군의원

다선거구

서을윤 62민행정사

박관철 59무현창수산 대

표

가선거구

이길운 48민정당인

박동인 60민자영업

김병덕 45민사업

나선거구

서해근 58무상업

정명승 53무상업

다선거구

조광영 53민정당인

김주환 60민농업

라선거구

이순이 62민해남군의원

이대배 54민농업인

가선거구

김상헌54민전전남도의원

김인정 53민진도군의원

조규탁 63민진도군의원

박영상 64무진도군의원

나선거구

주선종 67민진도군의원

장영태 63무진도군의원

가선거구

박찬종 66민농업

이하남 68민사회복지시

설

박영배 65무영남군의원

나선거구

강찬원 55민농업

김철호 62민영암군의원

다선거구

조정기 54민자영업

박영수 55민농업

가선거구

김원중 44민회사원

박성재 69민축산업

정길수 57민무안군의원

나선거구

김만수 63민자영업

이요진 61민자영업

다선거구

이동진 56민회사원

이정운 55무무직

가선거구

심기동 54민자영업

최은영 54민자영업

강필구 63무영광군의원

장세일 50무회사원

나선거구

김강헌 58민영광군의원

김양모56민전영광군의원

장기소 51무영광군의원

가선거구

이윤행 48민자영업

정철희 65민정당인

이진섭 72무농업인

나선거구

이재영 56민농업인

정경임 53민농업인

정수길 59무자영업

가선거구

주윤덕 60민정당인

양영모 59무신안군의원

나선거구

이원용 56민자영업

최춘옥 56민농업

조영훈 64무신안군의원

다선거구

이종주 53민농약사운영

권오연 49무신안군의원

라선거구

정광호 51민신안군의원

신인배 59무무직

광 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 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신안군

▲이름 ▲나이정당 ▲직업경력

정당명 약칭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정정의당 노노동당 무무

소속

범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