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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이번64 지방선거에

서논란을빚으면서까지첫도입한광주시

의원 여성전용선거구에서나선여성후

보들이 모두승리를 거둬 일단 합격점이

라는평가다

그러나 여성 선거구 를 지정하는 과정

에 남성 후보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 전문직및여성정치신인들의외부영

입이 없었다는 점은 낙제점이라는 지적

이다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새정치민주연

합의 여성 선거구에 나선 여성 후보 4명

이모두당선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선거구 1곳

씩을여성선거구로정했다

이때문에예비후보로등록해표밭을누

볐던 일부 남성 후보들이 다른 선거구로

옮겨가거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태가벌어졌다

광주 서구 4선거구에서는 새정치연합

주경님 후보가 5230%의 득표율을 기록

해 3671%를 얻은 정의당 강은미 후보를

꺾고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강 후보는

현직 시의원이었고 주 후보는 서구의회

비례의원이었다

전직남구의회의장끼리성대결을벌였

던남구2선거구에서는새정치연합유정심

후보가 6580%로 무소속권용일(3419%)

후보를높은격차로누르고당선됐다

북구 4선거구의 새정치연합 전진숙 후

보도 5391%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직 시

의원이었던 무소속 이상동 후보(2640%)

를 더블스코어차이로 누르고 시의원 배

지를달게됐다

광산구 3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옥자 후보가 5198%로 2434%를 얻은

무소속 채종순 후보를 눌렀다 채 후보는

광산구의원을지내고이용섭전국회의원

의 언론특보를 맡아 바닥 민심이 좋을 것

으로예상됐지만 이번지방선거에서불어

닥친 새정치민주연합의 돌풍을 막지는

못했다

애초새정치연합경선과정에서 여성선

거구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남성 후보

들이 불만을 제기했었다 여성 가산점도

주는데 또 여성 선거구를도입해두 번의

혜택을준다는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여성 선거구 도입을 통해 여

성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거나 전문

가 그룹의 외부 영입 등이 있어야 했는데

도경선일에쫓겨급하게추진하면서이를

외면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새정치광주시의원 여성 선거구 모두 승리

64 지방선거에 체급을 낮춰 도전장을

낸후보들의대다수가고배를마셨다

국회의원과군수선거에서연거푸쓰디

쓴 패배를 맛본 진도의 곽봉근 후보는 선

거체급을 대폭 낮춰 군의에 도전했지만

또다시낙선했다

지난 34년 간 국회의원 선거 3번 군수

선거 4번 등총 7차례 도전에서 모두실패

한그는이번에진도군의회가선거구에새

누리당 옷을 입고 출마했지만 391%의

지지율을얻는데그쳤다

여당 불모지인 데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반(反) 새누리당정서를극복하지못

한것으로풀이된다

같은선거구에출마한한승주전전남도

의원도체급을낮춰무소속으로출마했지

만득표율이 51%에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후보 경선

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광주 북구의회 마

선거구에무소속으로출마한정순영후보

도 129%의득표율을기록하며탈락의아

픔을겪었다

또한 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

속으로광주 서구의회가선거구에도전한

김수영 후보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

보당후보에밀려탈락했다

전남도의원을지낸김상배후보도당공

천을받지못하자여수시기초의원에도전

했지만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못하면

서무소속의한계를절감했다

4년 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전남도의

원에도전장을냈다가아깝게낙선한농민

회장 출신 주경채 후보도 체급을 낮춰 이

번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영광군의원에

도전했으나 득표율 133% 5위로 고배를

마셨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무소속으로 16

번째 도전해 낙선한 다음 체급을 낮춰 광

주남구청장에도전장을던진강도석후보

도두자릿수(158%) 득표율에도불구 76

6%의 표를 쓸어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최

영호현청장의벽을넘지못했다

반면 2010년 제5회지방선거당시국민

참여당 후보로 광주 동구청장에 출마했다

가민주당유태명후보에패한임택후보는

이번엔 광주시의원에 도전 737%의 득표

율로무소속김종민후보에압승했다

제7대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김상헌 후

보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진도군의회

선거에출마해같은선거구 14명중 1위로

군의원배지를달게됐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체급낮춰출마한후보들줄줄이탈락

전국적으로 진보정당의 강세지역으로

통하는광주전남에서진보정당의위상이

땅에떨어졌다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이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을

비롯한광역기초의원후보 144명을냈지

만 당선자는 출마자의 13%에 불과한 19

명에그쳤다

이석기파동에이은종북논란과정당해

산 심판 후폭풍으로 당세가 위축된 통합진

보당의 추락이 두드러졌고 정의당과 노동

당도기성정당의높은벽을넘지못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경

우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에서총

39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광

주에서첫지역구시의원 1명을배출했고

전남에서는 2명의 지역구 도의원이 당선

됐다

기초의원선거에서도광주에서 10명 전

남에서 14명이당선되면서광주전남에서

통합진보당 돌풍을 일으키며 전국의 진

보정당 1번지로 떠올랐다 또한 광주전

남에서민주당 일당독점을견제할수있

는 풀뿌리대안정당으로급부상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광주시의원전선거구

19곳에 후보를 모두 내고 첫 교섭단체 구

성을목표로뛰었지만 단 1명도당선되지

못했다통합진보당은이번선거에서광주

시의원비례대표이미옥후보 1명을비롯

남구의회선거배진하후보등구의원 9명

을당선시키는데그쳤다

특히 5개 자치구 기초의회 비례선거에

서는단한명도당선시키지못하는처참한

패배를당했다

전남지역성적표는더욱초라하다오미

화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명을 포함

해 기초의원 4명만이 당선됐고 기초비례

선거에서여수와순천 해남에서각각 1명

씩을당선시켰다

정의당은 광주전남에서 19명의 후보

가 출마했지만 목포에서만 기초의원 2명

(비례 1명 포함)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특히현직인강은미광주시의원도재선도

전에나섰지만새정치민주연합주경님후

보에게 패배했다 노동당은 11명의 후보

가나섰지만 단한석도건지지못했다

4년 사이 진보정당의 성적이 크게 떨어

진 것은 이석기 파동등으로 진보정당의

분화 등으로인해당세위축을가져오면

서 광주전남에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

어졌던게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박빙의승부를

보이고있는광주시장선거에서의승리를

위해 광주에 당 지도부와 당직자 등 당력

을퍼부으면서 기초의원선거에까지영향

이미쳤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선거 특성상 지방정부

에서새정치민주연합의일당독점을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당 후보들이 지

방의회에많이진입하지못하면서일당독

점 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

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진보정당 광주전남서왜몰락했나?

투표함도줄섰어요

지방의원 19명 배출그쳐 2010년 절반

새정치 당지도부 광주 올인도 영향 미쳐

첫도입일단합격점 전문직등인재영입은낙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