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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후보등록마감과함께더불

어민주당(이하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

남주도권잡기에총력전을펼치고있다

<관련기사234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지난 26

일과 27일 1박2일 일정으로광주전남지

역을순회하며지지를호소했다 김 대표

는 27일광주시서구DJ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 살리기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413 총선이

끝나면 더민주가 옛날과 같은 패권주의

정당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다며 비대위 대표로서 그런 상황이

절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이어 저도여기

서 초중학교를 졸업했고 뿌리가 있는

사람이며 호남인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

다 며 이소망을더민주와제가대변하

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413

총선에서 새싹(더민주 후보들)에게 절

대적지지를보내국회로보내달라고지

지를호소했다

이에앞서김대표는지난 26일 광주에

서기자간담회를갖고내가문재인대리

인비슷하게 (왔다고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대리인 노릇을 하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날전남순천대에서열린 더불어경

제콘서트에서 호남정치인들이기득권

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특정인의 욕망에

편승하면서 마치 새로운 정치를 이룩할

수있는것처럼착각하게만들었다고국

민의당을비판하기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에 맞

서 지난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서더민주의진짜주인이누구인지만

천하에 밝혀졌다 며 (더민주가) 잘 화

장했지만 총선이 지나면 다시 정체가 드

러나고정권교체에서더멀어질 것이라

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27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호남 행보와

관련 국보위 출신수장이 지휘하는 더

민주는야당의정체성과거리가멀다며

국민의당이호남 28석 전체를석권하는

것도허황된목표는아니라고생각한다

고밝혔다 박지원의원은이날자신의트

위터를 통해 국보위 이래 전두환 노태

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호남 소외에 말 한마디 했는가를

생각하면소가웃을일이라고김종인대

표에날을세웠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 518 국립묘지

를 참배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

을열고총선필승결의대회를가질예정

이다

한편 여야가당을선거체제로전환한

가운데새누리당은 원내과반의석재확

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

주당은 130석 이상을 확보 여소야대(與

小野大) 구도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

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20석을 우선

적으로확보하는등최대 40석을 전국정

당 득표율도 20% 이상 얻겠다는 계획이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

원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주와 전

남모두시도가분리된뒤치러진총선가

운데가장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

27일 광주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

과 광주 8개 선거구에 43명 전남 10개 선

거구에 52명후보가등록했다

경쟁률은각각 54대 1과 52대 1이었다

광주시가전남도에서분리돼처음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

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 역대 총선 경쟁률은 ▲13대 36대

1▲1415대 45대 1▲16대 43대 1▲17

대 49대 1 ▲18대 48대 1 ▲19대 41대 1

등이었다

전남 역시 13대 이후 기준으로 최고 경

쟁률을 기록했던 18대(45대 1)보다 높았

다

이처럼경쟁률이역대선거에비해높아

진것은야권분열로인해국민의당이등장

하면서 경쟁구도가 다원화된 영향으로 보

인다 더민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등야

권은물론새누리당도두루후보를내면서

경쟁률은더욱높아진것으로분석된다

선거구별로는 광주 동남갑 서구을 북

구을 광산갑과광산을등 5개 선거구에 6

명씩출마했다 서갑은 5대 1 동남을과북

갑은 4대 1의경쟁률을보였다

전남에서는국민의당박지원의원지역

구인 목포에서 무소속 3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8명이 도전했다 나주화순은 새누

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만 1명씩 출

마해대조를이뤘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국민의당 민중연

합당이 광주 전 선거구에 새누리당은 북

갑을제외한 7곳에후보를냈다 정의당 4

명 민주당 1명 무소속 6명등이었다

무소속후보가운데는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구속돼옥중출마를단행한강운태

(동남갑) 전광주시장도포함됐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총선 후

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

에 944명의후보가등록해 373대1의경쟁

률을기록했다 또이번총선에는모두 25

개정당이참여해 역대최다를기록했다

역대 총선 경쟁률은 ▲2004년 17대 총

선 484대 1 ▲2008년 18대 총선 457대 1

▲2012년 19대 총선 367대 1로 하락세를

보이다가이번에약간올라갔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호남민심잡기 野전혈투 광주 54대 1전남 52대 1

95명 후보등록전국최고경쟁률전국평균 373대 1

더불어민주당김종인비상대책위원회대표와국민의당천정배공동대표가 27일 오후광주시청문화광장에서열린부활절예배에서나란히앉아서로

다른곳을바라보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액

은각각 5억9557만원 10억8348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8143만원 1억

553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광주에

서는 47명(66%) 전남에서는 66명(786%)

의공직자가재산을불리는데성공했다

<관련기사2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윤장현

시장은 2억1000만원대 토지와 4억7000만

원대 아파트 6억2000만원대의 본인과 배

우자 예금을 신고했다 총액은 9억7600만

원이다 14억원이넘었던빚은병원건물을

팔아 3억원대로 크게줄었다 이낙연 전남

지사의 재산은 14억6802만원으로 전년보

다 9176만원이 감소했다 자동차 가격 하

락과배우자주식감소등이그원인이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5578만원이 증가한 9억9005만1000원 명

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3억

3257만원이 증가한 62억1502만원으로 집

계됐다광주와전남에서가장많은재산액

을신고한공직자는임순애남구의원과임

명규 전남도의원으로 각각 34억5398만원

과 77억2539만원의재산을보유하고있다

광주구청장중에서는임우진서구청장

이 최고 재력가로 예금과 건물 유가증권

등 26억6700만원을 신고했다 임 청장은

배우자 예금 19억7000여만원 본인 5200

만원 등 예금만 무려 21억6600만원에 달

했다 전남시장군수중에서는김철주무

안군수가 1년동안 9억722만원의 재산을

불려 47억6497만원을신고했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은올해신고한재

산이 6억1382만원으로지난해 5억2927만

원보다 8455만원이 장만채전남도교육

감은올해 5억6358만원으로 지난해 5억

4266만원보다 2092만원이각각증가했다

윤영기윤현석기자penfoot@

광주 5억9557만원전남 10억8348만원

고위공직자평균재산

윤장현시장 9억7600만원

이낙연지사 14억6802만원

광주고려인마을특화거리조성7면

문화원류브럇트문화의뿌리18면

가까이하기엔

김종인더민주대표 패권주의정당회귀않도록최선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호남 28석 전체 석권이 목표

총선 목표는 새누리 150더민주 130국민의당 40석

광주전남 20대총선후보 5면

동구청장후보전국후보자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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