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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노

(55새정당인)

▲27억9천700만원

▲병역필(병장) ▲1

천780만원(소득 1천

400만원재산 380만

원) ▲전과없음

최진

(56민대통령리더

십연구원원장)▲ 12

억8천200만원▲병역

필(병장) ▲930만원

(소득 310만원재산

620만원) ▲전과없음

장병완

(63국국회의원) ▲

82억5천만원 ▲병역

필(중위) ▲1억5천

330만원 (1억 4천 448

만원재산 845만원

종부 37만원) ▲전과없음

신나리

(27여민중간호사)

▲7천600만원▲병역

비대상 ▲300만원(소

득 300만원) ▲전과

없음

강도석

(61무정치인) ▲4

억9천300만원▲병역

필(하사) ▲131만원

(소득 2만원재산

129만원)▲도로교통

법위반벌금100만원

강운태

(67무정치인) ▲36

억1천800만원▲소집

면제(장기대기) ▲8

천344만원(소득 7천

336만원재산 1천8만

원) ▲전과없음

광주

동남갑

정준호

(35민변호사)

▲6억9천100만원 ▲

병역필(이병) ▲1천

756만원(소득 1천678

만원재산 77만원)

▲전과없음

김경진

(49국변호사)

▲5억4천900만원 ▲

병역필(중위) ▲2억7

천194만원(소득 2억6

천730만원재산 353

만원종부 111만원) ▲전과없음

장세레나

(45여민중자영업)

▲2억4천500만원 ▲

병역 비대상 ▲11만

원(소득 11만원) ▲전

과없음

박대우

(48무우리나물진

흥회 이사) ▲4억1천

200만원 ▲병역필(상

병) ▲646만원(소득

555만원재산 91만

원) ▲전과없음

북구갑

양병현

(61새교수)

▲8억9천200만원 ▲

병역필(병장) ▲1억3

천636만원(소득 1억2

천463만원재산 1천

173만원) ▲전과없음

송갑석

(49민정당인)

▲1억5천400만원 ▲

소집면제(수형) ▲40

만원(소득 4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등징역5년등 4건

송기석

(52국변호사)

▲6억7천200만원 ▲

병역필(병장) ▲3천

565만원(소득 3천297

만원재산 268만원)

▲전과없음

장화동

(53정시민활동가)

▲2억9천700만원 ▲

병역필(병장) ▲598

만원(소득 508만원

재산 90만원)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등집유 2년등2건

이은주

(44여민중정당인)

▲1억4천100만원 ▲

병역 비대상 ▲1천

102만원(소득 990만

원재산 112만원) ▲

전과없음

서구갑

문충식

(57새정당인)

▲6억2천800만원 ▲

병역필(병장) ▲1천

332만원(소득 1천257

만원재산 77만원)

▲대기환경보전법위반벌금100만원

이병훈

(59민정당인)

▲12억7천900만원▲

병역필(중위) ▲3천

267만원(소득 3천30

만원재산 237만원)

▲전과없음

박주선

(66국국회의원)

▲20억5천900만원

▲병역필(대위) ▲8

천84만원(소득 4천

768만원재산 2천648

만원종부 668만원) ▲전과없음

황인용

(26민중학생)

▲0원 ▲병역필(일

병)

▲0원▲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위반벌

금 100만원

동남을

김연욱

(49새㈜마이스터

연구소대표이사) ▲3

억5천300만원▲병역

필(하사) ▲3천528만

원(소득 3천409만

원 재산 119만원) ▲전과없음

양향자

(49민정당인)

▲33억800만원 ▲병

역 비대상 ▲2억9천

948만원(소득 2억9천

705만원재산 243만

원) ▲전과없음

천정배

(61국국회의원)

▲8억5천100만원 ▲

병역필(대위) ▲7천

134만원(소득 6천886

만원재산 248만원)

▲전과없음

강은미

(45여정정당인)

▲2억6천800만원 ▲

병역 비대상 ▲249만

원(소득 113만원재

산 136만원) ▲전과없

음

고기담

(48민중정당인)

▲5천700만원 ▲제2

국민역 ▲59만원(소

득 6만원재산 54만

원) ▲공무집행방지

치상등징역집유3년등5건

김하중

(55무전남대교수)

▲12억3929만원 ▲소

집면제(생계곤란) ▲3

천457만원(소득 2천

723만원 재산 734만

원) ▲전과없음

서구을

이인호

(52새중소기업인)

▲10억4천700만원▲

병역필(병장) ▲4천

21만원(소득 3천671

만원재산 350만원)

▲전과없음

이형석

(54민정당인)

▲5천700만원▲병역

필(병장) ▲948만원

(소득 879만원재산

69만원) ▲전과없음

최경환

(56국㈔김대중평화

센터 공보실장) ▲2억

6천200만원 ▲소집면

제▲ 200만원 (소득

131만원재산 69만

원) ▲집시법징역1년6월등2건

윤민호

(45민중정당인)

▲6천400만원▲병역

필(상병) ▲110만원

(소득 1만원재산

109만원)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노남수

(46무시민운동가)

▲7억1천600만원 ▲

병역필(병장) ▲169

만원(소득 10만원재

산 159만원) ▲도로교

통법위반벌금100만원

이영수

(64무종교인)

▲2천900만원▲병역

필(병장) ▲1천58만

원(소득 1천57만원

재산 1만원) ▲사기

벌금 150만원등 2건

북구을

정윤

(67새행정사)

▲3억1천300만원 ▲

병역필(소령) ▲524

만원(소득 451만원

재산 72만원) ▲장애

인고용촉진법위반벌금 100만원

이용빈

(51민의사)

▲18억7천200만원▲

병역필(병장) ▲1억

633만원(소득 1억509

만원재산 125만원)

▲전과없음

김동철

(60국국회의원)

▲20억2천200만원▲

병역필(일병) ▲4천

118만원(소득 3천987

만원재산 57만원

종부 73만원) ▲전과없음

나경채

(42정정당인)

▲1억100만원▲병역

필(병장) ▲145만원

(소득 86만원재산

60만원) ▲일반교통

방해벌금 100만원

정형호

(60민주정당인)

▲4억8158만원▲병

역필(병장) ▲2억

9799만원(소득 1억

8693만원재산 9423

만원) ▲전과없음

김해정

(38여민중노동자)

▲2억4천900만원 ▲

병역 비대상 ▲860만

원(소득 720만원재

산 140만원) ▲전과

없음

광산갑

심정우

(56새호남대 초빙

교수) ▲3억7천만원

▲병역필(병장) ▲1천

228만원(소득 1천202

만원재산 2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벌금300만원

이용섭

(64민정당인)

▲8억6천만원 ▲병역

필(일병) ▲7천765만

원(소득 7천230만원

재산 526만원종부 9

만원) ▲전과없음

권은희

(42여국국회의원)

▲12억6천만원 ▲병

역 비대상 ▲2천633

만원(소득 1천660만

원재산 974만원) ▲

전과없음

문정은

(29여정정당인)

▲2천200만원 ▲병

역 비대상 ▲14만원

(소득 14만원) ▲전과

없음

최경미

(48여민중정당인)

▲2억5천500만원 ▲

병역 비대상 ▲235만

원(소득 170만원재

산 65만원) ▲전과없

음

한남숙

(61여무기업인)

▲32억400만원 ▲병

역 비대상 ▲1천557

만원(소득 1천530만

원재산 28만원) ▲

경매방해벌금 300만원등 4건

광산을

박석만

(50새정당인)

▲12억6천300만원▲

병역필(병장) ▲2천

144만원(소득 1천945

만원재산 199만원)

▲도로교통법위반벌금 400만원

조상기

(66민정당인)

▲17억7천800만원▲

병역필(이병)▲2천

219만원(소득 1천842

만원재산 378만원)

▲전과없음

박지원

(73국국회의원)

▲10억8천500만원 ▲

병역필(병장)▲4천411

만원(소득 3천732만

원재산674만원종부

5만원)▲남북협력법위반등징역3년

문보현

(50정정당인)

▲4억5천800만원 ▲

병역필(일병) ▲219

만원(소득 153만원

재산 67만원) ▲집시

법위반등징역2년 6월집행유예 3년

김환석

(38민중민주노총

전남본부 노동안전국

장) ▲1억6천만원 ▲

병역필(병장) ▲28만

원(소득 28만원) ▲특

수공무집행방해등 4건

송태화

(54무㈜제이앤컴

퍼니대표이사) ▲0원

▲소집면제(장기대

기) ▲56만원(소득 56

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50만원등 2건

유선호

(62무변호사)

▲31억4천만원 ▲병

역필(일병) ▲3천383

만원(소득 3천271만

원재산세 112만원)

▲전과없음

김한창

(43무동국대 객원

교수) ▲3억4천500만

원 ▲병역필(이병) ▲

1천51만원(소득 919

만원재산 132만원)

▲전과없음

전남

목포

김종우

(58새정당인)

▲9억6천600만원 ▲

병역필(병장) ▲554

만원(소득 340만원

재산 214만원) ▲명예

훼손벌금100만원

신정훈

(51민국회의원)

▲2억6천400만원 ▲

소집면제(수형) ▲36

만원(소득 28만원재

산 9만원)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등징역 3년등 5건

손금주

(44국변호사)

▲5억2천500만원 ▲

병역필(상병) ▲4억4

천653만원(소득 4억4

천453만원재산 200

만원) ▲전과없음

조성학

(53새정당인)

▲1억9천700만원 ▲

제2국민역(귀가) ▲

533만원 (소득492만

원재산 41만원)▲음

주운전) 벌금 200만원

이개호

(56민국회의원)

▲19억5천600만원▲

병역필(병장) 3천387

만원(3천182만원▲

재산 205만원) ▲전

과없음

강형욱

(61국서북전남발

전연구원장) ▲14억

500만원 ▲병역필(이

병) ▲2억1천392만원

(소득 2억911만원재

산 481만원) ▲전과없음

김천식

(74무정치인)

▲2억7천800만원 ▲

병역필(중사) ▲114

만원(소득 30만원재

산 84만원) ▲전과없

음

나주화순

김성훈

(51새정당인)

▲3억6천100만원 ▲

병역필(중령) ▲58만

원(소득 58만원) ▲상

해벌금 100만원

백무현

(51민정당인)

▲1억6천300만원 ▲

제2국민역(질병) ▲

938만원(소득 934만

원재산 4만원) ▲전

과없음

주승용

(63국국회의원)

▲45억1천300만원병

▲역필(중위) ▲1억7

천304만원(소득 1억1

천304만원재산 5천

349만원종부 652만원) ▲전과없음

황필환

(34정정당인)

▲3천800만원▲병역

필(병장) ▲272만원

(소득 259만원재산

13만원) ▲전과없음

김상일

(53민중정당인)

▲1억6천800만원 ▲

병역필(병장) ▲142

만원(소득 134만원

재산 8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벌금 150만원

여수을

주영순

(70새국회의원)

▲ 70억 4천 700만 원

▲병역필(대위) ▲3

억2천927만원(소득 2

억3천701만원재산 9

천18만원종부 208만원) ▲전과없음

서삼석

(56민정당인)

▲7억7천800만원 ▲

병역필(병장) ▲2천

780만 원 (2천 444만

원재산 337만원) ▲

전과없음

박준영

(69국정당인)

▲15억5천800만원

▲병역필(병장)

▲2억3천850만원

▲전과없음

장문규

(48정노동운동가)

▲1천300만원

▲병역필(병장)

▲0원 ▲공용물건손

상 등 벌금 200만원

등 2건

박광순

(38민중농업)

▲2억1천500만원▲제

2국민역(수형) ▲71만

원(소득 34만원재산

37만원)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징역장기1년6월단기1년

담양함평
영광장성

이승안

(62새순천제일대

겸임교수) ▲15억2천

600만원 ▲병역필(병

장) ▲1억3천354만원

(소득 1억3천134만

원재산 220만원) ▲전과없음

우윤근

(58민국회의원)

▲21억700만원 ▲병

역필(일병) ▲6천856

만원(소득 5천509만

원재산 1천221만원

종부 126만원) ▲전과없음

정인화

(58국정당인)

▲15억5천500만원▲

병역필(일병) ▲2천

673만원(소득 2천665

만원재산 9만원) ▲

전과없음

유현주

(45여민중정당인)

▲5천만원 ▲병역 비

대상 ▲103만원(소득

55만원재산 48만원)

▲전과없음

박형모

(48무건설업)

▲6억8천400만원 ▲

병역필(상병) ▲527

만원(소득 437만재

산 90만원)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2건

최유성

(51무㈜신광구 대

표이사) ▲2억3천400

만원 ▲병역필(병장)

▲1천904만원(소득 1

천904만원) ▲전과없

음

장대범

(38무피아노 조율

사) ▲1억9천300만원

▲제2국민역(생계곤

란) ▲9만원(소득 9만

원) ▲전과없음

광양곡성구례

신정일

(50새치과의사)

▲7억9천만원 ▲병역

필(대위) ▲9억6천

676만원(소득 9억6천

483만원재산 193만

원) ▲전과없음

송대수

(60민정당인)

▲12억2천만원▲제2

국민역(근시) ▲2천

908만원(소득 125만

원재산 2천783만원)

▲전과없음

이용주

(47국변호사)

▲6억9천800만원 ▲

병역필(이병) ▲6천

755만원(소득 5천701

만원재산 936만원

종부 118만원) ▲전과없음

김영규

(59무정치인)

▲3억4천200만원 ▲

병역필(일병) ▲1천

94만원(소득 975만

원재산 119만원) ▲

전과없음

이광진

(50무회사원)

▲5억800만원▲병역

필(병장) ▲141만원

(소득 2만원재산

139만원)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여수갑

이정현

(57새국회의원)

▲6억900만원▲병역

필(병장) ▲3천117만

원(2천764만원재산

354만원) ▲전과없음

노관규

(55민변호사)

▲24억400만원 ▲병

역필(병장) ▲1천173

만원(소득 758만원

재산 415만원) ▲전과

없음

구희승

(53국변호사)

▲26억5천900만원소

▲집면제(2회 귀가)

▲1억9천430만원(소

득 1억8천621만원재

산 809만원) ▲전과없음

최용준

(54민주정당인)

▲14억3천400만원▲

병역필(일병) ▲20만

원(소득 15만원 재산

5만원) ▲음주측정거

부등벌금 400만원등 2건

정오균

(39민중정당인)

▲3천900만원 ▲제2

국민역(수형) ▲669

만원(소득 636만원

재산 33만원) ▲특수

공무집행방해등징역 2년

박상욱

(51무전남교육미

래위원) ▲2억1천400

만원 ▲병역필(하사)

▲2천402만(소득 2천

402만원) ▲공무집행

방해등집행유예 3년등 3건

순천

장귀석

(62새청암대 특임

교수) ▲1억400만원

▲병역필(일병) ▲

171만원(소득 165만

원재산 6만원) ▲전

과없음

신문식

(61민국회의원)

▲5억4천400만원 ▲

병역필(하사) ▲260

만원(소득 4만원재

산 257만원) ▲전과없

음

황주홍

(64국국회의원)

▲25억5천만원▲병역

필(일병) ▲6천727만

원(소득 5천만원재산

1천512만원재산 54

만원) ▲정보통신법위반벌금100만원

위두환

(50민중농업)

▲3천200만원 ▲병역

필(병장) ▲89만원(소

득88만원재산2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징역1년6월등5건

고흥보성
장흥강진

명욱재

(70새정당인)

▲8천800만원▲병역

필(병장) ▲292만원

(소득 249만원재산

43만원) ▲사기벌금

200만원등 2건

김영록

(61민국회의원)

▲12억2천만원 ▲병

역필(병장) ▲5천502

만원(소득 5천354만

원재산 148만원) ▲

전과없음

윤영일

(58국한국외대 초

빙교수) ▲18억5천

100만원 ▲병역필(이

병) ▲1억9천723만원

(소득 1억9천만원재

산 698만원종부 25만원) ▲전과없음

윤재갑

(61민주정당인)

▲4억3천100만원 ▲

병역필(소장) ▲2천

404만원(소득 2천159

만원재산 245만원)

▲전과없음

이정확

(47민중자영업)

▲6억1천만원 ▲병역

필(하사) ▲1천101만

원(소득 230만원재

산 870만원) ▲업무

방해벌금 300만원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광주지역선거구

광산구을

광산구갑
서구을

동남을

서구갑
북구갑

북구을

동남갑

표보는법

※ 정당명 약칭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당국정의당정민주당민주 공화

당공 노동당노 녹색당녹 민중연합당

민중 복지국가당복 나머지정당기타 무소

속무등으로표기

※후보이름(나이정당직업) 재산 병역 납세

전과順

전남지역선거구

순천

광양구례곡성

여수을

여수갑
고흥보성
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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