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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로는 사상처음실시되는제

19대대선사전투표첫날인 4일전남의투

표율이 167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의 사전투표 참여 열기

가뜨겁다 관련기사23456면

사전투표 참여 열기는 9일 본선까지 포

함한전체투표율을견인하면서 19대대선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다는 관

측까지나온다

특히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선후보와

국민의당안철수대선후보가경합을벌이

고있는광주와전남에서는첫날사전투표

율 등을 감안할 경우 역대 최대치의 투표

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

다

4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대통령선거로는처음으로실시된

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광주 투표율은

1566% 전남 투표율은 1676%를 기록했

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현재까지

광주는 선거인 116만6901명 중 18만2738

명이투표했다

자치구별로는동구가1679%로가장높

았고 이어▲남구 1626% ▲서구 1613%

▲북구 1588 ▲광산구 1436% 순이었다

전남은 선거인 157만2838명 가운데 26

만3591명이 투표했다 곡성이 2113%로

가장 높았고 ▲장성군 1927% ▲나주시

1893% ▲강진군 1877% ▲구례군 18

75% 순이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각각

1523% 1528%로다른지역에비해상대

적으로낮았다

사전투표일 첫날 전국 평균 투표율은

1170%이며 전남사전투표율은전국시

도 중 가장 높았다 세종이 1587%였으며

다음이광주다 전북도 1506%로 4번째로

높았으며 이어경북 1277%순이었다

대선에대한관심도가어느때보다높은

데다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이텃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광

주와전남지역최종사전투표율은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율 광주 1575% 전남

188%를크게웃돌것으로보인다

또한사전투표율이전체투표율을견인

하면서 오는 9일 선거일까지 포함 이번

광주전남지역 대선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

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는 광주가 95곳

전남이 297곳이며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치러진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확실한 정권교체

를위해 1위후보문재인후보에게전략적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했고 국민의당은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도 계파 패권주

의도아닌새로운정치 미래를 여는정치

를위해호남의압도적지지를호소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총괄선대본

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과반의

압도적승리로안정적국정개혁동력을확

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면서 그

선두에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앞장 서 달

라고문재인후보지지를호소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걸

어서 국민 속으로에 발 맞춰 광주전남

선대위도 오는 9일 선거일 전날까지 4박5

일 120시간 일정으로 걸어서 시민 속으

로 333 캠페인에돌입한다고밝혔다 333

은 안 후보의 기호인 3번과 호남지역 목

표 득표수인 300만표 하루 보행 목표인

3만보의합성어다

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의 전폭 지지로 거대 양당체제에 새 바람

을 일으켰듯 19대 대선에서도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

소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한국경제에봄은오는가

코스피가 4일 6년 만에 장중종가 기

준 사상최고치기록을다시썼다 증시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사상최고가 행

진에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지속 등

의긍정적인평가를내놓으면서올해 2

300선을돌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7포인트

(097%) 오른 224124에 거래를 마감했

다 2011년 5월 2일세운종가기준역대

최고치(222896)를 1228포인트 차이로

경신하고지금껏한번도밟아보지못한

2240선마저넘어섰다

외국인은 3643억원어치를 순매수했

다 기관은 3천335억원순매도했고개인

도 708억원매도우위였다

시총 1위 대장주 삼성전자의 사상최

고가 행진도 지수 상승에 탄력을 더했

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보다 138%

오른 22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SK하이닉스

(090%) 현대차(066%) 등 상위주가

동반 상승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

다

이날대부분업종이활짝웃었다

운수창고(203%) 화학(182%) 비금

속광물(164%) 기계(138%) 서비스업

(137%) 전기전자(134%) 은행(1

28%) 증권(117%)이올랐다 하락한업

종은 통신업(172%) 철강금속(1

25%) 전기가스업(063%) 등 3개업종

뿐이었다 이날 550개종목이상승마감

했고 240개 종목은 하락했다 75개 종

목은보합세를보였다

코스닥지수도 동반상승 630선을 회

복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 868포

인트(139%) 오른 63511에 장을 마쳤

다 나흘만에반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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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새역사

34년만에사상최고  외국인매수세견인

총선의 2배대선사전투표 열풍

인도 출신 바수무쿨(53)씨는 지난

1999년한국으로귀화한뒤 2008년광주

시 동구 계림동에 비영리민간단체 유니

버셜문화원을 설립했다 이주노동자들

을 위한 쉼터 운영과 숙식제공 인권보

호운동등을벌이며이주민들의안정적

인정착을돕고있다

그는 아직도 한국에서 인종차별로 고

통을 겪는 이주민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주민과 그 2세들이 교육과 취업 등에

서 편견과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있길간절히바라고있다

바수무쿨씨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국민

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국

을 만들어

주길 바란

다며 투표

참여 이유

를 국가의

안전과 이

주민인권보장을위해서라고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광주일보대선투표캠페인  #나는 투표한다왜냐하면

인도출신바수무쿨

국가의안전과이주민인권보장을위해서

18세청소년들모의투표

우리도대통령뽑아요 6면

新팔도유람  경남

제59회밀양아리랑축제 18면

제19대대선사전투표첫날인4일광주시북구용봉동투표소에인근전남대학생과시민들이사전투표를하기위해줄지어서신분을확인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1566%전남 1676% 전국최고오늘까지투표

민주 확실한 정권교체 위해 1위 후보에 표 몰아달라

국민의당 새정치미래 위해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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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