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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광역비례

광주 전남

▲나현민 55여사회단체인

▲최영환민 34 정당인

▲최미정민 49여정당인

▲김효숙 한 58여어린이집원

장

▲정경남바 47여정당인

▲정현주바 45여정당인

▲이영순평 59여정당인

▲장연주 정 49여광주시민센

터공동대표

▲ 박종선 정 43장애인문화관

광센터본부장

▲한연님 중 56여학교비정규

직노동자

▲박은영 노동당 36여비영리

민간단체종사자

▲강선양녹색당 46여활동가

▲윤명희 여 57민그린이앤씨

대표

▲한근석57민코끼리어린이집

이사장

▲정옥임여 46민정당인

▲김경자 여 44 민한우리영농

조합법인대표이사

▲김영자여 59민농업인

▲정찬규 68민토목엔지니어

▲권애영여 53한도의원

▲김명자여 58바농업

▲이하남72바정당인

▲김복실 여 69평장흥주류상

사대표

▲김영철 64 평건설업

▲최현주 여정 49시민단체 활

동가

▲장문규 50정민주노총 영암

군지부노동상담소장

▲황호순여 44 중노동자

▲김승애여 48중농민

▲김주혜여 41녹노래하는사람

광주

전남

◇동구

<1선거구>

▲ 이홍일 민 59민주당 광주

시당부위원장

▲양혜령바 55여광주동구

치과의사회장

▲홍두석평 51자영업

<2선거구>

▲박미정민 50여민주당광

주시당동남을부위원장

▲박대현바 52정당인

▲이재임평 64 여정당인

▲곽성용중 33시민단체상근

◇서구

<1선거구>

▲장재성민 54 정당인

<2선거구>

▲정순애민 62여정당인

▲이은주중 46여정당인

<3선거구>

▲송형일민 50정당인

▲신태양평 57정당인

<4선거구>

▲황현택민 57정당인

◇남구

<1선거구>

▲김용집민 54광주시민사회

단체총연합공동대표

▲강도석무 63한민족통일문

제연구소장

<2선거구>

▲김점기민 59정당인

▲ 김애정 평 48여이담출판

사대표

▲ 지금숙 무 53여광주전남

민주시민연대여성위원장

<3선거구>

▲임미란민 52여민주당광

주시당부위원장

▲박춘수평 58 광주시의원

◇북구

<1선거구>

▲반재신민 55 광주시의원

▲오동오평 61 광주북구문화

원원장

▲나규복중 31회사원

<2선거구>

▲이경호민 46정당인

▲장희연평 41여정당인

<3선거구>

▲신수정민 45여정당인

▲박선하바 64 여정당인

▲김재찬평 52자영업

<4선거구>

▲조석호민 57정당인

▲장영희평 56여정당인

▲ 이선미 중 28여광주평화

통일교육센터강사

<5선거구>

▲김동찬민 53정당인

<6선거구>

▲김나윤민 46여변호사

▲허석진평 54 정당인

◇광산구

<1선거구>

▲김익주민 55공인중개사

▲정진태바 57회사원

<2선거구>

▲정무창민 55정당인

▲문영주바 41국회비서관

▲문태환평 62 광주시의원

▲이미옥중 51여정당인

<3선거구>

▲김학실민 56김학실아나운

서아카데미원장

▲김명철 바 49국회의원 비

서

<4선거구>

▲김광란민 47여정당인

▲김동호바 43세무사

▲최경미중 51여정당인

<5선거구>

▲ 이정환 민 39 전남대 토목

공학과겸임교수

▲김옥자바 54 여광주시의원

◇목포시

<1선거구>

▲박문옥41민자영업

▲강성휘 50평도의원

▲김인국 37무더케이대표

<2선거구>

▲조옥현48민한의사

▲이방수 53평정당인

<3선거구>

▲최선국 44 민사람과 사람

대표이사

▲고경석 55평도의원

<4선거구>

▲이혁제 48민대입전형전문가

▲김 탁 56평도의원

▲박권철48정정당인

<5선거구>

▲전경선 53민정당인

▲배종범 58평도의원

◇여수시

<1선거구>

▲이광일53민정당인

▲윤문칠 69평도의원

<2선거구>

▲강문성 52민운수업

▲최대식 60평정당인

▶3선거구

▲민병대 55민자영업

▲서정한 58평도의원

<4선거구>

▲최무경 51민나르샤관광개

발대표

▲주연창 50평도의원

<5선거구>

▲최병용 59민회사원

▲박선왜여 54 평사회복지사

<6선거구>

▲강정희여 55민도의원

▲서일용 54 평도의원

◇순천시

<1선거구>

▲김기태 63민정당인

<2선거구>

▲임종기 61민정당인

<3선거구>

▲서동욱48민도의원

▲최정원56무청솔앤발해스

쿠버대표이사

<4선거구>

▲오하근 50민정당인

▲서광철 37평서광유통 대

표

<5선거구>

▲김정희49민회사원

<6선거구>

▲신민호50민정치인

◇나주시

<1선거구>

▲이민준 54 민정당인

<2선거구>

▲최명수 60민정당인

▲김옥기 59무전남도의회의원

◇광양시

<1선거구>

▲이용재 55민백제대표이사

▲남기호60평정당인

▲이기연 56무자영업

<2선거구>

▲김태균 54 민정당인

<3선거구>

▲김길용41민정당인

▲정현완 64 평농업

◇담양군

<1선거구>

▲박종원49민정당인

<2선거구>

▲김기성 62민정당인

▲김진호60무자영업

◇장성군

<1선거구>

▲유성수49민약사

▲정 철45무기업인

<2선거구>

▲김한종 64 민정당인

▲임강환 54 평농업

◇곡성군

▲이상철 57민정당인

▲정홍균48무농업

◇구례군

▲이현창47민정당인

▲고택윤 60평정당인

▲김봉용 51중농업

▲장주옥 63무무직

◇고흥군

<1선거구>

▲박진권45민정당인

▲송영국 57평자영업

<2선거구>

▲박금래 68민정당인

▲정순열 66평정당인

◇보성군

<1선거구>

▲임영수 65민도의원

<2선거구>

▲이동현 67민상업

▲김선배 57평회사원

◇화순군

<1선거구>

▲문행주53민도의원

▲임지락 54 무회사원

▲염인문49무광고업

<2선거구>

▲구복규 63민농업

▲민병흥 58무도의원

◇장흥군

<1선거구>

▲사순문 61민정당인

▲박형대47중농업

▲이충식 53무도의원

<2선거구>

▲곽태수 55민축산업

▲김광준 65평정치인

▲황정주65무농업

◇강진군

<1선거구>

▲차영수 55민회사원

▲김승식 65평정당인

<2선거구>

▲김용호59민수산업

▲김강민47평농업인

▲전노진 61무사업가

◇완도군

<1선거구>

▲이 철 51민정당인

▲김 신 55평자영업

▲박현호67무도의원

<2선거구>

▲신의준 54 민농수산업

▲김동준 60평정당인

▲박종연 67무전복종묘생산업

◇해남군

<1선거구>

▲김성일52민도의원

▲최재희48평인문학강사

▲정광춘 54 무무직

<2선거구>

▲조광영 57민정당인

▲박성재 57평정당인

▲심재신 56무남창리장

◇진도군

▲서재완 62민정당인

▲김희동 67평정당인

◇영암군

<1선거구>

▲우승희44 민도의원

▲박복용 60평농업

<2선거구>

▲손남일 49민자영업

▲전일영 56평정당인

▲이보라미여 50정현대삼호

중공업대리

◇무안군

<1선거구>

▲이혜자여 61민도의원

▲박근수 58평궁뜰농장대표

▲정길수 61무무직

<2선거구>

▲나광국 38민정당인

▲김영석46평정당인

▲임충성 57무연구원

◇영광군

<1선거구>

▲장세일54 민정당인

▲정영남 52무자영업

<2선거구>

▲이장석 66민정당인

▲오미화여 50중정당인

◇함평군

▲임용수 52민도의원

▲이재인 57평정당인

◇신안군

<1선거구>

▲김문수 60민농업

▲최경순 54 평자영업

▲김동근 65무농업

<2선거구>

▲정광호55민정당인

▲최영수 57평대학교수

광주 전남광역의원후보

광주 전남기초의원후보

광주

전남

◇동구

<가선거구>

▲조승민민 40여정치인

▲박진원민 28자영업

▲ 박미정 민 55여사회적기

업가

▲김성숙바 59여광주동구

의원

▲홍기월 평 57광주 동구의

원

▲박현정중 44 여광주동구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조계수무 61무직

<나선거구>

▲전영원민 56여광주동구

의원

▲정미용민 55덕성기술학원

장

▲박종균 민 60광주 동구의

원

▲김용임바 54 여정당인

▲ 김대성 바 48바른미래당

광주시당부위원장

▲조기춘 평 55광주 동구의

원

▲문홍중 41정당인

▲이선순 무 60광주 시민사

회단체총연합공동대표

◇서구

<가선거구>

▲전승일민 48자영업

▲김태영민 63정당인

▲박건태 민 55한독기업 대

표

▲김수영평 53여정당인

▲김동규정 56자영업

▲이대행중 52정당인

<나선거구>

▲오광교민 62정당인

▲강인택민 47정당인

▲조충기 민 62부동산 임대

사업

▲송원영바 63정당인

▲오광록평 58정당인

▲김태진중 47정당인

▲ 강태욱 무 55 건설기계조

정사

<다선거구>

▲ 고경애 민 58여삼보환경

개발대표

▲김영선 민 55공공형 예지

어린이집이사장

▲이동춘평 55정당인

▲조동옥중 50정당인

<라선거구>

▲윤정민민 50여정당인

▲김상훈민 47정당인

▲강기석 민 63 서원산업 이

사

▲김옥수평 55 서구의원

▲유종천 정 47정의당 광주

시당사무처장

▲고기담중 50정당인

▲김제훈무 42세움특수건설

이사

◇남구

<가선거구>

▲ 서임석 민 29순창실리카

(주)이사

▲김광수민 54광주전남지

방정책연구소장

▲황도영 민 37민주당 중앙

당정책위부의장

▲위성환바 55국민안전교육

진흥원사무총장

▲남광인 평 68광주 남구의

원

<나선거구>

▲박희율민 55정당인

▲ 오영순 민 48여마을기업

꿈꾸는거북이대표

▲박상길민 48정당인

▲박용화평 58 구의원

<다선거구>

▲황경아민 50여광주남구

의원

▲조기주 민 60광주 남구의

원

▲주경철민 50자영업

▲하주아평 49여광주남구

의원

▲ 김경희 중 50여사회복지

사

◇북구

<가선거구>

▲기대서민 43기업인

▲고점례민 60여정당인

▲이현수평 61정당인

▲고영봉중 46 북구의원

<나선거구>

▲백순선민 44 정당인

▲김건안민 52해달별지역아

동센터시설장

▲최무송평 63 호남전력안전

관리공사대표

▲ 장애란 중 33여전국공무

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

부사무차장

<다선거구>

▲양옥균민 55정당인

▲ 김영순 민 54 여비례대표

북구의원

▲최기영민 54북구의원

▲마광민평 58 북구의원

▲김정원평 61자영업

▲ 윤성재 정 43전남과학대

겸임조교수

▲김은규 중 45시민단체 활

동가

<라선거구>

▲김형수민 52기업경영인

▲최용환민 54 정당인

▲주용수민 39기업경영인

▲김태환 평 56 서울학원 원

장

▲이관식평 61 북구의원

▲소재섭중 44북구의원

<마선거구>

▲ 주순일 민 63여사회복지

시설대표

▲임종국민 39정당인

▲양일옥평 43여북구의원

▲최영규평 50자영업

▲김현정중 46여북구의원

<바선거구>

▲표범식민 60농업

▲이정철민 54 기업경영인

▲선승연평 34 정당인

▲강성훈평 55자영업

▲최연용중 52여광주북구

교육희망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석무 62무직

◇광산구

<가선거구>

▲유영종민 37농업

▲박현석민 56용성자동차운

전학원부원장

▲문만오민 58썬앤문어린이

집이사장

▲배홍석민 62사회복지사

▲박삼용한 64광산구의원

▲김동권바 51광산구의원

▲강동관정 40회사원

▲국강현중 50정당인

▲정병채무 47광산구의원

<나선거구>

▲공병철민 48솔찬교육개발

원대표

▲박경신민 46한국태양유전

대리점KSNET대표이사

▲ 윤혜영 민 55여사회복지

사

▲ 윤나라 바 44 여전문상담

교사

▲박병인평 35정당인

▲윤영대정 52사회운동가

▲김선미중 44 여정당인

<다선거구>

▲강장원 민 53 KGA에셋베

스트로대표

▲김재호민 54 정당인

▲조영임민 52여정당인

▲조남주 바 55삼성화재 첨

단대리점대표

▲김영관정 50회사원

▲김은정중 45여정당인

▲최병식무 49설악무도사관

학교청소년지도사

<라선거구>

▲이귀순민 39여정당인)

▲이영훈민 46기업가

▲김상보바 28아이앤지협동

조합이사

▲송경종평 48광주지방자치

정책연구원장

▲최윤덕정 44 여정당인

▲김명숙중 43여정당인

<마선거구>

▲김태완민 49기업인

▲조상현민 55광산구의원

▲이준형 바 52신송푸드 대

표

▲김용재정 47시민운동가

◇목포시

<가선거구>

▲김 훈 36민하늘커뮤니케

이션대표이사

▲김휴환 50민두김 대표이

사

▲김용배48민자연과함께대

표

▲조성오 61평시의원

▲윤치술 48평기아차굿모닝

대리점차장

▲여인두48정시의원

<나선거구>

▲문상수 41민서윤산업 대

표

▲송선우48민회사원

▲장복성 56평시의원

▲이기정 65무시의원

<다선거구>

▲이형완 50민회사원

▲양승길 59민자영업

▲박병섭 57민정당인

▲이재용 65평시의원

▲정영수 59평시의원

▲이영송47무회사원

<라선거구>

▲최홍림여 59민시의원

▲박용식 56민쉐보레유달대

리점부장

▲윤현식 63민화가

▲김귀선 62평시의원

▲김윤철 63평정당인

▲이현숙여 52정정당인

▲강찬배 65무시의원

<마선거구>

▲박창수 64 민정당인

▲김관호 51민관호건설산업

대표

▲문경연 54 평시의원

▲주창선 56평정당인

▲김종선 63정시의원

▲김환석40중정당인

<바선거구>

▲김양규 41민GS칼텍스 하

당푸른주유소대표

▲김근재42민자영업

▲신점옥 60민한국헬스클럽

▲정정문 58바정당인

▲이동수 59평삼향골마을기

업대표

▲권용필 62평정당인

▲강 신 49정윤소하국회의

원비서관

▲문차복 58무대진특수 대

표

<사선거구>

▲박 용 44 민대불에너지대

표

▲김오수 62민세무회계사무

소대표

▲최환석 53민우리축산 대

표

▲성혜리여 57평시의원

▲임태성41평시의원

▲백동규45정정당인

▲최석호58무시의원

◇여수시

<가선거구>

▲박성미여 48민시의원

▲박상덕47민정당인

▲노평우 61평자영업

▲정광지 48평정당인

▲박진영 64 무무직

<나선거구>

▲서완석 63민시의원

▲김승호 54 민운정기업 대

표

▲최창남 64 바건설업

▲이정만 53평법무사

▲최처중 56평무덕체육관장

<다선거구>

▲백인숙 여 56민경륜수산

대표

▲전창곤 51민시의원

▲조흥호59민자영업

▲권석환42민행정사

▲최석규 58평시의원

▲정선희여 57평정당인

▲송하진 55무시의원

▲김행기 65무시의원

<라선거구>

▲이상우48민시의원

▲강현태 52민지엔티엔지니

어링대표

▲송재향여 56민성심장례식

장부사장

▲김양효 50평시의원

▲박옥심여 73평시의원

▲김성식 67평시의원

▲김순종 54 평회사원

▲원용규 62무시의원

▲고효주 70무월남전참전자

회전남지부장

▲김영규 61무금강기업 대

표

<마선거구>

▲나현수 54 민정당인

▲김소리 40민한국비계공사

관리부장

▲정옥기 55바시의원

▲강재헌 54 무정당인

<바선거구>

▲정현주 여 43민사회복지

사

▲주재현 55민시의원

▲김영철 56중어민

▲박영준 55무자영업

▲위계홍 56무농업

<사선거구>

▲문갑태47민시민운동가

▲고희권 52민화양택시 대

표

▲박영평 49민삼성화재보험

여천지점

▲김종길 50평시의원

▲신용백 61무회사원

▲이경미여 57무무직

<아선거구>

▲주종섭 54 민시민운동가

▲이찬기 54 민정당인

▲정경철 38민자영업

▲김관용 57민자영업

▲박정채 70평진남토건 이

사

▲이선효 57평시의원

▲황필환 36정정당인

▲김상일55중직장인

▲김정민 60무자영업

▲박영도 60무유통업

◇순천시

<가선거구>

▲서정진 52민시의원

▲오광묵 49민하나관광 대

표

▲윤옥담 64 평회사원

▲최낙원49무농업

▲박종수 60무사회활동가

<나선거구>

▲강형구55민시의원

▲박성범 51민사업

▲이명옥 64 평무직

<다선거구>

▲이현재41민정당인

▲선순례여 59민시의원

▲임양호55무공인중개사

▲정홍준 61무한국국악협회

순천시지부장

<라선거구>

▲박종호28민정당인

▲김영진45민수산업

▲박계수 58민시의원

▲김준희 45중전기안전관리

사

▲박상범46무자영업

▲조성표 60무무직

<마선거구>

▲허유인 50민시의원

▲김미연여 52민정당인

▲문경환 50민정당인

▲문규준 53무한의사

<바선거구>

▲남정옥 53민자영업

▲장숙희여 62민시의원

▲최병배 54 민남도감정평가

사사무소부소장

▲최미희여 52중정당인

▲유영철 52무무직

<사선거구>

▲정헌균 50민농업

▲박용운 53민시의원

▲유영갑 38중정당인

▲조익선 61무자영업

▲조만규 63무농업

▲강구만 54 무농업

<아선거구>

▲김병권 50민시의원

▲유혜숙여 56민시의원

▲이복남여 46무시의원

<자선거구>

▲이영란여 60민정당인

▲나안수 52민시의원

▲최현태42중노동자

▲박광호 56무전남지방자치

연구원장

◇나주시

<가선거구>

▲강영록 53민송림조경농원

대표

▲윤정근 64 민시의원

▲김선용 58민시의원

▲한형철47바정당인

▲김경식49평농업인

▲김용경 68무시의원

▲김창선 68무자영업

<나선거구>

▲허영우 59민정당인

▲김영덕 61민시의원

▲홍철식 57민정당인

▲이종범 61평자영업

▲황광민 38중정당인

▲이건주46무시민단체활동

가

▲임성환 50무시의원

<다선거구>

▲지차남 여 53민고구려대

겸임교수

▲박소준 33민한국농어촌공

사

▲임채수49민농업

▲김관용 53민나주볼테기음

식점대표

▲홍종국41무대건솔루션대

표이사

▲박상회 70무농업인

▲윤현성41무개인사업

▲김철민46무시민운동가

<라선거구>

▲이상만49민농업인

▲김용갑 65민정당인

▲이재남 54 민상업

▲노광일 45바정당인

▲류재일73평농업

▲이광석 57무시의원

◇광양시

<가선거구>

▲박노신 66민시의원

▲문양오 59민정당인

▲박말례여 61민정당인

▲장대범 40정덕진광양의범

아파트이장

▲정회기 556무정치인

<나선거구>

▲김성희여 60민시의원

▲정민기 56민지엔텍코 이

사

▲이연철57바에이치제이대

표이사

▲서영배45평시의원

▲김가빈 29정가온식당 운

영

▲백성호 48중시의원

▲서경식 62무무직

<다선거구>

▲조현옥 58민옥포수상골프

연습장고문

▲진수화 59민정당인

▲박종찬52평현대티에스대

표

▲안준구55무농업

▲구회인44 무자영업

<라선거구>

▲최한국 62민시의원

▲송재천 67민포스플레이트

사장

▲이병봉47평태진산업상무

이사

▲강동수 59무회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