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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동남갑

▲윤영덕
윤영덕(50 민 정치
인)=1억6600만원,
병역미필, 281만원
(소득278만원재산
3만원),특수공무집
행방해등 2건

동남을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전 남
목 포

여수갑

여수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광산을

광산갑

▲이병훈
(63 민정당인)=25
억5200만원, 병역
필, 6969만원(소득
6264만원재산 705
만원), 없음

▲송갑석
(53민정치인)=1억
5200만원, 병역미
필, 274만원(소득
274만원),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
반등4건

▲양향자
(53 민정당인)=34
억9800만원,해당없
음,3억9256만원(소
득 3억8629만원재
산 627만원), 없음

▲조오섭
(51민정당인)=1억
9300만원, 병역미
필, 158만원(소득
72만원재산 85만
원), 없음

▲이형석
(58 민정당인)=3억
300만원, 병역필,
610만원(소득 525
만원재산 84만원),
없음

▲이용빈
(55 민 의사)=14억
400만원, 병역필, 2
억1725만원(소득 2
억1382만원 재산
343만원),없음

▲민형배
(58 민정당인)=9억
7200만원, 병역필,
6 7 9 4만원(소득
6506만원재산 287
만원), 없음

▲김원이
(51민정당인)=7억
5900만원, 병역필,
671만원(소득 389
만원재산 282만
원),없음

▲주철현
(61 민변호사)=22
억5300만원, 병역
필, 8046만원(소득
6 8 1 3만원 재산
1187만원종부46만
원),없음

▲김회재
(57 민 변호사)=33
억3300만원, 병역
필, 1억428만원(소
득 7565만원재산
2432만원종부 432
만원),없음

▲소병철
(62 민교수)=29억
6900만원, 병역미
필,1억5998만원(소
득 1억3968만원재
산 1703만원종부
327만원), 없음

▲서동용
(55 민변호사)=3억
9000만원, 병역미
필, 1244만원(소득
1229만원재산14만
원), 공용물건손상
등 1건

▲신정훈
(55 민정당인)=1억
3600만원, 병역미
필, 2651만원(소득
2642만원재산 8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등5건

▲이개호
(60 민 국회의원)=
26억4600만원,병역
필, 6197만원(소득
5907만원재산 289
만원), 없음

▲김승남
(53민정당인)=4억
500만원, 병역필,
2 4 7 6만원(소득
2417만원재산59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등 1건

▲서삼석
(60 민 국회의원)=
13억1600만원,병역
필, 1388만원(소득
1060만원재산 328
만원), 없음

▲장병완
(67 민생국회의원)
=90억2800만원, 병
역필, 2억7836만원
(소득 1억8955만원
재산 2837만원종
부 645만원), 없음

▲한기선
한기선(55 혁목수)
=4200만원,병역필,
176만원(소득 176
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등 3건

▲이안숙
(61 기목사)=1400
만원, 해당없음,
950만원(소득 950
만원),없음

▲박주선
(70민생국회의원)
=24억5800만원, 병
역필, 1억7794만원
(소득 1억3731만원
재산 394만원종부
968만원), 없음

▲최만원
(54 정대학강사)=
8800만원, 병역필,
없음,없음

▲이향숙
(52혁정당인)=1억
600만원, 해당없음,
2억8400만원(소득
2억8400만원), 없
음

▲김성환
(58 무정치인)=3억
2700만원, 병역필,
9 7 3 8만원(소득
9622만원재산 116
만원),없음

▲주동식
(62통시민운동가)
=1억2700만원,병역
필, 926만원(소득
637만원재산289만
원), 없음

▲김명진
(56 민생 정당인)=
5억200만원, 병역
필, 799만원(소득
542만원재산257만
원), 없음

▲김주업
(51 민중 정당인)=
8900만원, 병역필,
132만원(소득 132
만원), 지방공무원
법위반등 1건

▲김성호
(59 혁 정당인)=
1700만원, 병역미
필, 9만원(재산 9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등 2건

▲천정배
(65 민생 정치인)=
10억900만원, 병역
필, 5728만원(소득
5353만원재산 375
만원), 없음

▲유종천
(49 정정치인)=1억
8200만원, 병역필,
21만원(소득 7만원
재산 14만원), 없
음

▲황윤
(56혁심리상담사)
=1억7500만원,해당
없음,670만원(소득
469만원재산201만
원),없음

▲정광선
(41무일용직)=4억
7600만원, 병역미
필, 71만원(소득 24
만원재산 48만원),
없음

▲범기철
(69 통 호남의병연
구원장)=2400만원,
병역필, 33만원(소
득33만원),사기등
1건

▲이승남
(50정정당인)=1억
300만원, 병역필,
192만원(소득 192
만원), 업무방해 등
1건

▲박현두
(58 혁 정당인)=-2
억4800만원, 병역
필, 313만원(소득
313만원),공직선거
법위반등 2건

▲김경진
(53 무 국회의원)=
10억5200만원,병역
필, 6629만원(소득
6131만원재산 433
만원종부 64만원),
없음

▲김동철
(64 민생국회의원)
=30억5800만원, 병
역필, 1억1326만원
(소득 1억441만원
재산 580만원종부
305만원), 없음

▲나경채
(46정정당인)=1억
4400만원, 병역필,
135만원(소득 115
만원재산 20만원),
일반교통방해 등 1
건

▲정희성
(49 민중 정당인)=
5300만원, 병역미
필, 148만원(소득
148만원),일반교통
방해등4건

▲노승일
(44 민생 사회운동
가)=3900만원,병역
미필,603만원(소득
433만원재산170만
원), 도로교통법위
반등 1건

▲김용재
(49 정시민운동가)
=5800만원, 병역미
필, 4만원(소득 4만
원), 없음

▲김홍섭
(50 혁 사업)=1억
4700만원, 병역필,
87만원(소득 87만
원), 도로교통법위
반등 2건

▲이병훈
(49노공인노무사)
=1억700만원, 병역
필, 615만원(소득
549만원재산 66만
원),없음

▲최경환
(60민생국회의원)
=3억9800만원,병역
미필, 3736만원(소
득 3654만원재산
81만원),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등 2건

▲황순영
(54 정회사원)=1억
2400만원, 해당없
음, 42만원(재산42
만원),없음

▲윤민호
(49 민중 정당인)=
6200만원, 병역필,
182만원(소득 50만
원재산 132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등 1건

▲이재욱
(55 혁애널리스트)
=1억8800만원,병역
필, 930만원(소득
930만원),없음

▲강휘중
(37 기 무직)=1억
8000만원, 병역필,
420만원(소득 420
만원),없음

▲노남수
(50무시민운동가)
=20억4300만원, 병
역필,659만원(소득
164만원재산478만
원종부18만원),도
로교통법위반등 2건

▲김원갑
(59 무 철학자)=
100만원, 병역미필,
5 0 9 9만원(소득
5099만원), 사기등
4건

▲황규원
(37 통 회사원)=
9700만원, 병역필,
124만원(소득 124
만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 등 1
건

▲박지원
(77 민생 정치인)=
15억5700만원,병역
필, 4966만원(소득
4300만원재산 650
만원종부 17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1건

▲윤소하
(58 정 국회의원)=
4억500만원, 병역
필, 2572만원(소득
2546만원재산27만
원),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등 1건

▲심정우
(60통중흥석유화학
대표)=6억5500만
원, 병역필, 1773만
원(소득1683만원재
산 81만원종부 9만
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1건

▲장수희
(51 혁 부동산업)=
-2400만원, 해당없
음, 51만원(소득51
만원),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등 1건

▲이용주
(51 무 국회의원)=
26억6100만원,병역
필, 8318만원(소득
685만원재산 1806
만원종부 427만
원),도로교통법위반등 1건

▲임동하
(72통정당인)=1억
2000만원, 병역필,
1321만원(소득695
만원재산 626만
원), 건축법위반 등
1건

▲김진수
(60정시인)=7200
만원,병역필,340만
원(소득333만원재
산7만원),옥외광고
물등관리법위반 등
1건

▲권세도
(61 무정치인)=16
억5300만원, 병역
필,1억4168만원(소
득 1억3615만원재
산484만원종부 69
만원), 없음

▲천하람
(33통변호사)=9억
1000만원, 병역필,
9 5 2 6만원(소득
9023만원재산 502
만원),없음

▲기도서
(57 민생 사업)=24
억2400만원, 병역
필, 4987만원(소득
4654만원재산 180
만원종부 153만
원),없음

▲강병택
(49 정 사업)=300
만원,병역필,401만
원(소득 401만원),
국가보안법위반 등
4건

▲김선동
(52 민중 정당인)=
3700만원, 병역필,
63만원(소득 22만
원재산41만원),정
치자금법위반 등 1
건

▲정동호
(59 혁건설감리사)
=3억100만원, 병역
필, 816만원(소득
750만원재산 66만
원), 도로교통법위
반등4건

▲이정봉
(66 기종교인)=1억
9100만원, 병역필,
198만원(소득 198
만원), 없음

▲노관규
(59 무 변호사)=18
억8500만원, 병역
필, 620만원(소득
108만원재산512만
원),없음

▲김창남
(50 통 정치인)=
9800만원, 병역필,
27만원(소득 17만
원재산10만원),없
음

▲이경자
(49 정 교수)=2억
6600만원, 해당없
음, 471만원(소득
324만원재산147만
원), 없음

▲유현주
(49 민중 정당인)=
-400만원, 해당없
음, 12만원(소득 12
만원),없음

▲고주석
(53 혁사업)=-900
만원,병역필,164만
원(소득149만원재
산 16만원),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등 2건

▲정인화
(62 무 국회의원)=
18억100만원, 병역
필, 3508만원(소득
3225만원재산 283
만원),없음

▲김종수
(55 무사업)=2300
만원,병역필,874만
원(소득 874만원),
없음

▲안주용
(53 민중 정당인)=
3억3900만원, 병역
미필,225만원(소득
221만원재산 4만
원),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등 3건

▲조만진
(58 혁 정당인)=
4500만원, 병역필,
0원, 도로교통법위
반등 1건

▲김연관
(77 민생 정당인)=
2억800만원, 병역
필, 3507만원(소득
3422만원재산85만
원), 없음

▲김천식
(78 공정치인)=3억
8000만원, 병역필,
267만원(소득 148
만원재산 120만
원),없음

▲임태헌
(45 혁 건축업)=
-3700만원,병역필,
115만원(소득 115
만원), 명예훼손 등
1건

▲황주홍
(68 민생국회의원)
=36억6100만원, 병
역필, 1억1784만원
(소득 9339만원소
득 1879만원종부
566만원),명예훼손등 1건

▲김화진
(61 무 김화진소통
나눔 커뮤니티 대
표)=1억6000만원,
병역미필,1560만원
(소득 1415만원재
산 145만원), 없음

▲강상범
(49 혁 수산업)=
-9000만원, 병역미
필, 32만원(재산 32
만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 등 2
건

▲윤재갑
(65 민정당인)=1억
8600만원, 병역필,
1 4 2 8만원(소득
1389만원재산39만
원), 없음

▲윤영일
(62민생국회의원)
=22억5400만원, 병
역미필, 1억4658만
원(소득 1억3767만
원재산 634만원종
부 256만원),없음

▲이인호
(56통재창업준비
중)=3억3600만원,
병역필, 4634만원
(소득 4365만원),
없음

▲이윤석
(60 민생교수)=21
억9400만원, 병역
필, 6746만원(소득
443만원재산 2535
만원종부168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1건

▲임흥빈
(59 무 사업)=2억
8000만원, 병역미
필, 1967만원(소득
1735만원재산 232
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등4건

▲김선우
(54 무정치인)=1억
4900만원, 병역필,
77만원(소득 69만
원재산9만원)없음

▲오종민
(49 혁사업)=7800
만원, 병역미필, 37
만원(소득 14만원
재산 24만원), 없음

표보는법

※더불어민주당=민, 미래통합당=통,민생당=민생,정의

당=정,녹색당=녹,민중당=민중, 우리공화당=공, 국가혁

명배당금당=혁, 기독자유통일당=기, 기본소득당=소득,

미래당=미, 새누리당=새, 자유공화당=자, 친박신당=친

박,한국경제당=경제 나머지정당=기타, 무소속=무등으

로표기.

※후보이름나이,정당,직업 재산 병역 납세 전과순

광주지역선거구

광산을

광산갑

북구을

북구갑
서구갑

서구을

동남갑

동남을

전남지역선거구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여수

갑을

나주 화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목포

영암 무안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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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갑
▲김윤덕(53민정당인)
▲염경석(59 정정당인)
▲하태윤(73혁정당인)
▲허성진(31 기정당인)
▲김광수(61무정치인)
▲이범석(50무퀵기사)
◇전주시을
▲이상직(57 민정당인)
▲이수진(51 여 통 한국고령
화정책연구원원장)
▲조형철(55 민생정당인)
▲오형수(57 정국민건강보험
공단직원)
▲김주완(40혁정당인)
▲성치두(44 무정치인)
▲최형재(56무정치인)
◇전주시병
▲김성주(56민정당인)
▲정동영(66민생국회의원)

▲최복기(69 혁자영업)
◇군산시
▲신영대(52민정당인)
▲이근열(46통국제써밋마약
치유센터협회중앙부회장)
▲최순정(70 여혁약사)
▲김관영(50무국회의원)
◇익산시갑
▲김수흥(58 민정당인)
▲김경안(63통정당인)
▲고상진(46민생정당인)
▲전권희(49 민중정당인)
▲최영수(73혁무직)
◇익산시을
▲한병도(52민정당인)
▲조배숙(63 여민생국회원)
▲권태홍(55 정정당인)
▲최규석(57 혁회사원)
▲이은재(60 기목사)
▲배수연(65무예미샘이사장)

◇정읍시고창군
▲윤준병(59 민정당인)
▲유성엽(60민생국회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강래(67 민정치인)
▲정상모(55 정화신사이버대
학교부교수)
▲방경채(63무사업)
▲이용호(60무국회의원)
◇김제시부안군
▲이원택(50민정당인)
▲김경민(65 민생정당인)
▲박정요(56여혁요양보호사)
▲김종회(54 무국회의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
군
▲안호영(54 민국회의원)
▲김창도(57 통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대외협력처장)
▲임정엽(60무정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