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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장떮지방의원 입후보자
 이름(정당떮나이)          주요 경력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정:정의당    기:기본소득당      

      시:시대전환     깨:깨어있는시민연대당    남:남북통일당

      노:노동당    녹:녹색당    대:대한당    생:민생당   우:우리공화당  

      진:진보당    통:통일한국당    한:한국국민당    무:무소속      

   *같은당 후보는 가나다 順

수원특례시기
초
단
체
장 김용남 (국ㆍ52)

前 국회의원

이재준 (민ㆍ57)

前 제2부시장

용인특례시

백군기 (민·72)

시장

이상일 (국·60)

前 국회의원

고양특례시

이재준 (민·62)

시장

김혜련 (정·45)

前 시의원

이동환 (국·56)

前 윤석열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성남시

배국환 (민ㆍ65)

前 기재부 제2차관

장지화 (진ㆍ52)

수정구 지역위원장

신상진 (국ㆍ65)

前 국회의원

평택시

최호 (국ㆍ60)

前 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정장선 (민ㆍ64)

시장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구혁모 (국ㆍ38)

시의원

서영석 (국ㆍ63)

도당 총괄조직본부장

주광덕 (국ㆍ61)

前 국회의원

정명근 (민ㆍ57)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조용익 (민ㆍ55)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최민희 (민ㆍ61)

前 국회의원

김만의 (무ㆍ47)

YUYU상사 대표이사

윤화섭 (무ㆍ66)

시장

안산시

이민근 (국ㆍ53)

前 시의장

제종길 (민ㆍ67)

前 시장

안양시

최대호 (민•63)

시장

김필여 (국•56)

시의원

시흥시

이연수 (무•68)

前 시장

장재철 (국•60)

시흥을 당협위원장

임병택 (민•47)

시장

정하영 (민•59)

시장

김병수 (국•51)

국회의원 보좌관

박우식 (무•47)

시의원

김포시

이주성 (무•60)

前 국무총리실 국회연락관

파주시

김경일 (민•55)

前 도의원

조병국 (국•65)

前 파주을 당협위원장

의정부시

김원기 (민•58)

前 도의원

김동근 (국•60)

前 행정2부지사

강세창 (무•61)

前 의정부갑 당협운영위원장

광주시

동희영 (민•41)

시의원

방세환 (국•59)

시의원

 광명시

김기남 (국·58)

도당 수석대변인

박승원 (민·57)

시장

김상호 (민·53)

시장

이현재 (국·73)

前 국회의원

하남시

하은호 (국·61)

시 당협위원장

한대희 (민·60)

시장

군포시

이권재 (국·58)

前 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장인수 (민·42)

시의장

오산시

백승철 (무·47)

前 오산청년회의소 회장

최인혜 (무·57)

前 시의원

정덕영 (민·52)

시의장

강수현 (국·59)

도당 부위원장

홍성표 (무·59)

시의원

양주시

이항진 (민ㆍ56)

시장

여주시

이충우 (국ㆍ61)

도당 부위원장

이천시

엄태준 (민•58)

시장

김경희 (국•67)

前 부시장

구리시

안승남 (민•56)

시장

백경현 (국•63)

前 시장

박수천 (무•65)

시 경제개발 촉진위원장

안성시

김보라 (민·52)

시장

이영찬 (국·54)

前 시의원

의왕시

김상돈 (민·61)

시장

김성제 (국·62)

前 시장

포천시

박윤국 (민·66)

시장

백영현 (국ㆍ61)

前 도당 행정혁신위원장

양평군

정동균 (민·61)

군수

전진선 (국·62)

군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