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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거구

김선옥(민·54) 前 문정복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훈(민·29) 문정복 국회의원 홍보 미

디어 위원장

김찬심(국·57) 前 시의원

안돈의(국·59) 前 시 생활체육회장

양범진(정·47) 시 지역위원장

 나선거구

김진영(민·32) 시흥갑 지역위원회 청년위

원장

이건섭(국·50) 前 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금재(국·54) 시의원

 다선거구

송미희(민·55) 시의원

성훈창(국·61) 시의원

 라선거구

박춘호(민·52) 시의장

오인열(민·63) 시의원

윤석경(국·53) 도당 공인중개사 네트워

킹 위원장

안기호(국·57) 前 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마선거구

박소영(민·41) 시흥을 여성위원장

서명범(민·60) 前 정왕4동 동장

이봉관(국·55) 도당 부위원장

최복임(국·57) 시흥을 당협 부위원장

 가선거구

김계순(민·41) 시의원

오강현(민·49) 시의원

권민찬(국·41) 세무회계공감 대표

반주영(국·46) 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고등

부회장

안재범(진·48)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 연

대회의 공동대표

 나선거구

김기남(민·43) 前 도 청년정책조정위원

회 위원

김옥균(민·61) 시의원

황성석(국·50) 김포갑 당협 지역개발정책 

본부장

김종혁(국·58) 시의원

 다선거구

배강민(민·45) 시의원

유매희(민·39)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한종우(국·49) 시의원

한정순(국·52)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라선거구

장윤순(민·45) 김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세연(민·59) 도당 김포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유영숙(국·49) 시의원

김인수(국·58) 시의원

박희찬(무·41) 김포대 유튜브융합과 외

래교수

 가선거구

박대성(민·55) 시의원

윤희정(국·60) 시의원

김병수(국·61) 前 시의원

이상헌(정·44) 시위원회 위원장

 나선거구

박은주(민·54) 시의원

이정은(민·38) 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

시지회 대외협력국장

최창호(국·60) 시의원

박수연(국·47) 시의원

이재희(진·46) 노을빛마을공동체 노을인 대표

이정애(무·51) 휴아림아파트선거관리위

원회 위원

 다선거구

손성익(민·35) 파주시 50만 대도시 시민

추진단

박신성(국·35) 前 파주청소년 상담복지

센타 이사장

 라선거구

최유각(민·55) 시의원

이성철(민·56) 시의원

손형배(국·52) 前 파주을 당원협의회 사

무국장

이효숙(국 ·64) 시의원

홍윤기(무·55) 대한적십자사 파주통일로

봉사회장

 마선거구

목진혁(민·38) 시의원

성선미(민·45) 한국폴리텍대 인쇄정보매

체공학과 강사

오창식(국·64) 민주평통 시협의회 자문위원

이익선(국·56)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장

 가선거구

최정희(민·67) 시의원

오범구(국·69) 시의장

조금석(국·63) 시의원

 나선거구

정진호(민·26) 의정부갑 청년위원장

강선영(민·44)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여성

위원장

김태은(국·48) 前 시의원

하서준(국·51)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
 다선거구

김지호(민·45)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신곡

2동 협의회장

김연균(민·59 ) 시의원

김현주(국·51) 시의원

박종식(국·57) 의정부문화원 감사

강인정(국·48) 도당 여성위원회 의정부

을 지회장

최승환(정·32) 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세(무·66) 前 도당 부위원장

 라선거구

조세일(민·35)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청년

부장

이계옥(민·65) 시의원

권안나(국·60) 의정부을 당협 사무국장

박순자(국·63) 시의원

박정민(진·42) 시 지역위원장

■ 가선거구

주임록(민·59) 시의원

허경행(국·60) 시 자원봉사센터 이사

김안나(국·25) 에이엔디자인대표

■ 나선거구

이은채(민·48) 시의원

오현주(민·47) 前 시 정책비서

노영준(국·30) 도당 대변인

이미영(국·58) 시의원

■ 다선거구

황소제(민·52) 시의원

임일혁(민·55) 시의장

최서윤(국·41) 도당 대변인

■ 라선거구

박상영(민·52) 시의원

이주훈(국·41) 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

분과 부위원장

■ 가선거구

안성환(민·58) 시의원

한주원(민·57) 시의원

김종오(국·59) 前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

박덕수(국·61) 시의원

■ 나선거구

이형덕(민·58) 시의원

이주희(민·52) 시의원

이재한(국·49) 광문초 운영위원장

■ 다선거구

이지석(민·59) 양기대 국회의원 민원특별

보좌관

이승호(민·66) 前 시의원

설진서(국·56) 前 광명농업 비상임 이사

■ 라선거구

오희령(민·55) 광명을 홍보소통위원장

현충열(민·42) 시의원

구본신(국·62) 前 시의원

김연우(국·53) 시의원

제창록(무·55) 시의원

■ 가선거구

정혜영(민·54) 민주평통 시협의회 자문

위원

강성삼(민·53) 시의원

이용재(민·56) 도당 G4도시발전특별위원

회 위원장

박선미(국·45) 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금광연(국·60) 前 국민권익위 부이사관

김희중(국·45) 포럼경기비전 시지회장

이영준(무·51) 시의원

■ 나선거구

최훈종(민·54) 하남지역위원회 대외협력

실장

임희도(국·43)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

이사

심재훈(국·50) 비투앤컴퍼니 대표이사

■ 다선거구

정병용(민·53) 시의원

오승철(민·43) 하남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박진희(국·46) 시의원

박송근(국·39) 前 중앙대 산학협력단 전

임연구원

이재웅(시·46) 시대전환 하남시 지역위원장

■ 가선거구

이우천(민·48) 시의원

이훈미(국·48) 前 시당원협의회 1기신도

시 특별법 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 나선거구

신금자(민·62) 시의원

이길호(민·58) 시의원

이경재(국·27) 前 시당원협의회 청년위원

회 부위원장

홍경호(국·59) 시의원

■ 다선거구

이동한(민·39) 도당 부대변인

김용철(민·66) 前 새마을지도자 시 협의회장

신경원(국·61) 도당 부대변인

윤옥한(국·61)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

사 자문위원

■ 라선거구

김귀근(민·57) 시의원

박상현(국·28) 시당원협의회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김원준(국·26) 前 시당원협의회 청년부위

원장

신양수(무·61) 바르게살기운동 오금동위

원장

■ 가선거구

송진영(민·50) 총신대 겸임교수

전도현(민·52) 도당 도시환경개발특위

원장

이상복(국·64) 시의원

한현구(국·51) 오산JC특우회장

■ 나선거구

전예슬(민·27) 前  안민석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성길용(민·54) 시의원

조미선(국·30) 도당 대변인

김명철(국·56) 시의원

손희정(정·47) 당 대의원

■ 가선거구

한상민(민·42) 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회(민·55) 백석읍이장협의회장

윤창철(국·54) 前 국회의원 보좌관

박경수(국·59) 前 시의원
■ 나선거구

이지연(민·4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청

소년노동인권 강사

안순덕(민·64) 시의원

정현호(국·48) 양주2동 체육회장

이승우(국·45) 前 대한민국 육군 소령

진봉철(무·48) 성현메디칼 대표

■ 다선거구

최수연(민·46) 도당 여성위원회 부위

원장

정희태(민·42) 前 시 지역사무국장

김현수(국·49) 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임재근(국·61) 시의원

박정환(정·53) 중앙장애위원회 부위원장

황영희(무·63) 前 시의장

이혁중(무·55) 청암건설 대표

■ 가선거구

서학원(민·47) 시의원

김봉영(민·47) 前 시 청년위원장

박명서(국·56) 동해산업 대표

김재국(국·50) ㈜한국미래산업가스 대표

이규화(무· 61) 시의원

■ 나선거구

박노희(민·46) 前 YMCA 사무총장

김재헌(국·60) 도당 지도위원

김학원(국·58) 시의원

심의래(무·65) 민주평통 시협의회 위원

■ 다선거구

박준하(민·40) 시 행복공동체지원센터장

최석재(민·48) 이천문화재단 이사

임진모(국·49) ㈜영동흥산 대표

김하식(국·57) 시의원

조인희(무·56) 시의원

정종철(무·57) 시의원

■ 가선거구

정은철(민·43) 前 윤호중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양경애(민·58) 시의원

신동화(민·55) 前 시의장

김용현(국·44) 안흥갈비 갈매점 대표

장진호(국·61) 시의원

권순철(국·54) 혁승사 대표

장인성(무·39) 법무법인 정한 대표변호사

■ 나선거구

김성태(민·48) 4050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봉수(민·58) 前 시의원

김한슬(국·35) EBS 입시 대표강사

진지성(국·58) 도당 대변인

■ 가선거구

최승혁(민·28)  前 이규민 국회의원 비서

황진택(민·56) 시의원

최호섭(국·50) 시 당원협의회 공도읍 청

년회장

■ 나선거구

이관실(민·45) 前 도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식(민·61) 기본소득국민운동 안성본

부 상임대표

정천식(국·53) 시 미양면 체육회장

유원형(국·55) 시의원

이주현(정·51) 시위원회 위원장

■ 다선거구

황윤희(민·47) 前이규민 국회의원 보좌관

반인숙(민·51) 시의원

이중섭(국·54) ㈜미건 대표이사

안정열(국·62) 前 시의원

김지은(진·47) 안성여성회장

유효근(무·52) 안성시민의회 의장

■ 가선거구

한채훈(민·31)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서창수(민·63) 前 시의원

박현호(국·26) 대학생

박형구(국·63) 시의원

윤미근(무·57) 시의원

■ 나선거구

김태흥(민·57) 시체육회 부회장

이랑이(민·63) 시의원

노선희(국·59) 시 인재육성재단 이사

김학기(국·54) 시의원

양인선(무·54) 뮤지컬기획제작자

■ 가선거구

연제창(민·46) 시의원

박혜옥(민·56) 시의원

서과석(국·57) 도당 인재영입위원회 부

위원장

박규용(국·58) 도당 부위원장

임종훈(무·45) 시의원

■ 나선거구

김현규(민·29) 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손세화 (민·36) 시의장

안애경(국·60) 귀뚜라미보일러 포천철원

대리점 대표이사

최홍화(국·55) 시당협민원소통본부장

이희승(무·59) 前 시의원

김태선(무·51) 前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가선거구

최영보(민·40)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노

동위원장

맹주철(민·56) 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

윤순옥(국·54) 군의원

황선호(국·37) 군의원

김정화(정·57) 여주양평위원장

박현일(무·59) 前 군의원

■ 나선거구

여현정 (민·46) 前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임정숙(민·47) 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지민희(국·39) 도당 대변인

송진욱(국·44)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정동기(무·62) ㈔한국경음악협회장

■ 가선거구

진선화(민·40) 커피나무 카페 대표

박시선(민·46) 시의장

박두형(국·55) 도당 대변인

조장연(국·54) 가남초교 총동문회장

■ 나선거구

유필선(민·56) 시의원

최병식(민·58) 도당 생활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국·60) 前 시 문화관광과장

경규명(국·58)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

김영기(국·55) 여주대 총동문회 회장

■ 가선거구

김재수(민·60) 前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

김동원(민·47) ㈜무궁화 대회협력 본부장

황주룡(국·54) 前 김성원 국회의원 비서관

김승호(국·63) 시의원

정계숙(무·60) 시의원

심동용(무·50)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

문위원

■ 나선거구

임현숙(민·52)  前 경복대 겸임교수

박인범(민·64) 시의원

권영기(국·45) 前 사회단체 어수회장

송흥석(국·55) 국제인권기구 청소년위원장

■ 가선거구

이주연(민·52) 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

유미선(민·46) 의왕과천 홍보소통위원장

우윤화(국·46) 도당 디지털정책특별위원장

윤미현(국·48) 과천의왕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이춘숙(정·64) 시 주민상가조합장

김동진(무·50) 시민활동가

■ 나선거구

박주리(민·37) 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제갈임주(민·49) 前 시의장

황선희(국·52) 과천미래포럼 간사

김진웅(국·54) 과천·의왕 당원협의회 부

위원장

안영(무·51) 前 시의원

■ 가선거구

강민숙(민·48) 군의원

최원중(국·41) 도당 청년부 부위원장

신현유(국·5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

합회 정책부회장

박영희(무·52) 박영희복지문화연구소장

■ 나선거구

김종성(민·46) 민주평통 군협의회 간사

김경수(국·62)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감사

박동규(국·53)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부

위원장

이경도(한·56) 대한민족신앙연구회장

이상현(무·59) 군의원

■ 다선거구

양재성(민·48) 前 조종면주민자치위원장

최정용(국·59) 군의원

엄인권(국·52)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조

종면 협의회장

■ 가선거구

윤재구(민·41) 前 도당 동두천•연천 연락소장

서희정(민·52) 군의원

박영철(국·63) 前 도의원

심상금(국·56) 군의원

■ 나선거구

박양희(민·59) 민주평통 군협의회 부회

장

최영효(민·39) 민주평통 군협의회 기획홍

보위원장

박운서(국·52) 前 연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김미경(국·59) 군의원

최익창(국·39) 동두천•연천당원협의회 

의전실장

양연숙(무·64)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

북부지회 연천군지부장

김경식(무·53) 서정대 교수

최숭태(무·62) 군의장

■ 가선거구

윤효화(민·59) 前 중구 지방재정계획심

의위원회 위원

정동준(민·68) 구의원

이종호(국·53) 구의원

박태은(국·56)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부회장

장관훈(국·50) 시당 부위원장

■ 나선거구

김광호(민·57) 前 국민은행 지점장

김창용(민·47) 인천시교육청 시민소통위원

최미자(민·58) 前 운서동 주민자치회 회장

한창한(국·33) 2012년 전국체전바둑은메

달리스트

강후공(국·64) 구의회 부의장

한정엽(무·38) 前 영종시민연합 회장

■ 가선거구

윤재실(민·56) 구의원

지순자(민·61) 前 구의원

최훈(국·5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장

유옥분(국·71) 구의원

김종호(정·47) 솔빛마을 1차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장

■ 나선거구

장수진(민·44) 구의원

송광식(민·65) 구의원

원태근(국·61)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이영복(국·64) 前 구의원

박영우(무·61) 구의원

■ 가선거구

이수현(민·54) 前 허종식 국회의원 보좌관

배상록(민·69) 구의원

김재원(국·52)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

회 인천시사무총장

박경수(정·48) 미추홀구위원회 위원장

■ 나선거구

정락재(민·52) 前 허종식 국회의원 비서관

전경애(민·66) 前 시당 여성국장

양정희(국·67) 前 구의원

구윤이(국·30) 前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여성 조직기획단장

■ 다선거구

이선용(민·43) 前 미추홀구청 보좌관

최관성(민·59) 前 미추홀구 쑥골어린이 

도서관장

김태계(국·49) 민주평통 미추홀구협의회 

자문위원

이관호(국·59) 前 구의원

■ 라선거구

김영근(민·45) 시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진구(민·61) 구의원

박수연(국·36) 前 미추홀구 청년네트워

크 운영국장

장규철(국·51) 前 국회의원 윤상현 보좌관

김익선(국·64) 前 구의원

정수영(정·55) 前 시의원

한규하(무·46) 스마트스토어 딜리버리 

드림대표

김대영(무·59) 前 구의원 선거 나선거구 후보

■ 가선거구

김국환(민·63) 前 시의원

박현주(국·58) 前 구의원

이정은(국·34) 연수갑 청년위원회 부위

원장

■ 나선거구

최숙경(민·60) 구의원

최대성(민·48) 구의원

한성민(국·37) 前 연수갑 사무국장

정현배(국·61) 前 구의원

■ 다선거구

장현희(민·69) 前 구의원

박정수(국·56) 시당 소상공인상생본부 

소상공인손실보상대책위원장

■ 라선거구

기형서(민·64) 구의원

이형은(국·32) 연수을 홍보위원장

■ 마선거구

윤혜영(민·46) 마을방송 미유당 대표

김태형(민·37) 송도4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총무

편용대(국·61) 前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민협(국·25) 前 연수을 제20대 대선 선

대위 2030대응 부본부장

배수민(정·41) 前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

들 공동대표

이원민(무·50) 창신관세사무소 대표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인천 기초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