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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라북도

소속 전라북도 직위 도지사 성명 송하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57,047 3,443 0 60,490

본인 전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245-30번지 1,725.00㎡ 21,390 345 0 21,735 공시지가 상승

본인 임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 50-8번지 102.00㎡ 
중 25.50㎡ 441 26 0 467 공시지가 상승

본인 임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 50-1번지 3,912.00㎡ 
중 978.00㎡ 16,626 978 0 17,604 공시지가 상승

본인 임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86번지 34,870.00㎡ 
중 8,717.50㎡ 18,568 2,092 0 20,660 공시지가 상승

본인 임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86-1번지 39.00㎡ 중 
9.75㎡ 22 2 0 24 공시지가 상승

▶ 건물(소계) 1,176,000 384,000 0 1,56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녹원한신아파트 건물 84.75㎡ 1,176,000 384,000 0 1,560,000 공시가격 상승

▶ 현금(소계) 38,000 0 5,000 33,000

본인 현금 감소 38,000 0 5,000 33,000 일부 사용 - 생활비, 기부금 등

▶ 예금(소계) 836,442 110,298 95,642 851,098

본인

교보생명보험 42,000(1,100 증가), 국민은행 77,263(1,695 
증가), 대신증권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7,000(13,909 증
가), 삼성생명보험 30,81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94,891(2,757 감소), 전북은행 118,710(3,092 감소)

529,823 99,939 89,084 540,678 급여소득 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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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KEB하나은행 78,915(6,394 감소), 교보생명보험 
3,348, 미래에셋대우(주) 2, 삼성생명보험 27,000, 새마을
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5,042(526 증가), 전북은행 
327(12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3,140(8,280 증가), 
흥국생명보험 121,200

306,574 8,958 6,558 308,974
급여소득 저축 등

장녀 (주)KEB하나은행 1,129(1,129 증가), 국민은행 317(272 
증가) 45 1,401 0 1,446

▶ 증권(소계) 800 0 800 0

본인 비상장주식 충청은행(대신증권) 0주(160주 감소) 800 0 800 0 파산종결

▶ 채무(소계) 30,000 0 30,000 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녹원한신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30,000 0 30,000 0 임대차 계약 종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078,289 497,741 71,442 2,504,588 증감액: 426,299천원
(가액변동: 387,4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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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라북도 직위 행정부지사 성명 최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394,760 92,140 0 486,9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1단지) 건
물 0.00㎡ (건물 122.00㎡ 감소) 0 0 0

(0) 0 전세계약 해지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분양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건물 
98.00㎡ 164,760 42,140 0 206,900 분양권 취득(실거주), 중도급 납부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램마을15단지 건물 84.00㎡ 230,000 50,000 0 280,000 전세금 증가(재계약)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6,000 0 0 16,00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800cc) 16,000 0 0 16,000 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06년식 그랜저 배기량(2,000cc) 감소 0 0 0 0 변동없음

▶ 예금(소계) 1,090,900 762,541 956,791 896,650

본인

KB증권 4, 국민은행 129(2 증가), 농협은행 
322,579(267,569 감소), 미래에셋대우(주) 9,001(9,000 증
가), 산림조합중앙회 1, 수협중앙회 0(30,000 감소), 신한
은행 112, 에이비엘생명보험 29,718, 전북은행 
65,698(65,698 증가), 하나금융투자 38

650,149 376,214 599,083 427,280 분양권 관련 중도금 납부, 전세금 납
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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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300(3,300 증가), 농협은행 
350,889(4,389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29(87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6,223(727 증가), 삼성증권 
297(297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0,495(1,188 증가), 신
한금융투자(주) 10,288(2,903 증가), 신한은행 20, 우체국 
6,692(451 증가), 중소기업은행 4(1 증가), 키움닷컴증권 
43(43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0(10 증가), 한국투자
증권 0(1,574 감소)

376,668 362,221 350,399 388,490

분양권 관련 중도금 납부, 전세금 납
부 등

장남 국민은행 3,139(2,214 증가), 농협은행 30,800(5,400 증
가), 우리은행 14,961(3,081 증가) 38,205 18,004 7,309 48,900

차남 농협은행 24,000, 미래에셋대우(주) 5,454(5,444 증가), 
우리은행 2,526(658 증가) 25,878 6,102 0 31,980

▶ 증권(소계) 1,506 4,795 1,506 4,795

배우자 상장주식

SK하이닉스 3주(3주 증가), JYPEnt. 15주(15주 증가), 
YGPLUS 60주(60주 증가), 이수페타시스 347주(347주 증
가), 현대차 2주(2주 증가), 엔투텍 50주(50주 증가), 기아
차 2주(2주 증가), 앤씨앤 334주(334주 증가)

0 4,795 0 4,795
주식 매입

차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0주(27주 감소) 1,506 0 1,506 0

▶ 채무(소계) 222,785 26,070 171,195 77,660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67,800 0 18,000 49,800 일부상환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6,070, 농협은행 0(125,608 감소) 151,678 26,070 151,678 26,070 급여 소득 등

배우자 금융채무 신한은행 1,790(1,517 감소) 3,307 0 1,517 1,790 급여 소득 등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모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총 계 1,280,381 833,406 787,102 1,326,685 증감액: 46,304천원
(가액변동: 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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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라북도 직위 정무부지사 성명 우범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367,000 37,000 0 404,000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첫마을3단지 건물 102.78㎡ 357,000 37,000 0 394,000 가액 변동

장녀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 대성 그랑그루 
건물 12.10㎡ 10,000 0 0 10,000 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220 0 4,098 20,122

본인 자동차 2006년식 로체 배기량(2,000cc) 2,560 0 0 2,56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6년식 K7 배기량(2,400cc) 21,660 0 4,098 17,562 가액 변동
▶ 예금(소계) 97,654 26,389 3,847 120,196

본인
(주)KB손해보험 7,357(622 증가), (주)KEB하나은행 
1,480(1,084 감소), 국민은행 4,732(3,427 증가), 농협은행 
55,997(14,262 증가), 신한은행 4,417(2,475 증가)

54,281 21,832 2,130 73,983

급여 등에 따른 예금 증가배우자
(주)KB손해보험 14,608(1,417 증가), (주)KEB하나은행 
5,250(600 증가), 농협중앙회 2,068(844 감소), 한국카카
오은행(주) 13,193(1,390 증가)

32,556 3,633 1,070 35,119

장녀
(주)KB손해보험 3,859(324 증가), (주)KEB하나은행 
732(645 감소), 농협은행 6,500(600 증가), 씨티은행 0(2 
감소), 우리은행 3

10,817 924 647 11,094

▶ 채무(소계) 274,000 0 70,000 204,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204,000(70,000 감소) 274,000 0 70,000 204,000 급여 소득에 따른 채무 상환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14,874 63,389 -62,055 340,318 증감액: 125,444천원
(가액변동: 32,90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