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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북개발공사 직위 사장 성명 김천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0 26,494 0 26,494

본인 전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576-47번지 3,231.00㎡ 

중 1,615.50㎡ (총면적 3,231.00㎡ 증가, 지분면적 

1,615.50㎡ 증가)

0 26,494 0 26,494 토지 증여

▶ 건물(소계) 335,000 2,000 0 337,000

배우자 단독주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대지 360.90㎡ 건물 

212.43㎡
335,000 2,000 0 337,000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6,550 0 2,220 14,33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6,550 0 2,220 14,330 차량가액 감소(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예금(소계) 1,200,373 82,586 85,385 1,197,574

본인

DB손해보험(주) 120,422(8,922 증가), 농협은행 

50,901(10,782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98,928, 동

양생명보험 37,832(4,407 증가), 삼성생명보험 

11,545(1,626 증가), 새마을금고 94(4 증가), 신한은행 

8, 전북은행 61,274(33,974 감소)

810,801 14,959 44,756 781,004

일반적인 현금 수입/지출의 차액 발
생

배우자
DB손해보험(주) 2,228(1,478 증가), 농협은행 244(86 

증가), 우체국 286,972(5,609 감소)
293,489 1,564 5,609 289,444

장녀

DB손해보험(주) 1,140(912 증가), 국민은행 

4,353(2,288 증가), 삼성생명보험 59,624(12,336 증

가), 우체국 62,009(15,507 증가)

96,083 66,063 35,020 127,126

▶ 채권(소계) 35,000 0 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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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인간채권 35,000 0 0 35,000 대여금 미회수

총 계 1,586,923 111,080 87,605 1,610,398 증감액: 23,475천원
(가액변동: -2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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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위 원장 성명 박주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23,122 11,050 4,787 229,385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392-2번지 436.00㎡ (64.00㎡ 

증가)
4,464 5,041 0 9,505 가액변동 및 지번병합에 따른 금액 

증가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6번지 605.00㎡ 6,353 605 0 6,958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7번지 1,805.00㎡ 18,953 1,805 0 20,758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산 90-1번지 2,475.00

㎡
4,480 247 0 4,727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8번지 512.00㎡ 5,120 512 0 5,632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9번지 945.00㎡ 9,450 945 0 10,395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80번지 324.00㎡ 3,240 324 0 3,564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35-2번지 437.00㎡ 4,632 525 0 5,157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392-7번지 245.00㎡ 2,940 74 0 3,014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392-5번지 0.00㎡ (64.00㎡ 감

소)
4,787 0 4,787 0 지번 병합(노암동 392-2)에 따라 감

소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82번지 972.00㎡ 10,206 972 0 11,178 가액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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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임야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393-4번지 131.00㎡ 2,417 0 0 2,417 실거래가 신고

배우자 전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성원리 127-3번지 145.00㎡ 35,200 0 0 35,200 실거래가 신고

배우자 답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점원리 152-3번지 418.00㎡ 110,880 0 0 110,880 실거래가 신고

▶ 건물(소계) 633,600 3,000 30,760 605,84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거성고속맨션2차 건물 

110.88㎡
92,000 0 10,600 81,400 가액변동

본인 창고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대지 853.00㎡ 건물 21.00㎡ 80,600 0 20,160 60,44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건물 49.93㎡ 228,000 2,000 0 230,000 가액변동

장녀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건물 49.93㎡ 233,000 1,000 0 234,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626 10,610 1,360 11,876

본인 자동차 2003년식 sm520 배기량(1,988cc) 감소 558 0
558

(100)
0 차량 폐차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1,509 0 243 1,266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03년식 sm520 배기량(1,988cc) 감소 559 0
559

(100)
0 차량 폐차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모닝 배기량(998cc) 증가 0
10,610

(12,845)
0 10,610 차량 신규 구입

▶ 예금(소계) 569,231 172,517 215,710 52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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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KEB하나은행 75, 국민은행 39, 농협생명보험 

3,000(3,000 증가), 농협은행 8,021(7,377 증가), 산림

조합중앙회 265(9 증가), 새마을금고 20,263(97 감소), 

씨티은행 208, 전북은행 8,800(714 증가), 현대해상화

재보험 875(875 증가)

29,668 32,565 20,687 41,546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 조달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4, KB생명보험 0(20,000 감소), 교보

생명보험 79,314(6,253 증가), 국민은행 0(29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9,383(8,407 감소), 새마을금고 

90,018(25,928 감소), 전북은행 4,239(3,202 증가), 한

국교직원공제회 2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7,700

465,567 99,851 144,760 420,658

장남
(주)KEB하나은행 10,020, 새마을금고 15,535(36 증가), 

신한은행 57(366 감소), 우체국 4
25,946 15,036 15,366 25,616

장녀

(주)KEB하나은행 12,380(330 증가), 국민은행 

1,100(353 증가), 농협은행 1, 새마을금고 

24,016(10,710 감소), 우리은행 716(195 증가), 우체국 

5

48,050 25,065 34,897 38,218

▶ 채권(소계) 120,000 0 0 120,000

본인 사인간채권 120,000 0 0 120,000

▶ 채무(소계) 240,000 10,000 0 250,000

배우자 금융채무 새마을금고 10,000(10,000 증가) 0 10,000 0 10,000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 조달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임대보증금 40,000 0 0 40,000

장녀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임대보증금 200,000 0 0 200,000

총 계 1,308,579 187,177 252,617 1,243,139 증감액: -65,440천원
(가액변동: -21,99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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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북테크노파크 직위 원장 성명 양균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370,000 140,000 0 1,510,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  더샵효자2차 건물 

145.40㎡
470,000 0 0 470,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1212 한

신 건물 59.84㎡
650,000 90,000 0 740,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  신원아침도시펜트 

176 건물 84.23㎡ 중 42.12㎡
250,000 50,000 0 300,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0,200 0 12,600 47,60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22,050 0 2,720 19,33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7년식 벤츠 배기량(1,991cc) 33,950 0 8,380 25,57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0년식 라세티 배기량(1,500cc) 4,200 0 1,500 2,7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469,763 266,386 215,442 520,707

본인

국민은행 39, 삼성생명보험 38,000(900 증가), 새마을

금고 51,059(1,149 증가), 전북은행 8,600(2,493 감

소), 한국교직원공제회 324,316(15,000 증가)

407,458 217,179 202,623 422,014

증가-근로소득 저축 등
감소-생활비 지출 등

배우자

국민은행 507(150 증가), 농협중앙회 42,754(39,514 증

가), 새마을금고 54,764(3,732 감소), 전북은행 

668(456 증가)

62,305 49,207 12,819 98,693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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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899,963 406,386 228,042 2,078,307 증감액: 178,344천원
(가액변동: 127,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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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직위 대표이사 성명 이기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517,150 35,200 0 552,350

본인
복합건물(주택+

상가)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전동3가 대지 351.10㎡ 건물 

687.50㎡
303,000 0 0 303,000

모 단독주택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 대지 230.50㎡ 건물 

196.87㎡
125,000 0 0 125,000

장남 아파트(분양권)

기타(국외 등)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14번지 일원 

검단신도시 AB14BL 1413동 504호 건물 74.94㎡ 중 

37.48㎡

89,150 35,200 0 124,350 아파트 분양 납부금액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800 0 0 24,800

차남 자동차 2012년식 엑센트1.6GDI 배기량(1,591cc) 5,190 0 0 5,190

차남 자동차 2016년식 LF쏘나타2.0(하이브리드) 배기량(1,999cc) 15,340 0 0 15,340

차남 자동차 2014년식 올뉴모닝 배기량(998cc) 4,270 0 0 4,270

▶ 예금(소계) 134,445 39,008 42,015 131,438

본인

광주은행 221, 교보생명보험 3,090, 국민은행 63(734 

감소), 농협은행 103, 농협중앙회 14, 메리츠화재해상

보험(보험) 9,616(416 증가), 부산은행 42, 삼성화재해

상보험 109(79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 신용협

동조합중앙회 564, 신한은행 8, 씨티은행 9, 전북은행 

5,283(5,283 증가)

14,098 5,778 734 19,142 예적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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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농협중앙회 28,054(3,053 증가), 전북은행 3,930(630 

증가)
28,301 28,684 25,001 31,984

예적금 변동 

장남

국민은행 0(7 감소), 대신증권 249(249 증가), 동양생

명보험 0(1,890 감소), 롯데손해보험 1,993(812 증가), 

삼성증권 251(251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70(90 증

가), 우리은행 1,165(89 증가), 중소기업은행 0(800 감

소), 한국산업은행 1,595(135 감소)

6,864 1,831 3,172 5,523

차남

(주)카카오페이증권 7(7 증가), 국민은행 355(89 증

가), 농협은행 34(31 증가), 우리은행 1,517(1,203 증

가), 키움닷컴증권 60,445(12,989 감소), 한국카카오은

행(주) 382(72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2,049(1,194 

증가)

85,182 2,715 13,108 74,789

▶ 증권(소계) 15,967 14,153 15,522 14,598

장남 상장주식

알파벳A주 0.005주(0.005주 증가), 삼성전자 7주(7주 

증가), 마스터카드 0.0131주(0.0131주 증가), 아마존닷

컴 0.003주(0.003주 증가), 테슬라 0.0351주(0.0351주 

증가), 넷플릭스 0.0173주(0.0173주 증가), 코카콜라 

0.6077주(0.6077주 증가), 나이키 0.1707주(0.1707주 

증가), 애플 0.2681주(0.2681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0.0397주(0.0397주 증가), 스타벅스 0.3786주(0.3786주 

증가), 퀄컴 0.0654주(0.0654주 증가), AMD 0.1061주

(0.1061주 증가), 엔비디아 0.0155주(0.0155주 증가), 

인산가 8주(8주 증가), 맥도날드 0.0206주(0.0206주 증

가)

0 827 0 827 유가증권 매도 및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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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상장주식

오픈베이스 116주(116주 증가), 태경비케이보통주 185

주(185주 증가), 우성사료보통주 0주(1,028주 감소), 

동원수산보통주 48주(112주 감소), 현대사료 0주(82주 

감소), 마니커에프앤지 318주(318주 증가), 중앙백신연

구소 96주(96주 증가), 애경산업보통주 18주(18주 증

가), 경보제약보통주 0주(221주 감소), 하림 0주(600주 

감소), 동우팜투테이블 0주(300주 감소), 휴스틸보통주 

49주(49주 증가), 미스터블루 16주(16주 증가), 우리손

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 702주(702주 증가), 현대로템보

통주 0주(100주 감소), 구영테크 256주(256주 증가), 

이글벳 42주(42주 증가), 체리부로 0주(600주 감소), 

선데이토즈 42주(42주 증가), 클리오 60주(60주 증가), 

테라젠이텍스 191주(191주 증가), 에이치알에스 25주

(25주 증가), 코스맥스엔비티 52주(52주 증가), 엠게임 

33주(33주 증가), 사조오양보통주 0주(200주 감소)

15,967 13,326 15,522 13,771 유가증권 매도 및 매수

▶ 채무(소계) 376,088 189,400 206,089 359,399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30,000 0 6,000 24,000 상환

본인 금융채무 전북은행 180,000(180,000 증가) 0 180,000 0 180,000 대환

본인 기타 도시주택보증공사 감소 196,000 0 196,000 0 대환

차남 금융채무

국민은행 60,000, 농협은행 23,000, 상호저축은행중앙

회 60,000, 키움닷컴증권 0(4,089 감소), 한국카카오은

행(주) 12,399(9,400 증가)

150,088 9,400 4,089 155,399 채무액 증가

총 계 316,274 -101,039 -148,552 363,787 증감액: 47,513천원
(가액변동: 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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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직위 원장 성명 조지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6,590 243 0 6,833

본인 임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산 148-7번지 9,322.00

㎡
6,590 243 0 6,833

▶ 건물(소계) 115,000 0 0 115,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현대1차아파트 

건물 84.97㎡
115,000 0 0 11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403 0 0 6,403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원스톰25s디젤4WDAT 7인승 배기량(1,991cc) 5,303 0 0 5,303

배우자 자동차 2006년식 라쎄티 배기량(1,598cc) 1,100 0 0 1,100

▶ 예금(소계) 266,153 89,421 47,662 307,912

본인

DB손해보험(주) 17,201(3,519 증가), 국민은행 20, 삼

성생명보험 5,652(3,684 감소), 전북은행 

46,713(24,153 증가)

45,598 27,748 3,760 69,586

적금 및 보험금 납입.
배우자(곽동순)가 관리하던 교회 공
금 관리자 전환으로 2천5백만원(농
협) 감소.
모친(김정순) 신협 예탁금 계좌 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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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DB손해보험(주) 39,967(2,522 감소), 국민은행 

1,023(416 증가), 농협은행 34,703(293 감소), 농협중

앙회 0(106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4,420(12,902 

증가), 새마을금고 60(2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사업부 3,041(159 증가), 에이비엘생명보험 28,000, 우

체국 2,064, 전북은행 7,141(7,037 증가), 한화생명보

험주식회사 15,482(1,214 증가), 한화손해보험 

2,739(422 증가)

199,409 49,887 30,656 218,640

적금 및 보험금 납입.
배우자(곽동순)가 관리하던 교회 공
금 관리자 전환으로 2천5백만원(농
협) 감소.
모친(김정순) 신협 예탁금 계좌 전
환

모

농협은행 5,370(1,159 증가), 농협중앙회 0(29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00, 우체국 1,968, 처브라이프

생명 1,417(270 증가)

17,355 11,429 10,029 18,755

장남

NH투자증권 13(13 증가), 국민은행 20(154 감소), 농협

중앙회 0(852 감소), 신한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42(42 증가)

1,027 55 1,006 76

차남
국민은행 23(162 감소), 농협은행 1, 전북은행 552(252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24 감소)
511 252 186 577

삼남
국민은행 98(48 증가), 농협은행 0(26 감소), 전북은행 

180(1,997 감소)
2,253 50 2,025 278

▶ 채무(소계) 97,392 33,298 35,061 95,629

본인 금융채무 전북은행 68,331(3,647 감소) 71,978 6,000 9,647 68,331

배우자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6,260(10,014 증가),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1,038(1,000 감소), 전북은행 0(7,130 감소)
25,414 27,298 25,414 27,298

총 계 296,754 56,366 12,601 340,519 증감액: 43,765천원
(가액변동: 2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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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자동차융합기술원 직위 원장 성명 이성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66,489 0 0 166,489

본인 답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735-1번지 3,345.00㎡ 44,489 0 0 44,489

배우자 답 전라북도 남원시 신촌동 289번지 906.00㎡ 122,000 0 0 122,000

▶ 건물(소계) 468,000 0 0 468,000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태평SKVIEW아파트 건

물 164.13㎡
468,000 0 0 46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300 0 0 14,30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현대그렌저 배기량(2,700cc) 5,630 0 0 5,63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투산 배기량(2,000cc) 8,670 0 0 8,670

▶ 예금(소계) 986,285 159,531 124,744 1,021,072

본인

SK증권 4, 과학기술인공제회 61,327(6,424 증가), 농협

은행 153,991(7,135 증가), 농협중앙회 40,000(12,000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8,322(3,469 감소), 삼성

화재해상보험 20,972(1,05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2, 에이비엘생명보험 54,527(840 증가), 전북은행 1

345,194 136,951 112,969 369,176 보수 및 연금 수급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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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SK증권 12,169(9,981 감소), 농협생명보험 37,200, 농

협손해보험 1,050(300 증가), 농협은행 168,432(7,541 

증가), 농협중앙회 0(2 감소), 삼성생명보험 

211,969(742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9,588(1,124 증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2, 신한생명보험 

53,550(3,06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3,724(2,145 증가)

582,785 15,321 10,392 587,714

보수 및 연금 수급 증가분

장녀

국민은행 1,499(1,383 감소), 농협은행 11,701(600 증

가), 농협중앙회 29,005(6,000 증가), 신한은행 22, 한

화생명보험주식회사 21,955(659 증가)

58,306 7,259 1,383 64,182

▶ 회원권(소계) 35,000 0 0 35,000

배우자 콘도미니엄 남해힐튼(아난티) 35,000 0 0 35,000

총 계 1,670,074 159,531 124,744 1,704,861 증감액: 34,787천원
(가액변동: 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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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직위 원장 성명 김경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155,298

배우자 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696-2번지 430.00㎡
33,540

(20,000)

배우자 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697번지 1,217.00㎡
94,926

(25,000)

배우자 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698번지 344.00㎡
26,832

(20,000)

▶ 건물(소계) 1,490,162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2가  중화산 풍림아이원 건물 113.39㎡ 
273,092

(273,092)

시모 오피스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메가트로피 대지 30.10㎡ 건물 19.24㎡ 
73,070

(73,070)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건물 60.00

㎡ 

449,000

(449,000)

차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2 청계한신휴플러스  

건물 59.74㎡ 중 29.87㎡ 

695,000

(69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61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닛산 알티마 2.5 SL Smart 배기량(1,999cc)
16,950

(19,680)

배우자 자동차 2003년식 티뷰론 배기량(1,900cc)
660

(660)

▶ 예금(소계) 1,554,606



- 610 -

본인

DB손해보험(주) 21,113, 교보생명보험 44,244, 농협은행 8,000,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249,000, 삼성생명보험 648,058, 신한생명보험 29,651, 신한은

행 3,735, 우체국 13,800, 유안타증권 2, 전북은행 370, 한국투자증권 

12,226, 한화손해보험 20,052, 현대해상화재보험 307, 흥국화재해상보험

(주) 9,123

1,059,681

배우자

교보생명보험 36,000, 대신증권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309, 삼성

생명보험 73,356, 새마을금고 1,308, 신한생명보험 6,000, 우체국 16,101, 

전북은행 56,435, 한국교직원공제회 134,559, 한국투자증권 12,227

342,299

시모 새마을금고 1, 전북은행 1,274 1,275

장남
NH투자증권 16,772, 삼성생명보험 121,452, 신한은행 12,391, 우체국 352, 

유안타증권 127
151,094

차남 삼성증권 21, 신한은행 22, 우리은행 214 257

▶ 증권(소계) 17,700

본인 비상장주식 아이센텍 16,000주 8,000

장남 상장주식
ProShares:UltPQ 30주, IShares:GoldTru 18주, Cloudflare 50주, 

MICRSECTRSUSBIGOILIDX3XLVGETN 1주
9,135

차남 상장주식
우리금융지주 12주, 미래에셋대우2우B 60주, 크라운제과 1주, 신한지주 2

주, 메리츠증권 2주, 씨엠에스에듀 3주, 하나금융지주 2주, KGETS 3주
565

▶ 채무(소계) 403,000

시모 건물임대채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메가트로피 임대보증금 3,000

차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2 청계한신휴플러스 

임대보증금
400,000

총 계 2,832,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