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제19958호 �
고위공직자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5년 고위공직자재산공개결과윤장현

광주시장등광주지역공개대상자 28명의

평균 재산액은 6억3781만원이었다 이낙

연전남지사등전남지역자치단체장과광

역의원 공직자 84명의 평균 재산은 9억

2818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년전에 비해 4761

만원이 감소한 7억5303만원을 신고해 전

국 17개 시도지사중박원순서울시장(

6억8493만원)에이어 16위에머물렀다

광주에선 공개대상자의 571%인 16명

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송

광운 광주 북구청장이 1억4039만원 증가

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민형배 광산구청

장은 4936만원이 늘어난 5억3806만원을

최영호 남구청장은 4506억원이 증가한 1

억7316억원을신고했다 노희용동구청장

은수감중이어서신고하지않았다

오형국 부시장은 8618억원이 증가했으

며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1300만원이 늘

어난 3189만원을 신고했다 우 부시장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금융 채무가 5억

5300만원이나돼전체재산은 3000만원대

에그쳤다

시의원 중에선 서미정 의원(신고액 7억

6373억원)이 7161만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은방(17억311만원)

6815만원 전진숙(2억4701만원) 5762만

원 김민종(4억7407만원) 5414만원 김보

현(1억1315만원) 5282만원 이정현(4억

9434만원) 2912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늘었다

김옥자 시의원은 1억8758만원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조세철 시의원(1

억1788만원) 조오섭 시의원(5616만원)

등 12명이 재산이줄었다 전체 28명의 공

개 대상자 중 김보현 시의원은 1억1315

억원으로가장적었다

이낙연 전남지사등전남도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3명이 10억

원이상의재산을신고했다 22명의시장

군수 중 10명 57명의 전남도의원 중 8명

등재산공개대상 84명 가운데 4분의 1(21

명)이 10억이상자산가였다

이지사는 1년전에비해 6544만원이감

소한 15억 5979만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

는 선거비용과 본인 금융기관 채무 상환

등으로재산이감소했다

이 지사는 본인 소유 영광군 법성면 대

지 임야 밭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

어머니소유영광군법성면대지 답등토

지 57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

인명의서울서초구잠원동아파트 영광

군영광읍사무실전세권 아들명의서울

강남구청남동전세권등건물 7억6100만

원이있다고밝혀부동산이재산의대부분

을차지했다

예금(본인 3700만원 아내 2억2500여만

원)은 2억8800여만원을갖고있다 금융기

관 채무(본인 2200여만원 아들 5000여만

원) 7300여만원으로집계됐다

김영선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

1600여만원감소한 10억8000만원을 우기

종 정무부지사는 지난해보다 6100여만원

감소한 29억8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왕복 전남도립대총장은 지난해보다

3700여만원 증가한 8억4800여만원의 재

산을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은 지난해보다 4600여만원 증가한 3억

8000여만원을신고했다

전남 시장군수 22명 중 10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철주 무

안군수가 38억5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최고로 김준성 영광군수(32억원) 조충훈

순천시장(29억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

었다

정현복 광양시장(18억3000만원) 유두

석 장성군수(15억5000만원) 주철현 여수

시장(15억3000만원) 전동평 영암군수(12

억9000만원) 강인규 나주시장(12억5000

만원) 서기동 구례군수(11억6000만원)

이동진 진도군수(11억5000만원) 등도 10

억원을넘긴자산가였다

지난해보다재산이증가한단체장은 14

명이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박홍률 목포

시장(1억7000만원) 정현복 광양시장(1억

3000만원) 최형식 담양군수(1억2000만

원) 김성장흥군수(1억60만원) 등 5명은 1

억원이상을늘렸다

전남도의원 57명 가운데 8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임명규 의원에 이

어정연선의원(60억7000만원) 명현관의

장(58억8000만원)이 50억원대 이상의 자

산을 보유했고 김연일 의원(41억4000만

원) 권욱 의원(29억원) 한택희의원(14억

원) 전정철 의원(13억7000만원) 이용재

의원(11억8000만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로분류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28명중 16명재산늘어전남 84명중 21명 10억이상재력가

인사혁신처임만규윤리복무국장이 26일오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공개대상자 1825명에대

한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공개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광주시의회전남도전남도의회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에따르면

대부분고위공직자의재산이늘어난가운

데 3부요인과광주전남지역국회의원의

재산도대부분수억원이상씩늘어났다

3부 요인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3억3600만원정도늘어난31억

6950만원이었다 박 대통령은취임직후인

2013년 25억5860만원에서 이듬해 정기 재

산신고에서2억7500만원이늘어난데이어

2년연속재산이증가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재

산은전년보다 2억2810만원이늘어난 105

억53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법부 수장

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3억8600만원이 증

가한총 39억2700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

한편 이완구국무총리의재산은지난해보

다7390만원감소한11억3070만원이었다

광주전남국회의원18명의지역구

국회의원대부분의재산이적게는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늘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16억880만원에서 올해 18

억6730만원으로 2억5850만원이 늘어 광

주전남국회의원중가장많은재산증가

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의 매입에 따른 재

산 증가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황주홍

의원이부동산가치상승및예금(세비주

식매도금) 증가로 2억515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것으로신고했으며임내현의원은

월세세비정치자금등으로인한예금증

가로 2억1670만원의재산이늘었다

권은희의원은 1억5720만원늘어난 7억

2600만원 강기정 의원은 9490만원 늘어

난 7억370만원 김성곤 의원은 9720만원

늘어난 7억7100만원 김영록의원은 6030

만원 늘어난 10억9960만원 박주선 의원

은 1억7250만원늘어난 22억840만원을각

각 신고했다 또 박혜자 의원은 22억80만

원(1억3040만원 증가) 우윤근 의원은 21

억1100만원(1억2090만원 증가) 이개호

의원은 18억5320만원(1억3000만원증가)

이윤석 의원은 8억6960만원(1억3270만원

증가) 이정현 의원은 5억4700만원(1억

5430만원증가)의재산을각각신고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6390만원 장병완

의원이 2억9580만원의 재산이 각각 줄어

들었다고 신고했다 박지원 의원의 신고

재산액은 12억3300만원이었다 장의원은

3억원에가까운재산의감소에도불구 79

억526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광주전남

국회의원중에서는여전히최고의부자였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장현시장 7억5000만원

17개 시도지사중 16위

시의원 28명중 12명은 줄어

김보현 1억1000만원 최소

이낙연지사 6500만원 감소

전남단체장 14명 재산증가

朴대통령 3억여원늘어장병완의원 79억원으로최고3부 요인광주전남국회의원

이색등록재산 주식으로 3억원불리고명품바이올린김기창그림소장

광주전남지역 공직자 중 자산가의 공

통점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예금 등을

재산을각분야별로골고루소유하고있다

는것이다

일부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은물론자신의선거구에상당한토

지를 소유하고 언제나 입출금할 수 있는

고액을금융기관에맡겨놓았다

이번에재산을공개한광주지역공직자

중가장부자인임우진서구청장은건물 4

억5900만원 예금 19억8600만원 유가증

권 4240만원등을소유하고있었다

이번 재산 신고 대상자 중 조영표 광주

시의회 의장은 전체 재산이 9억3427만원

이나 됐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재산이었

다 본인 소유 재산은 예금 398만원이 전

부였고 이마저도 금융 부채가 505만원으

로사실상마이너스였다

이은방 시의원은 배우자 다이아몬드(1

04캐럿 화이트)를 재산 목록에 넣었는데

기존 1200만원서 800만원으로 가치가 떨

어졌다 임택시의원은배우자소유로 940

만원상당의금(24k) 188g를신고했다

전남도공직자중재력가들도광주와비

슷한 재산 보유 행태를 보였다 재산 톱

인임명규(보성2) 전남도의원은토지 37억

3650만원 건물 8억2781만원 태양열 2억

680만원 예금 10억3277만원등의재산분

포를 보였다 38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

한김철주무안군수역시토지12억2088만

원 건물 14억2704만원 예금 14억1835만

원등에골고루투자했다

권욱(목포2) 전남도의원은 주식으로 재

산을불렸다 목포MBC 2만720주등배우

자와함께다양한주식을소유한권의원은

유가증권종전가액이지난해 1억2912만원

에서 올해 4억4158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비상장주식이상장됐기때문이다 권의원

은 유한회사 초원실버타운에 3억원을 출

자해 지분 60%를 김기태(순천1) 전남도

의원은 순천평화병원 장례식장에 1억원

을출자해지분 20%를소유하고있다

서정한(여수3) 전남도의원은 65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전남도립대 김왕복

총장은 배우자가 1980년대 구입한 운보

김기창 동양화백로(52×140cm) 남농허

건 동양화 산수화(126×325cm)를 각각

재산으로신고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고위공직자재산순위

광주

이름 재산 전년대비증감

상위

1 임우진 25억99만원 1억2817만원

2 김동찬 20억8205만원 1684만원

3 송광운 18억9954만원 1억4039만원

하위

1 김보현 1억1315만원 5282만원

2 임택 2520만원 374만원

3 반재신 3184만원 1285만원

전남

상위

1 임명규 75억1389만원 2억8913만원

2 정연선 60억7419만원 4억3006만원

3 명현관 58억8245만원 2억9234만원

하위

1 김효남 1억5698만원 1억2420만원

2 서일용 1억2877만원 2억86만원

3 문행주 4102만원2억493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