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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청의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누

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단

한 푼도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교

실과화장실보수 등에쓰일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부담도 커지는 형편

이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새

정치민주연합유기홍의원(관악 갑)이 14

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지방교

육채발행및상환현황에따르면광주의

경우올해만 975억원의지방채를발행했

고 전남도 지방채 발행으로 3636억원의

빚을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지금껏 발행한 지방채

만2280억원에달하고내년에상환해야할

이자만 74억원이다 전남도내년에부담해

야할지방채이자가215억원이나된다

광주가 지난 2012년 누리과정에 쏟아

부은 예산이 390억 원 2013년 899억 원

지난해 1179억 원에이르는등급증한것

도지방채발행에한몫을했다

올해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일반사업비(2059억원)의 678%

수준인 1397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해야하는형편이다

결국 없는 살림에 노후 화장실을 보수

하고 찜질방같은 교실의 냉방 시스템을

고치려다보니임시방편으로지방채를발

행해재정을꾸려왔다는게유의원분석

이다 이마저도 미흡해 교육환경개선사

업비 반영률이 광주는 49%에 그쳤다고

유의원은지적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매긴각급학교의수요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이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

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다

화장실을 비롯해 냉난방 전기시설 소

방시설 개선 바닥 보수 방수공사 창호

교체 도장공사등이주된사업으로 광주

는필요한예산의 51% 전남은 25%가반

영되지못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재정 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

기지 말고 국고 지원을통해 해결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4일 광주시서구매월동서부농산물시장청과동에사과와배등제수용과일들

이상자째수북히쌓여있다 농산물시장측은과일값하락으로올해추석에는제

수용수요가더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부농산물시장 바쁘다바빠

구분
2015년(단위억원) 2016년(단위억원)

발행 원금상환이자상환채무잔액 발행 원금상환이자상환채무잔액

서울 8151  128 11883  437 397 11446

부산 3685  49 5220   170 5220

대구 3951  52 5649  116 182 5533

인천 2587 73 78 4904  124 161 4780

광주 975  42 2281  33 74 2249

전남 3636  110 6938  134 215 6803

지방교육세발행및상환현황

교육부자료유기홍의원실재구성

지방채이자부담에 벼랑끝 교육재정

올광주 975억전남 3636억 발행내년 이자만 74억215억

누리예산부담까지가중화장실냉난방등시설투자엄두못내

오늘의날씨

주의

50

90

�생활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먼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파고()
05

0515
0515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물때

목포
0321 0831
1535 2044

여수
1006 0347
2227 1606

밀물 썰물

�주간날씨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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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1726 1727 1727 1727 1727 1726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1627

1626

1823

1626

1227

1326

1326

1326

1328

1226

1627

1426

1427

1527

1126

1823

1426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구름낀하늘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15

해짐 1841
�� 0745

�� 1942

식중독

운동

빨래

8년에 걸쳐 허위입원을 일삼으며 무

려 8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부는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도 보험

사기행각에동원하는등자녀마저도돈

벌이수단으로삼았던것으로드러났다

14일 광주광산경찰에따르면부부사

이인 A(63)씨와 B(여44)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무려 38건의 보험상품

에 집중 가입했다 아픈 것과는관계없

이 환자인 척 연기만 잘 하면 병원에 입

원할 수 있고 고액의 입원 보험금이 지

급된다는사실을지인에게듣고허위로

보험금을타내려는목적이었다

부부는 2년간꼬박꼬박매월 150만원

에 달하는 보험금을 납부한 뒤 지난

2005년 5월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광주지역에서입원환자관리가허

술한 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입원한 뒤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는 이른바 나

이롱환자생활을시작한것이다

병원측이의심의눈초리를보내기시

작하면부부는즉시병원을옮기는수법

을 썼다 같은 병으로 너무 자주 입원한

다는 생각이 들 때면 병명을 바꾸기도

했다

남편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유

공자로 지정받았지만 보훈병원을 이용

하지않았다

보훈병원을이용할경우치료비등병

원비 대부분이 지원대상임에도 보험금

을 허위로 타내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

인 8년여간일반병원만돌며허위입퇴

원을반복했던것이다

부부 사기단은 초중고에 다니는 3

명의 자녀까지 보험사기 행각에동원한

것으로조사됐다 보험금을타내기위해

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는가하면병원

진료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몰염치한행동도서슴지않았다

부부 사기단이 이런 수법으로 8년간

허위로 타낸 보험금만 무려 8억3500만

원에달했다

월 평균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

위로타낸 것이다 부부는 이 돈을 가족

생활비에 쓰거나 남편 B씨가 운영하는

무안군소재산장공사비용등으로사용

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

경찰은이날 21개보험사를상대로보

험금을부당하게타낸 A씨부부를사기

혐의로입건하고이들의사기행각에도

움을 준 병원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이롱 환자 8년 8억원 챙겨

자녀동원보험사기부부적발

지난해 화재참사로 22명의 목숨을 앗

아갔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자매병원에 내려진 100억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은부당하다는판결이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4일 H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H재단에 한 101

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도

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실질운영자인) 이모씨

가형식적으로H재단을설립해산하병원

을 개설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 H재단을이씨개인소유가아닌법

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방

경찰청은 H재단소속요양병원도이씨가

편법으로운영한사무장병원이라며병원

개설부터당시까지지급된의료비전액을

환수하도록 같은 해 9월4일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화재참사요양병원 자매병원 요양급여 100억 환수 부당

낚시어선돌고래호(977t해남선적) 전

복사고 열흘째인 14일 12번째 사망자 시

신이 수습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14일오전 9시께해군함정고속단

정이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을 수색하

던중돌고래호탑승자장모(53부산시)씨

의시신을발견했다

지난 5일 오후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

생한 지 9일 만이자 지난 10일 오후 추자

대교인근해상에서 11번째사망자시신을

수습한지나흘만이다 해경은실종자가

족들이제주에와있는점등을고려 시신

을헬기로제주한라병원에이송한뒤신원

을확인했다 연합뉴스

순천경찰은 14일 고철수집업체를운영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3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을 가로

챈 A(43)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부터 3개월간광양시에서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16억4000여만원의 세금계산

서를 허위로 발행해 부가세 10%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고

철 등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가세를 챙기고 영수증

을 발행한 고물업체는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활용해탈세에이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

돌고래호 12번째 시신수습

허위계산서로억대탈세

순천 40대 고철업자구속

광주지법 병원개설증거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