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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를 이

용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겨냥

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

으로 3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폭력조직

5개파 11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 이들

은 차량을 이용해 47회에 걸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상무지구

동구 구시청 사거리 등을 택해 전조등을

끈상태로사고를유발했다

#2 광주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부터 2017년 4월까지 4년간 사무

장병원을운영하며 139억원상당의요양

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

과 한의사를 구속했다 보험사기에 가담

한 허위과다 입원환자 165명도 적발했

다 이들중일부는초등학생자녀까지허

위입원시키기도했다

광주의 보험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과

거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한 범죄에서 전

문브로커 조직폭력배까지 가세해 조직

화 기업화되는등규모가커지고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6년 498명이던광주의보험사기적발인

원이 2017년 1319명으로급증했다 적발금

액은 2016년 85억여원에서 376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703억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

년대비64%증가한것으로같은기간 1인

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40만원에 달했

다 연도별 보험사기 금액은 2014년 5997

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

억원으로대폭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보험사기유형을살펴보

면 허위 입원치료기간 부풀리기 등이 가

장많은 2786억여원(7525%)이었고 방화

등고의사고유발446억여원(121%) 자동

차피해과장 230억여원 (62%)순이었다

보통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의 강력

범죄가동반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지만

실제로는범죄행위의인식이강하지않은

형태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보험범죄에대한관용적태도와

죄의식 결여 보험의 사행적 특성을 꼽는

다

많은시민들이보험범죄를적은비용으

로막대한이득을취할수있는 고수익저

위험의 행위로 인식하는 등 죄책감을 느

끼지못해계속해서보험사기가늘고있다

는것이보험업계의설명이다

보험범죄를견제감시할사회적감시망

도 허술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보험범죄

전담수사부서가존재해보험회사의조사

요원들에 대한 교육까지 주도하고 있다

반면우리나라는독립된보험범죄전문수

사과정이경찰교육기관내에서운영되지

않고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범죄 1건당 평균 450시간이 넘는시

간이소요됐지만중범죄에비해포상이부

족한 것 같다면서 특별단속 기간 운영

과 보험사기 검거 우수자 특진 등도 보험

사기를 근절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조언

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공익캠페인

보험범죄근절하자

 진화하는보험사기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주민소통문화

예술활동등교육체험공간이문을열었

다 광주시 동구는 14일 마을커뮤니티센

터 동구마루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간의이름은지난 2월공모를통해지

역명칭인 동구와 소통공간을의미하는

마루를합친 동구마루로결정했다

동구마루는 전문단체를 모집해 ▲전통

발효식초 제조과정을 진행할 종초회 ▲

목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할 민예공방 ▲

천연염색 자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도란

도란사랑방 ▲가죽공예를 진행할 다미

울 ▲영상제작앨범과 천연비누 과정을

진행할 문화예술교육공유총연합회▲한

지공예를 진행할 한지웰빙 등 6개 프로

그램을운영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브로커동원허위사고돈 빼먹기 혈안

지난해 1319명 적발상반기피해액 3703억원최고기록

과다입원방화자동차피해과장順전문수사기관필요

광주청소년들의꿈을 키우는장소가

될시립청소년문화의집이문을연다

광주시는오는 16일 광산구 수완지구

에서 시립 원당산 청소년 문화의 집 개

관식을한다

시립(市立) 형태로 청소년만의 전용

공간이마련된것은처음이다

문화의 집은 장덕동 원당산 공원 내

부지 1400여에 전체면적 1605 지

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국비

등 38억원이 투입됐으며 청소년들의 각

종 공연활동 공간인 강당 공연장 동아

리실등이마련됐다

요리체험장노래방댄스연습실등청

소년들의다양한끼를발산하고 스트레

스를해소할수있는부대시설도갖췄다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이 위탁을 맡

아운영한다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

해 청소년과 시민에게 문화예술과 휴식

의공간이될것으로광주시는기대한다

개관식에는피아노 5중주팝페라가수

초청작은음악회 청소년동아리댄스팀

과밴드팀의공연팔찌만들기등다양한

행사가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

산수동마을사랑방열렸네

커뮤니티센터 동구마루 개소

14일광주시북구운암3동행정복지센터에서지역사회복지단체 ㈜모아종합건설직원들이 영양

듬뿍! 정성가득! 밑반찬지원사업의하나로어려운이웃에게전달할밑반찬등을만들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웃사랑양념했어요

광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최근 3년

(20152017) 간 34배나 늘었다 광주복

지단체들은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시민

의식이실종됐다고지적했다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동구서구남

구북구광산구)에 따르면최근 4년 광주

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4788건 2016년 1만1562건 2017

년 1만6287건 2018년현재 3583건으로매

년크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구가 2015년 730건에서 2017년 4129

건으로 3년간 56배 늘어 가장 높은 증가

세를 보였고 남구가 2015년 563건에서

2017년 1990건으로 35배 증가해 뒤를 이

었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광산구

는 2015년 1841건에서 2017년 5716건으로

31배 늘었고 서구는 2015년 1447건 보다

26배 많은 2017년 3775건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2015년 207건에서지난해 677건으

로조사됐다

위반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 내 주

차장이 가장 많았으며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과공공기관 순이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속적으로 장애

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 과태

료를 물리고 있지만 오히려 위반 건수는

해마다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

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장애인전

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장애인전

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

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차량 20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압류 또는 강제 징수가 이뤄

지며최고75%까지과태료부과액이가산

된다 김한영기자 young@

광주시민의식실종장애인구역얌체주차 기승

3년새 34배 급증아파트카페 등광산구최다적발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첫 개관

수완지구원당산공원내공연장등갖춰내일개관식

세월호 선체 절단물 정밀수색 과정에

서사람의것으로추정되는뼈 1점이수

습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절단

물 수색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길이 1520뼈 1점이발견됐다

세월호현장에서 유골로 추정되는뼈

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처음이다해수부는수습된뼈를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조사를 의뢰

할계획이다

세월호현장 수습본부는세월호 절단

물에 붙어 있는 진흙이나 보온재 패각

등을 수작업으로 분리해 씻어내면서 혹

시유골이있는지살피고있다

현재까지가족품에돌아오지못한세

월호 미수습자는 남현철박영인 군 양

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

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세

월호절단물에대한정밀수색작업을진

행하고있으며오는 30일까지완료할예

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세월호선체서 4개월만에뼈 1점 수습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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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북서북
먼바다 남남서 1025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남서
먼바다(동) 남동남 1025 남남서

파고()
0515
1530
0515
10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1020 남남서 1025

�물때

목포
0612 0039
1850 1322

여수
0151 0151
1428 1428

간조 만조

�주간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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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814 31 315 416 511 611 513

광 주 흐리고비

목 포 흐리고비

여 수 흐리고비

완 도 흐리고비

구 례 흐리고비

강 진 흐리고비

해 남 흐리고비

장 성 흐리고비

나 주 흐리고비

1416

1114

1215

1218

1016

1316

1116

1215

1215

1117

1217

1214

1417

1314

1117

812

1214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촉촉한봄비

우산 꼭 챙기세요 예상 강우량 2060

�지역별날씨 ���

해뜸 0644

해짐 1840
�� 0528

�� 1627

미세먼지

뇌졸중

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