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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한 은행에서 김모씨가 가스총으로 창구 직원을 
위협하는 모습이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서울
지방경찰청 제공 

��으로 이 기사 읽기 

강씨 어제 구속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은행에 침입해 청원경찰

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영어 강사 김

모(3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살 때 미

국 애리조나주로 입양된 김씨는 34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2007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우리은행 개포동

역 지점에 흰색 가발을 쓰고 들어가 창구 직원을 위협, 

수표와 현금 등 모두 200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철제 아령으로 청원경찰 김

모(43)씨의 뒷머리를 때리고 가스총을 빼앗았다고 경

찰은 밝혔다. 은행 직원들은 "범행 당시 김씨가 한국말

로 '돈을 여기에 담으라'고 외쳤다"고 경찰에 말했다. 

 

돈을 훔친 뒤 도주하기 위해 택시를 잡은 김씨를 막은 

것은 택시기사 차모(65)씨였다. 차씨는 김씨가 자신의 

택시에 올라타 빼앗은 가스총으로 위협하자, 김씨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김씨는 112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격투 끝에 붙잡

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하지 않아, 현재 나는 한국 국적"이라면서 "미국에 있

는 동안 애리조나를 무대로 활동하는 멕시코 갱단에서 

중간 보스로 활동하다, 당국에 적발돼 추방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한국에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하는 동안 아무도 김씨가 강제 추방된 신분인지 의

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김씨의 가방 안에는 접이식 낫과 칼, 쇠막

대기까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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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알엑스 국과수 성분검사 결과 설마 

고약한 입냄새 30초만에 없애는 방법 

담배 못 끊는이유 니코틴 중독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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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도 그러더니…민주 또 우왕좌왕

"프레임 전쟁, �의 전략적 실수이자 자충수"

�, 손학규 만났다는데…무슨 얘기 했을까?

연평도 포격 �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임명

박근혜, '분홍 립스틱'으로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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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됐던 영어 강사 강남서 은행 털다 붙잡혀
정상혁 기자  

'뉴스ON' 앱을 만나보세요.
친구들과 기사를 쉽게 공유하고 스크랩 할 
수는 없을까? '조선닷컴 뉴스ON'
지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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