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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멍드는軍

31사단5년간사병1085명징계 3면

광주전남교육청훈포상자

562명명단 22면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

전당(문화전당)이 적자운영을면치못할

것으로 분석돼 재원확보 방안이 요구되

고 있다 또 내년 9월4일로 잡힌 문화전

당 전면개관을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정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

만이마저도장담할수없는실정이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이하추진단)은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위한 열린

세미나를열고전당운영계획과최종개

관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등)를 공

개했다 관련기사3면

추진단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장기적인 적자구조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화전당이 본격 운영되는 개관 이듬해

의경우인건비 221억원 경상운영비 286

억원 콘텐츠 예산 357억원 등 모두 864

억원의예산이투입된다

반면 문화전당 운영수입은 62억원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입장

수입은 19억원 임대수입 11억원 대관수

입 5억원 주차장 수입 16억원 기타수입

(자판기 등) 11억원 등이다 이런 수익구

조는 장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분석됐

다

문화전당의평균운영예산은연간 500

억원으로 추계됐으나 운영수입은 2015

년 30억여원 2016년 62억원 2017년에

는 63억여원에그칠것으로전망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진단은 문화전

당의 재정자립도(예산대비 수익의 비율)

목표치를 2015년 25% 2016년2017년

72% 2018년2020년 10%로 잡고 있

다 문화 관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의 기

준이 재정자립도 30%대인 점을 감안하

면매우취약한수익구조다

이는 재정문제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역의우

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전당운영의 필

수경비(인건비경상운영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정작 중요한 콘텐츠

(전시공연 프로그램) 구축예산 등이 축

소될수있다는것이다

박혜자 국회의원과 광주시 지역 문

화사회 단체는 이런 점을 감안 문화전

당의 재정 확보방안을 보완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 개

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

별법에는 문화전당의 취약한 재무구조

를 반영해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예산을국가가지원한다는조항

이담겨있다

문제는특별법이오는 9월정기국회에

서도통과되지않을 경우내년 9월4일로

잡혀있는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빚어

진다는데있다 추진단은 9월통과를마

지노선으로잡고모두 423명의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단계적으로 뽑을 계획이지

만 법이개정되지않으면정부가약속한

내년 9월 개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하고있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은 문화전당 개관인력 구성은 법안의 9

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잡았기 때문

에 법안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개관에 차

질이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는 광주 지역사회와 국회의 도움이 절실

하다고강조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오는 10월준공예정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건립공정률90%대를넘어서면서위용을드러내고있다연면적(161237)으로국내최대규모인문화전당은오는2015년 9월

전면개관할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문열자마자적자

내년 9월개관차질우려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도입될 것으로 보

인다 관련기사7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

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 (수능영어의)

절대평가를심도있게논의하고큰방향에

서잡고있다며 절대평가도입계획을밝

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하느냐 어떤방법으로하

느냐등을실무선에서마지막단계로전문

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

였다 하지만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

를 지키겠다고 밝혀 영어 절대평가제 도

입시기는2018학년도가될것으로보인다

황 장관은 또 대학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원축소에있다기보다는대학을강화하

고질제고를통해경쟁력을높이는데있

다고말해방향전환을시사했다

연합뉴스

학교명 시군구
설립
유형

학교
성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A 영어B
표준점수
평균

광주과학고 북구 특목고(공) 남여 1198 120 124 1167 133 1144 1213

숭덕고 광산구 자사고(사) 남여 1176 1152 1257 1165 1215 1163 1188

송원고 남구 자사고(사) 남 1178 1134 1225 1127 1173 1139 1163

상일여고 서구 자공고(공) 여 1149 112 1152 1136 1182 1159 1150

대광여고 남구 일반고(사) 여 113 1109 1138 1145 1149 1141 1135

광주대동고 서구 일반고(사) 남 1107 1088 1156 1124 1152 1118 1124

고려고 북구 일반고(사) 남 1098 110 1112 1139 1132 1115 1116

보문고 광산구 일반고(사) 남여 1119 1106 1183 1071 1033 110 1102

대성여고 남구 일반고(사) 여 1106 1073 1093 1041 1165 1102 1097

광주서석고 서구 일반고(사) 남 1099 1057 1104 1105 1109 1104 1096

광주동신여고 북구 일반고(사) 여 1097 1073 1095 107 1135 1084 1092

광주수피아여고 남구 일반고(사) 여 1082 1065 1053 1083 113 1111 1087

문성고 남구 일반고(사) 남 1068 1043 1069 1111 1124 1084 1083

동아여고 남구 일반고(사) 여 1059 1061 107 1123 1093 1082 1081

광주진흥고 광산구 일반고(사) 남 1048 1031 1092 1111 1115 1082 1080

광주제일고 북구 자공고(공) 남 1084 1039 1081 1083 1086 1105 1080

살레시오고 북구 일반고(사) 남 1047 1035 1082 1105 1105 1098 1079

광주고 동구 자공고(공) 남 1073 1048 1071 1095 1099 1084 1078

광덕고 서구 일반고(사) 남 1066 1021 1098 1098 108 1095 1076

광주석산고 남구 일반고(사) 남 1057 1042 1079 1108 1084 1085 1076

광주지역고교2014학년도수능국수영표준점수평균상위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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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결정특별법

9월 국회서 통과돼야

공정률 90%모습드러낸문화전당

現중3부터수능영어절대평가

수능체제확바뀔듯

추진단 운영계획세미나

지난해수능에서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의 도약이 눈에 띄었다 상일여고뿐만 아

니라 광주제일고 광주고도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일반 공립고는 여전히

하위권을맴돌았다 <관련기사 7면>

27일새정치민주연합박홍근의원이공

개한 201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2013

년 11월7일 시행) 고교별 성적 자료를 분

석한결과 광주지역에서국어수학영어

의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는 광

주과학고로 1213점이었다 자율형사립고

인 숭덕고(1188점)와 송원고(1163점)가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이어 자공고인

상일여고가115점으로지난해11위에서 4

위를 7계단이나껑충뛰어올랐다

일반고에서는 대광여고가 1135점으로

대동고(1124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

다 다음으로 고려고(1116점) 보문고

(1102점) 대성여고(1097점) 서석고(109

6점) 순으로상위 10위권이형성됐다

그동안 하위권을 형성하던 광주제일고

(108점)와 광주고(1078점)가 자공고로 전

환되면서 각각 15위 18위에 올라서는 등

일취월장했다

광주가수능전국 1위를탈환한데는자

사고와자공고의힘이큰것으로분석된다

이에따라광주시교육청의자사고정책

수정 여론이 다시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

사고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경우 자공고도

폐지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폐지하고 자공고는

유지할경우사립고들의거센반발과함께

특혜논란이불거질것으로예상된다

수능성적이우수한12등급비율순위에

서도특목고와자사고가수위를차지했다

광주과학고숭덕고송원고는 국어A

B 수학AB 영어AB형 전 영역에서 상

위 5위권에 포함됐다 일반고에서는 대광

여고가 국수영 전 영역에서 10위권에

들어실력을입증했다

지역별로는사립이많은남구가상위20

개학교중 7곳으로35%를차지했다북구

가 5곳 서구 4곳 광산 3곳 동구 1곳이었

다 학교 성별로는 남학교가 11곳 여학교

가 6곳남녀공학이 3곳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공고 도약
일반공립고는여전히바닥

수능 광주 고교 성적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