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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꾸러기라고생각했던아이들의또

다른모습을볼수있었어요 남을배려할

줄아는멋진어른으로성장하길기대합니

다

23일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가을 단풍

이 반겨주는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자락에 선우학교와 각화중학교 학생 300

여명이 특별한가을소풍을나섰다

㈔광주학교(교장 송갑석)가 주최하고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후원한 2014 장애

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체험이 오

늘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무등산 역사길

탐방을위해모인것이다

미리 도착해기다리고있던각화중학교

학생들의 손에는 편지봉투가 들려 있었

다 조준규(15각화중 2년)군은 오늘 처

음만나게될선우학교짝꿍한테전해주려

고 어젯밤 정성스레 쓴 편지라며 자랑했

다

곧 선우학교학생들이도착하자짝꿍을

기다리던 각화중 학생들은 짝꿍의 손을

잡고오늘의목적지 풍암정을 향해 정다

운발걸음을내디뎠다

산행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산길 입구

부터 50m구간에 전날 내린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크고작은물웅덩이가아이들의

발걸음을방해했다

각화중 2학년 조민영(여15)양은 자신

의 짝인 박다원(10선우학교 초등 1년)군

을 망설임 없이 품에 안고 웅덩이를 피해

산길을 올랐다 힘들 법도 하지만 조양은

다원아 추우면 누나한테 꼭 말해줘라

며박군을챙겼다

조양은 처음 다원이를 볼때부터 너무

귀여워서 꼭 짝꿍이 되고 싶었다며 동

생이 없어 외로웠는데 누나 말도 잘 듣는

다원이를만나게돼너무좋다 마치 친동

생을얻은것같다고환하게웃어보였다

무등산 옛길 3구간을 따라 올라가던 아

이들이 풍암제 앞으로 모여들었다 눈 앞

에 펼쳐진 풍암제 수면 위로 단풍나무가

반사되고 있었다 각화중학교 학생들은

가방에서하나둘 셀카봉을 꺼내들었다

김규리(여15각화중 2년)양은 풍암제를

등지고 선우학교 1학년 이주환(8)군과 사

진을찍는데여념이없었다 김양은 나와

다른친구를만난다는것이사실부담됐었

다며 스스럼없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

아 쥐는 주환이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해

졌다고말했다

아이들은 동요 산토끼를 흥얼거리며

교사와 안전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가량이어진무등산역사길탐방을안전하

게 마쳤다 목적지에 도착한 학생들은 서

로의주소나핸드폰번호를교환하며짧은

만남을 아쉬워 했다 행사는 끝났지만 아

이들은 따뜻한 만남과 공감을 선물했던

2014 장애비장애청소년우리지역명산

체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공감

과배려를배우게됐다고입을모았다

㈔광주학교 송갑석(48)교장은 우리 청

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단 하루지

만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보

람있었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역사길에서 2014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지역 명산체험 행사가 열린 가운데 각화중학교와 선우학교 학생들이 짝을 이뤄 산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고업고물웅덩이건너 5분만에친구됐어요

(사)광주학교주최 장애비장애청소년지역명산체험 가보니

광주 선우학교각화중 학생 300여명

무등산역사길탐방 특별한가을소풍

풍암제 배경 셀카봉 찰칵 추억 선물

서울대에합격하는광주전남지역학생

들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지역 인재발굴을 위한 지역균형선

발전형에서도수도권합격생은증가한반

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非)수도권 합격

자수는큰폭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3일새누리당윤재옥의원이서울대로

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올

해 서울대에 합격한 광주지역 학생은 104

명 전남은 64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126

명 84명에비해크게줄어든수치다

합격자지역별비율에서도광주는지난

해 379%에서 올해 318%로 전남은 2

53%에서 196%로감소했다

광주는 광역시중 부산(486%) 대구(4

4%) 인천(338%) 다음이었고 전남은 충

북(174%) 제주(064%)와 함께 전국 최하

위수준이었다

지원자대비합격자비율도낮아져광주

는지난해 799명이지원해 126명합격 합

격률이 1577%였는데 올해는 911명이 지

원 이중 104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2

55%로 떨어졌다 전남지역 합격률도 15

73%에서 1285%로낮아졌다

학생부종합전형입학생도광주는지난

해 104명에서 올해 91명으로 줄었으며 지

역별 비율도 392%에서 348%로 감소했

다 전남도 72명 271%에서 58명 222%로

낮아졌다

지역균형선발전형합격자수와비율도

줄어들고있다

올해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699명 중 광주지역 학생은

34명(49%) 전남은 19명(27%)이다 광주

지역서울대지역균형선발전형합격생은

2012년 36명(54%)에서 지난해 37명(5

2%) 올해 34명(49%)으로 해마다감소하

고있다전남지역도 2012년 38명(57%)에

서 2013년 32명(45%) 올해는 19명(27%)

으로크게줄었다

올해 지역균형선발신입생을전국시도

출신지역별로비교해보면서울이 177명으

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119명) ▲인천

(53명) ▲경남(49명) ▲대구(39명) ▲경북

(35명) 다음으로광주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대합격광주전남학생크게줄어

나무가테러를당했다

최근 광주시 동구 지원1동 주민쉼

터정자인 유선각 기둥에 가로수훼

손범을찾습니다는내용의전단이붙

었다 A4 크기 전단에는 느티나무에

제초제를 뿌려놓은 습격을 한 범인

을잡아달라는내용이적혀있었다

지원동의 명물인 느티나무 2그루

(수령 20년높이 5m둘레 150)는

지난 10일 오전 훼손된 채 주민에게

발견 지원파출소에 신고됐다 지원 1

동 주민센터는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

을전해들은뒤 범인수배 전단을제

작 배포했다

동구청도 지난 21일 동부경찰에 국

가 소유 느티나무 2그루를 훼손한 범

인을찾아달라는진정서를제출했다

느티나무 2그루에대한지역민들의

애뜻함이각별해반드시검거 처벌을

받게하겠다는의지도내보였다

지원동 느티나무는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역할을하는정자옆에심어져

있었다 여름이면 쉴 수 있는 그늘을

봄가을이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얘기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는 소

중한존재였다는것이다

지원1동 통장 박현빈(62)씨는 동

네 노인들이 여름이면 이야기꽃을 피

우는곳에심어진나무인데잎이새까

맣게말라죽어가고있다면서 반드

시 범인을 잡아주길 요청한다고 말

했다

주민들은 누군가 나무를 도끼로 찍

어내고제초제를주입한사실을확인

물로 씻어내는 등 노력했지만 회생이

불가능한상태다경찰은의도적범행

으로보고인근CCTV및일대주차된

차량블랙박스영상등을통해수사를

벌이는중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가로수 훼손범 찾습니다

지원1동 유선각느티나무

도끼로찍고제초제뿌려

동구청등수배전단배포

광주 061% 전남 057% 감소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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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먼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먼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파고()
05
05
05
05

�바다날씨

�물때

목포
0722 0204
1948 1434

여수
0914 0243
2119 1514

밀물 썰물

�주간날씨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 � � � � � �
923 1023 1022 1022 922 1222 1420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922

1121

1421

1022

622

822

722

722

723

722

922

922

922

821

622

1420

821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가을소풍떠나기좋은주말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46

해짐 1747
�� 0649

�� 1804

식중독

운동

빨래

지원1동 주민센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