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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고광주전자공고광양실고가

스위스직업교육시범특성화고교로 선정

됐다

교육부는 6일스위스독일식도제직업

교육을 시범 운영할 특성화고 9개교를 선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공업고와 광주전자공업고 광양실업고가

뽑혔다 도제교육 과정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오가며학교에서는이론교육과기

초실습을 기업에서는체계적인현장교육

을 받는다 1학년 2학기에 학생을 선발한

후 2년동안도제교육과정이이루어진다

학교는 시설기자재비 일반운영비 등

연간최대 20억원을최소 6년간지원받고

참여기업은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

돼 교육훈련비프로그램개발비기업현

장교사비용등을지원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올해에만 241명이 광주를 떠나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

됐다

6일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

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

학교 내신성적 상위 30%이내 타 시도

고등학교 진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광

주지역중학교성적상위 30%이내우수

학생 241명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

학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현상은최근 3년새 2배가까이

급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123명에서 2012년 200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190명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올해 241명으로크게늘었다

타지역고교진학은전남지역이 93명

(3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

울경기권 60명(249%) 전북 54명(22

4%) 영남권 18명(75%) 중부강원권

16명(66%) 등이다

이들은 서울 대원외고 인천 국제고

대전외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

고 전남외국어고등대부분특수목적고

와 자율형사립고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유정심 위원장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우수학생 200명이상해

마다빠져나가고있다면서 하지만광

주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데

다 심지어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있다고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교육감의 교육철

학이성적우수학생들을타지역으로내

몰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없다고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경찰이 희망 발령지로 가장 많이

꼽은 지역이 광주로 조사됐다 전국 경찰

중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자만 900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일 경찰

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타 지방청 발령

희망자 수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광주

지방경찰청으로발령을희망한경찰은전

국적으로 932명에 달해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희망자가 가장 많았다 광주청 발

령 희망자는 광주경찰(3002명)의 31%에

달했다

현재 근무하는 지방청이 아닌 타 지방

청 발령을 희망한 경찰은 모두 5874명인

것으로나타났다

광주청다음으로전남청발령을희망한

경찰이 878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

남이희망발령지로가장선호도가높다는

얘기다 이외 ▲대구청 598명 ▲대전청

517명 ▲전북청 508명 등의 순이었다 반

면 서울청근무희망자는 66명 인천청은

27명에그쳤다

광주청 소속 경찰 중 타 지방청으로의

발령을 희망한 경찰도 고작 10명에 불과

했다 지방청별로 1대 1 교환 방식으로 발

령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청 근

무를 위해서는 56년을 기다려도 쉽지

않다는말이나온다 비슷한급여에도 생

활 여건 업무량등의 차이가크기때문으

로 경찰 시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전략적으로노린뒤고향에서근무

하고 싶어 돌아오려는 경찰이 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

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집값 교통 등이 나은데다 고향에서

살고싶어하는경찰관이많기때문으로보

인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공고광주전자공고광양실업고

스위스도제식직업교육시범학교 3곳 선정

경찰 광주에서근무하고싶다900여명이희망
광주경찰은고작 10명 전출원해전남청은 878명 지원

올해 감칠맛 나는 김장 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언제쯤김장을담가야할까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달 중하순과 내

달 둘째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평년보다사흘늦게김장을담그는

게좋을것이라고 6일밝혔다

광주지역 김장적정시기는내달 14일이

다 이는 평년보다 3일 늦은 시기다 목포

와여수는각각내달 25일30일

김장을 담그는시기는하루 최저기온이

0도이하로계속되고하루평균기온이4도

이하로유지될때가적기다

김장은하루평균기온이영상 4도이하

일때김장김치특유의맛을가장잘낼수

있는데 다음달 14일 평균기온이 영하 1

도영상 4도로전망되고있다

주재료인 배추무도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적당하게속이차고잎도부드러워

가장맛이좋은시기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전남

지역은고기압의영향으로대체로맑은날

씨가예상된다고밝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 맛있는김장김치

내달 14일에담그세요

입동(立冬)을하루앞둔 6일광주시북구우치동물원유라시아초식동물우리에서수의사들이그늘초막에이엉을얹고있다 우치동물원은

자연산볏짚을구하지못해인공볏짚으로이엉작업을했다이엉작업은한해묵은이엉(볏짚)을걷어내고새볏짚을까는것을말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치동물원겨울준비한창

전국 16개지방청중최다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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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서북 0510 북북동
먼바다북서북 1025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서북 0510 북서북
먼바다북서북 1020 북서북

파고()
0510
1020
0510
1015

�바다날씨

�물때

목포
0712 0154
1942 1430

여수
0911 0242
2122 1511

밀물 썰물

�주간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 � � � � � �
816 817 718 617 817 615 514

광 주 맑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617

815

1017

918

318

618

617

616

618

318

519

715

516

414

215

1114

715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구름많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오늘은 입동(立冬)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59

해짐 1733
�� 1758

�� 0658

식중독

운동

빨래

광주성적우수중학생 241명

타지역특목고자사고로떠났다

시의회유정심의원지적 광주지역중학생

타시도고교진학현황(단위명)

2011 2012 2013 2014

123

200

241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