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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

에서 공사립 고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겠

다며 성적 등급별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

했지만 공사립간 학력 격차는 여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고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

가 결과 상위 30위 중 공립은 겨우 4곳만

이름을 올린데서 드러났다

지난 30일 광주일보가 교육정보공시 사

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

kr)에서 광주지역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를 분석한 결과 고교 2학년 학생들의 보

통학력이상 비율이 공립보다는 사립이

남학교보다는 여학교가 높았다

광주에서 보통학력이상 100%를 달성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숭덕

고광주과학고가 2년 연속 100%를 달성

했는데 올해는 999% 991%에 그쳤다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숭덕고였다 숭덕고는 수학과 영어에서

보통학력이상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어에서 997%에 그쳐 3년 연속 100% 달

성에 실패했다 대광여고 993%(국어 99

8% 수학 984% 영어 998%) 광주과학

고 991%(국 987% 수 100% 영 987%)

문성고 988%(국 982% 수 991% 영 99

1%)로 뒤를 이었다

숭덕고광주과학고문성고는 기초학

력미달 비율이 0%였다 심각한 학력 부진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의미다

고려고(987%) 광덕고(981%) 숭일고

(979%) 대동고(978%) 서석고(975%)

상일여고(974%)가 10위권 내에 포진했다

올해 새로 20위권 내에 진입한 학교는 서

석고인성고명진고금호고 등 4개교였다

이번 평가에서도 공저사고(公低私高)와

여고강세 현상은 뚜렷했다

전체 49개 고교 중 상위 30위권에 포함된

공립은 광주과학고상일여고문정여고광

주여고 4곳뿐이었다 지난해 3곳에서 광주

여고가 30위권에 진입하면서 4곳으로 늘었

다 나머지 26개 학교는 사립이다

반면 최하위권에는 국공립이 몰려 있

다 30위권 밖에 사립고는 5곳 뿐이다 나

머지 14곳은 국공립이다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도 공립의 학력

하락 현상은 확인됐다

사립고는 한 곳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향상 현상을 보였다 반면 공립은 9개 학

교에서 중3 때보다 오히려 학력이 하락했

다 특히 광주과학고는 보통학력이상 비

율이 떨어진데다 학교 향상도마저 국어 

13 영어 42로 하락 현상을 보여 대책 마

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고의 강세도 여전했다 여고는 상위 30

곳 중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30위권

에 들지 못한 여고는 공립 한 곳뿐이었다

교과별로는 국어영어는 여학생이 수

학은 남학생이 크게 앞섰다 국어는 상위

10위권에 대광여고금호중앙여고송원

여고동신여고상일여고 등 5곳이 포진

했다 반면 수학 상위 10위권에는 대광여

고 한 곳뿐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모와 대화나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 교사와 관계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낮았다

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은 12월 첫날부터 한파

가 시작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첫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2월 들어 지상 5 부근에 영하 30도 이

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

으로 떨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

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

난 30일 밝혔다

기상청은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주

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는당분간 지속될것으

로 전망했다 또 서해상에 눈 구름이 형

성돼 15일 사이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내륙지방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은

47도 최고기온은 48도 분포를 보

이겠으며 2일은 최저기온 40도 최

고기온 14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

지겠다 이날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점차 내륙으로 확장하

겠다예상적설량은 110cm 강우량은

5내외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산타

클로스는 어김없이찾아올듯하다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일부

터 청소년산타클로스 30개팀이 지역 아

동보호전문기관및저소득층자녀소년

소녀가장 등 30여곳을찾아 크리스마스

추억을선사한다

올해로 8번째인 2014 청소년 몰래산

타 프로그램은 연말 화려한 조명 아래

들뜬 분위기에도 쓸쓸하기만 한 소외된

이웃들을찾아짧은 시간이지만즐거움

과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진흥센터는 앞서 산타클로스로 변신

할 청소년 동아리 30개팀을 선정 산타

학교발대식을갖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비롯 노래춤을 곁들인 공연

마술 풍선아트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

기 위한 선물보따리꾸리기에 나선상

태다

청소년 산타클로스들은 오는 24일까

지 몰래산타 로변신해 활동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동구 용연동

제 2수원지 댐 누수 현상광주일보 10월

29일자 6면과 관련 진행중인 정밀안전

진단을 중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이 댐 누

수균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찾는 데 미흡하다고판단했기 때

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정밀안전진단

의 경우 댐 담수량(50만4000t)의 60% 수

준에서 진행돼 만수위를넘어설때 나타나

는백화(白化) 현상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수위 상

태를 기준으로 세밀한 정밀진단을 진행키

로 했다고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2수원지 댐 누

수 현상및콘크리트 균열등 취약한안전

상황을 인식하고도 제한담수량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예산문제 등을 내세워정밀

안전진단을 미뤘다가 뒤늦게 추진안일하

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받은 바 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첫눈소식12월초 한파예고

올해도청소년산타들

지역소외계층찾아

성탄선물보따리푼다

제 2수원지댐누수현상정밀안전진단중단

백화현상원인파악만수위때다시진행키로

우수학생안배해도공사립격차여전

광주지역고2 학업성취도분석해보니

30위권에상일문정광주여고등공립 4곳뿐

학교향상도사립이앞서여고강세현상뚜렷

사법부가재판결과에 대한당사자의승

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험과 법

률지식이풍부한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

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일반 서민이 의료사고 등을당했을경우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한 증거수집이 어

렵다는 점을 감안 법원이 증거수집을 도

와주고 이를 재판에 그대로 사용하는 본

안전증거조사절차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재판에는법관 외에

의사나건축사 등 전문가를 심리에참여시

켜 재판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

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실심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오는 12월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논

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

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

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

에따라재판제도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합뉴스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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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서북 2030 북서북
먼바다북서북 205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북서북 1025 북서북
먼바다북서북 2050 북서북

파고()
2040
3050
2030
3050

�바다날씨

�물때

목포
0916 0205
2145 1431

여수
1019 0427
2316 1657

밀물 썰물

�주간날씨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 � � � � � �
22 14 14 23 34 27 07

광 주차차흐려져눈

목 포차차흐려져눈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차차흐려져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차차흐려져눈

장 성차차흐려져눈

나 주차차흐려져눈

67

55

78

78

66

67

67

56

56

67

78

64

55

44

55

66

78

구름많음

구름많음

차차흐려져눈

차차흐려져눈

차차흐려져눈

차차흐려져눈

차차흐려져눈

차차흐려져눈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오늘밤 첫눈 내릴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

부터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22

해짐 1720
�� 1353

�� 0132

식중독

운동

빨래

��

��
��

1심부터경륜있는고참법관이재판맡는다

의료사고등 본안 전증거조사절차 제도 도입

중3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62 110 28 689 245 66 765 191 44

부산 889 95 16 715 242 43 788 187 25

대구 901 86 13 735 230 35 802 178 20

인천 904 84 12 690 272 38 778 205 17

광주 845 125 30 673 259 68 752 206 42

대전 888 94 18 700 251 49 776 195 29

울산 903 87 10 725 241 34 806 178 16

세종 869 113 18 608 328 64 728 243 29

경기 873 110 17 644 294 62 742 224 34

강원 848 129 23 578 337 85 678 273 49

충북 898 92 10 688 282 30 783 205 12

충남 863 118 19 592 346 62 704 265 31

전북 849 120 31 620 296 84 692 254 54

전남 841 132 27 601 324 75 694 263 43

경북 888 95 17 696 258 46 766 207 27

경남 853 123 24 657 286 57 735 230 35

제주 881 95 24 713 239 48 775 190 35

평균 873 107 20 668 275 57 752 215 33

 중학교 단위%

고2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16 156 28 800 125 75 804 102 94

부산 910 84 06 898 70 32 893 72 35

대구 919 76 05 899 72 29 906 67 27

인천 899 97 04 891 76 33 889 81 30

광주 920 73 07 896 71 33 905 60 35

대전 911 85 04 916 57 27 915 62 23

울산 901 96 03 900 70 30 905 71 24

세종 845 139 16 799 138 63 772 134 94

경기 835 150 15 794 134 72 807 116 77

강원 869 118 13 812 126 62 822 117 61

충북 919 77 04 927 51 22 930 53 17

충남 857 134 09 894 75 31 856 97 47

전북 886 99 15 848 98 54 844 97 59

전남 878 113 09 849 95 56 846 99 55

경북 909 85 06 901 66 33 896 69 35

경남 855 133 12 843 102 55 831 107 62

제주 912 77 11 876 80 44 890 72 38

평균 865 122 13 845 101 54 847 94 59

 고등학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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