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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A씨(여57)는 여수의 제

일모직이나GS칼텍스에아들을취업시켜

주겠다며 인사비를 요구한 정모(47)씨에

게 5차례에걸쳐 6000만원을줬다 하지만

정씨는돈만받아가로채고는종적을감췄

다 취업을 시켜주지도 돈을 되돌려주지

도 않았다 취업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순천에 부동산

사무실을 내고 여수산단 대기업 인사부

서 간부와 친하다 취업시킬 사람이 있으

면 소개하라고 소문을 퍼뜨린 뒤 최소 3

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가로챘다

# 김모(74)씨는지난해 2월 12일부터 3

월 10일까지 보험회사에서 실직한 뒤 1년

넘게 직업을 찾지 못하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B씨(67)에게 4차례에걸쳐 4000

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A씨의 사돈

(58)을 통해자신을정당간부로소개하며

중앙당에정치자금을내면포스코나 GS

칼텍스에 특별 채용될 수 있다며 접대

비가필요하다고속인것으로드러났다

# 취업사기꾼 이모(61)씨는 지난 2011

년 3월광주시서구화정동한식당에서아

들 취업을 부탁하는 C씨(57)로부터 3300

만원을 건네받고서 종적을 감췄다 그는

주변에 광주에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간

부들과 친하다고 속인 뒤 구직자 부모를

만나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해당 기업과

는 무관하고 간부들과의 인맥도 없는 것

으로알려졌다

연애출산결혼내집 마련인간관계

등을 포기(5포 세대)하고 취업에 매달리

는청년들이 취업사기로또한번상처받

고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청년 구직자 10명중

3명만 눈높이에맞는직장에입사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직장

을 소개해주겠다는 사기꾼의 꾐에 넘어

가 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

는것이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 통

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광주전남

지역 청년 구직자(2029세) 4970명(광주

2831명전남 2139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집계됐다

이같은상황을반영하듯지역실업률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전남

실업자는 4만9000명(광주 2만2000명전

남 2만7000명)으로 2013년 4만1000명보

다 무려 8000명이나 늘었다 2012년 실업

자(3만4000명)와 비교하면 2년 새 실직자

가 1만5000명이나급증했다

취업난을뚫는다해도직장만족도가떨

어지다보니보다나은직장을찾는구직자

들이 태반이다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급여는 작은데 일하는 시

간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동

여건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인 이상 사

업체 1만1000곳을 조사한결과에잘나타

난다 근로자평균월급이광주 249만3000

원 ▲전남 278만원 ▲서울 320만원 ▲울

산 295만2000원인반면 월평균근무시간

은광주 1865시간 ▲전남 1887시간 ▲서

울 1789시간 등으로열악한지역노동여

건이드러난것이다

극심한 취업난에 대기업을 비롯 양질

의 일자리가 적은 탓에 구직자나 그 가족

들의 초조한 마음을 이용한 취업 사기가

잇따르고있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지난 4

월구직자 837명을대상으로한설문결과

에 따르면 471%(394명)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 결과

(332%)보다무려 139%포인트증가한것

이다 그러나 관계기관 신고 등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구직자는 61%에 그쳤

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0일오후나주시금천면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배

연구소에서연구원들이올해첫배를수확하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취업사기에두번우는청년실업자들

대기업 취업시켜주겠다 인사비요구돈가로채

정치자금내면특별채용될수있다 속이기도

구직자절반가량 피해경험피해보상은고작 6%

작년 11월에치른 2015학년도대학수학

능력시험(수능) 성적분석결과 광주지역

공립고등학교의수능성적저조가여실히

드러났다 상위 30위중공립일반고는문

정여고 한 곳뿐이었다 그나마 자율형공

립고인 상일여고 광주제일고 광주고가

이름을올려체면치레를했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2015학년도수능결과자료에따르면 국

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 상위 전국

100개 고교 중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는 한 곳도 없었다 상위 100위권에 포함

된고교는광주에서 4곳으로 모두자사고

와 특목고였다 자사고인 숭덕고는 국어

수학영어 표준점수 평균 3596점을 획득

해전국 46위에올랐다송원고는 3509점

으로 72위 특목고인 광주과학고는 3486

점으로 83위 자사고인 보문고는 3445점

으로 98위를차지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광주지역 고교의

100위진입은힘들것으로예측된다 이번

수능에서 100위권에 포함된 보문고가 올

해수능을치르는수험생부터일반고로전

환된 상태이고 내년 수능에서는 숭덕고

가일반고로전환된수험생들이다

이들 자사고특목고를 제외하면 자공

고인 상일여고가 33788점(광주 5위)으로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대광여고

(33761점) 고려고(33337점) 대동고(332

62점) 대성여고(32951점) 서석고(32686

점)가광주지역고교 톱 10에들었다

전남은전국 100위권에비평준화지역일

반고 3개교와자사고 특목고각 1개교등 5

개고교가이름을올렸다 비평준화지역일

반고인 장성고가 3498점(전국 74위)으로

전남지역 고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

득했고 이어자사고인광양제철고가 3491

점(79위) 특목고인 전남외고가 3486점(83

위) 비평준화지역일반고인능주고3472점

(89위)창평고3449점(97위)을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공립일반고성적왜이러나상위 30개 고교중한곳뿐

광주전남지역고교2015학년도수능표준점수평균상위20위

광주 전남

순위 학교명 평균합계

1 숭덕고등학교 35959

2 송원고등학교 35091

3 광주과학고등학교 34855

4 보문고등학교 34446

5 상일여자고등학교 33788

6 대광여자고등학교 33761

7 고려고등학교 33337

8 광주대동고등학교 33262

9 대성여자고등학교 32951

10 광주서석고등학교 32686

11 광덕고등학교 32546

12 동아여자고등학교 32404

13 광주인성고등학교 32281

14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32260

15 문성고등학교 32040

16 살레시오고등학교 31991

17 광주제일고등학교 31968

18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31918

19 문정여자고등학교 31865

20 조대여자고등학교 31828

순위 학교명 평균합계

1 장성고등학교 34977

2 광양제철고등학교 34910

3 전남외국어고등학교 34855

4 능주고등학교 34716

5 창평고등학교 34491

6 영흥고등학교 33103

7 해룡고등학교 32539

8 목포홍일고등학교 32471

9 남악고등학교 32073

10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31561

11 광양백운고등학교 31455

12 순천매산고등학교 31423

13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31266

14 문태고등학교 31244

15 부영여자고등학교 31242

16 여수여자고등학교 31034

17 순천여자고등학교 30889

18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30758

19 한빛고등학교 30655

20 해남고등학교 30644

나주첫배수확

작년수능국영수성적분석

상일여고광주제일고광주고

자율형공립고만 선전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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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운동

빨래

광 주 흐리고비

목 포 비온뒤갬

여 수 흐리고비

완 도 비온뒤갬

구 례 흐리고비

강 진 비온뒤갬

해 남 비온뒤갬

장 성 비온뒤갬

나 주 흐리고비

2227

2226

2326

2327

2128

2328

2328

2126

2227

2226

2228

2227

2127

2228

2127

2124

2326

흐리고비

흐리고비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주말막바지피서즐기세요

오후부터 비 그치는 곳 있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파고()
0515
1020
0515
102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0549 1102
1820 2321

여수
0016 0616
1240 1843

밀물 썰물

�주간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2229 2230 2328 2327 2228 2229 2229

문정여고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0일 딸로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에 대

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장

성모사찰승려A(62)씨를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에대한친권상실청구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찰에서 부모의

도움을받지못하던 B양을입양해키우는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을 성폭

행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 성폭

력을저지른혐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23조)은 검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피해아

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

원에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

을청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양딸성폭행승려

검찰 친권상실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