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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

대 최고 물수능(너무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치러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6

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된

데다 이 기조가 11월 시험에서도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계열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영수 중 단 한 문제라

도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우려

가확산하고있다

만점 아니면 2등급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2일 치

러진 9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 자연

계수험생들이주로응시하는국어A형

수학 B형 영어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A형의 경우 만점자 비율이 612% 수학

B형 411% 영어 464%인 만큼 세 과목

모두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

가는셈이다

이 기조대로 유지될 경우 수시모집에

지원한학생들이자칫실수로한두문제

를 틀리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

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게 일선

학교진학부장들의공통된목소리다

특히 만점자가 612%나 나온 국어 A

는역대수능과모평을통털어이번에만

점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과목 만점

자 비율은 지난해 9월 모평에선 419%

지난해 본 수능에선 137% 그리고 올해

6월모평에선 191%였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도 ▲국어 A

형 122점 B형 128점 ▲수학 A형 138점

B형 129점▲영어 126점으로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 성

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

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

면표준점수최고점이높아진다

1등급의원점수기준등급컷은▲국어

A형 100점 B형 97점 ▲수학 A형 96점

B형 100점▲영어 100점이다

사회탐구에서 만점자 비율이 가장 높

은 과목은 한국사(662%)였고 가장 낮

은과목은생활과윤리(007%)였다 과학

탐구에서 만점자 비율은 지구과학2(4

18%)이 가장 높았으며 생명과학1(0

38%)이가장낮았다

2외국어한문에서 만점자 비율이 가

장 높은 과목은 기초베트남어로 322%

가장 낮은 과목은 스페인어1로 025%였

다

일선 학교 진학부장 및 입시 전문가들

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9월 모의평가도

쉽게 출제된 점에다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이 11월 수능시험도 69월 모의평가

출제기조를유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

는 점에서 쉬운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자연계열학생들의경우변별

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

는이유다

탐구영역기출문제 철저히일선

고교 교사 및 입시 전문가들은 쉬운 수

능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조언했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한 문제만 실수

해도 수능 최저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면서 실수를 줄이고 탐구(과

탐)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

영수가전부쉽게출제될것을대비 탐

구영역을 다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보완하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얘기다

또실제시험에맞춰기출문제와비슷

한유형을중심으로문제풀이를하면서

실수를줄이도록 시험 운용 능력을 기르

고중위권학생들의경우EBS 문제외에

다소 난도가높은 문제들을다시 살펴봐

야한다는게입시전문가및종로학원하

늘교육측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서구는23일허가과정에서절차

누락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난 서창동 백마

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 허가를 취소

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승마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훼손된부지에대해복원명령도

함께내렸다고덧붙였다

서구는 허가 취소의 이유로 허가 신청시

건축주측이제출해야하는환경영향평가서

를 누락했고 서구의회의 허가취소 결의문

채택 주민과환경단체의반대등을들었다

이번 결정으로환경단체와주민들바람

대로 훼손된 녹지가 복원될 가능성은 생

겼지만 건축주가 의견 수렴기간에 이미

이의를 제기한바 있어 법정 공방 등 후유

증이 예상된다 건축주로서는 서구의 처

분을 받아들일 경우 녹지 복원 등을 위해

수억원 대의 비용을 들여야하는 등 부담

이커지기때문이다

승마장공사가진행된부지는애초구유

지로 김종식 전 서구청장 임기 말인 2014

년 구청이 매각을 시도해 수차례 유찰 끝

에헐값에매각되고승마장건립허가까지

일사천리로나면서특혜의혹이제기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특혜의혹 백마산승마장 건축 허가취소

건축주반발할듯

등급구분점수 인원(명) 비율(%)

126 12334 406

122 25759 849

117 37593 1238

110 46239 1523

99 64076 2111

84 51127 1684

68 34017 1121

60 20669 681

60미만 11742 387

등급

1

2

3

4

5

6

7

8

9

국어B형

1 122 15873 612

2 120 18618 718

3 117 30418 1173

4 111 40254 1552

5 101 52058 2007

6 85 45448 1752

7 66 28879 1113

8 59 19835 765

9 59미만 7988 308

국어A형

등급 등급구분점수 인원(명) 비율(%)

등급구분점수 인원(명) 비율(%)

129 6402 411

123 15783 1013

117 19038 1222

109 23641 1518

97 29951 1923

82 25705 1650

69 19541 1254

64 11784 756

64미만 3934 253

등급

1

2

3

4

5

6

7

8

9

수학B형

등급 등급구분점수

1 135 15896 400

2 129 32399 816

3 120 46131 1161

4 105 67847 1708

5 89 84833 2136

6 81 61836 1557

7 76 47482 1195

8 73 31044 782

9 73미만 9732 245

수학A형

인원(명) 비율(%)

등급 등급구분점수 인원(명) 비율(%)
1 126 26064 464
2 122 46655 831
3 118 58183 1036
4 110 105087 1871
5 98 105442 1877
6 83 93988 1673
7 69 65507 1166
8 62 47974 854
9 62미만 12847 229

영어

영역과목별등급표준점수

등급별인원및비율

광주시남구는진월동광명아파트앞푸

른길공원내사유지에건립중이던불법건

축물을강제철거했다고 23일밝혔다

남구는 앞서 지난 7월 토지 소유주이자

건축주에게 가건물(54) 신축으로 푸른

길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푸

른길의 공공성도 훼손된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주 측이 공사를 강

행하자고발조치하고행정대집행에들어

갔다

이 가건물은 푸른길 내 사유지에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13년 8월

음식점을신축하겠다며남구에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남구는 그러나 푸른길공

원 훼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인

근주민들과환경단체도서명운동까지벌

이며음식점신축을반대했다 이같은움

직임에도토지소유주는남구청장을상대

로 가설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모두패소했다

남구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공공의 이

익을 위해선 사유 재산권 제한을 허용한

만큼 푸른길공원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는사유지라할지라도행정

력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구 푸른길공원불법건축물강제철거

자연계국영수만점맞아야 1등급

추석을 나흘 앞둔 23일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이사장 김세환) 소속 자원봉사

자들이 광주시 북구 각화동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강당에서 장애인 가정

에전달할강정을비닐봉지에담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추석情소외이웃과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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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먼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먼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파고()
0510
1020
0515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물때

목포
1009 0359
2309 1559

여수
0537 1134
183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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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새벽안개주의

새벽 한때 비가 오고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21

해짐 1828
�� 1539

�� 0139

식중독

운동

빨래

수능 9월 모의평가채점결과

만점자비율국어A 6.12%수학B 411%영어 464%

역대최고물수능예고변별력가를탐구영역철저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