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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나흘앞으로다가오면서광주전남지역각

학교별로고3 수험생들의 수능대박을기

원하는응원이벤트가잇따르고있다

수능시험당일시험장앞에서이색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따뜻한 음료와

캔디를 나눠주는 단체 응원은 이제는 옛

문화가 됐다 광주시교육청도 수능 당일

단체 응원이 되레 수험생들에게 교통 혼

잡등불편을줄수있다며자제를권고하

고있다

최근가장인기있는응원중하나는유

튜브 영상이다 각급 학교별로 학생회나

졸업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재치있는

메시지가담긴영상으로선배들을응원하

고있다

나주고학생들은지난달 13일 유튜브에

7분12초분량의수능응원영상을올렸다

2학년학생들이주축이돼만든이영상은

경쾌한 팝송과 함께 교실 복도 화장실

체육관 등을 돌면서 재치있는 메시지와

율동으로 선배들을 응원한다 하트 모양

으로서서단체로추는춤과1 2학년각학

급별로준비한응원메시지도인상적이다

광주제일고학생회학생들도수능예비

소집일인오는 11일고3 학생들에게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선물할계획이다 1 2학년학생들은 문제

가 술술 잘 풀리기를 기원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 상영 후 전교생이 자발적

으로 모금해 준비한 떡과 초콜릿을 선배

들에게 전달한다 이어 중앙현관에서 정

문까지 줄지어 서서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 시험장으로 향하는 고3 선배들을 응

원할계획이다

수피아여고 학생회도 같은 날 1교시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등이참여해만든수

능 응원 영상을 상영하면서 찹쌀떡을 수

험생선배들에게선물한다 수피아여고는

5년째응원영상을만들어오고있다

상일여고 학생들도 지난 4일 열린 고3

수험생 격려대회에서 학생과 교사 영양

사 등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응원 영상

을상영했다

최근에는 SNS 응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개인이나 각 학교별 SNS에

응원 문구와 주의 사항 등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있는상황이다

상일여고 페이스북에는 지난 4일 3학

년들이오늘부터수능시험시간표에맞춰

실전 연습을 하는데 후배들이 방해가 되

지않도록배려해달라는글이올라왔다

전남도교육청 페이스북에는 지난달부

터 수능 당일 반입 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 사항 수험생 응원 메시지 등 글들

이연이어등록되고있다

또음료회사가진행한행사에참여해선

배에게 비타민 음료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인기를 끌었다 올해 금호고 살레시오고

숭덕고 상일여고 설월여고 등 학생들의

참여가 잇따랐고 지난해에는 설월여고가

이벤트최고우수학교로선정돼가수수지

가직접학교를방문해학생들을응원하기

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가을비로단풍나들이에나서지못한게아쉬워서일까 8일광주시남구대남로를찾은

가족들이산책로에쌓여있는낙엽등을밟으며짙어가는가을을즐기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빠와아이들 노란추억

수능대박나세요

피켓대신동영상
광주전남교육청 단체응원자제권고

학교별응원이벤트 SNS 등으로대체

단풍이절정에이른7일무등산정상개

방행사에탐방객 3000여명이찾았다

이들은가을비속에도올해마지막으로

개방된 무등산 정상에 올라 깊어진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탐방객들은 비에 젖은

단풍과안개가어우러진풍경을여유롭게

즐기며산을올랐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

등산 정상(해발 1187m)에 해당하는 지왕

봉과인왕봉일대를시민에게개방했다

개방구간은누에봉에서군부대정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비경을

감상하고되돌아부대정문으로나오는 0

8이며개방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3

시 30분까지였다 이날 경찰은 교통 대책

을 맡고 무등산보호단체와 산악연맹 국

립공원사무소는안전사고예방에힘을쏟

았다 소방안전본부도 안전사고에 대비해

119구급차량 4대를현장에배치했다

광주시는비로인한안전사고없이행사

를마무리했다고밝혔다

무등산정상은 1966년군부대가주둔한

이후일반인의출입이통제되다가 2011년

5월 45년만에 재개방하기 시작 이달까지

총 14차례 개방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6

월에메르스영향으로한차례개방행사를

취소총 3차례개방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무등산정상개방3천명 만추만끽
광주지방보훈청은 연평도 포격 도발

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교인

광주 문성중학교에 흉상을 건립했다고

8일 밝혔다 제막식은 서 하사 5주기 추

모식과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문성중에서열린다

광주지방보훈청은 11월 우리 고장출

신 호국영웅으로 서 하사를 선정했다

서하사는지난 2009년 2월해병대에자

원입대해 복무 중 2010년 11월 23일 북

한의연평도포격도발때전사했다

서하사는당시마지막휴가를가려고

선착장에서배를 기다리던중 북한군의

포탄소리를 듣고 귀대했다가 포탄 파편

에 맞아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유해를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에 사흘간 최고 90

이상의가을비가내렸다 9일새벽비가

그치면 광주전남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수능(12일) 한파도 없

을것으로전망된다

입동인 8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

지난 6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4시 현재

까지 내린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구례

지리산 피아골 95를 최고로 광양 백

운산 605 신안 가거도 56 순천

435 보성 385 여수 367 광주

318등이다

201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오

는 12일광주는고기압의가장자리에들

면서아침최저기온은섭씨 8도낮최고

기온은 18도 분포로 평년(61157도)

보다따뜻한날씨가이어질것으로전망

된다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718도

사이의기온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가을비 90 내려올 수능한파없다

연평도포격전사서정우하사모교에흉상

오늘의날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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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파고()
1025
2030
0515
15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5

�물때

목포
0024 0553
1257 1818

여수
0750 0121
1947 1347

밀물 썰물

�주간날씨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 � � � � � �
1017 718 1018 1016 2116 1117 1017

광 주 비온뒤갬

목 포 비온뒤갬

여 수 비온뒤갬

완 도 비온뒤갬

구 례 비온뒤갬

강 진 비온뒤갬

해 남 비온뒤갬

장 성 비온뒤갬

나 주 비온뒤갬

1316

1416

1517

1417

1317

1417

1417

1215

1317

1317

1418

1215

1315

1316

1315

1315

1418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비온뒤갬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구름낀하늘

비가 그치고 구름이 끼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01

해짐 1731
�� 0427

�� 1617

식중독

자외선

산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