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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연과학고에는 최근 자녀의 진로

를크게좌우할고입을앞둔중3 학부모들

의문의전화가부쩍잦아졌다 아이의특

기와 적성을 살려 특성화고에 진학시키려

하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면 지원할 수 있

느냐 취업률이어느정도냐는문의전

화가매일34통씩걸려온다는것이다

2016학년도 광주전남 특성화고 원서

접수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 3 학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학을

나와도일자리를구하기가힘들어진청년

취업난도특성화고에대한관심으로이어

지고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주요 특성화고경쟁력과입시주요 사

항을소개한다

광주전남 56개 특성화고 16일부터

원서 접수광주 13개전남 43개 특성화

고대부분은오는16일부터학교별로원서

접수에 들어간다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예비소집신입생 전형 등을 거쳐 합

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특성화고마다 특

정분야를전문적으로가르치기때문에학

교의 커리큘럼 수업 방식이 다양한 점을

감안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상당수 학생들의

관심사가일치하는경우경쟁률도높아중

학교교과성적등도무시할수없다

광주공고의경우정부의핵심정책인국

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실전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

교를동시에추진하면서관심이집중되는

학교다 이동승 광주공고 교무부장은 전

국 600여개 특성화고 중 두 가지 사업을

함께진행하는학교는광주공고가유일하

다고말했다

7개 학과(정밀기계기계시스템기계설

비전기전자토목건축과)에서 신입생

420명을 뽑는다 전년도에는 420명 모집

에 593명이 지원 140대 1의 경쟁률을 보

였다 올해 신입생들에대한성적분석 결

과 중학교 평균 성적 52%(전기과)까지의

학생들이입학한것으로파악됐다

광주자연과학고는 4개 학과(식물식

품조리과학애완동물)에서 210명을 모

집한다 특히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

리하는 방송) 열풍이 입학 전형에도 영향

을 미치면서 올 해 조리과학과 합격자의

중학교평균내신성적은상위 53%인것으

로조사됐다

전남공고는 다른 특성화고와 달리 학

과별모집방식대신 종합모집방식을택

하고 있다 학생들은 6개 학과(기계산업

설비검사전기화학공업토목건축디자

인과)를 16순위까지 지원해 합격 여부

가결정된다

전남에서도전남조리과학고(지난해경쟁

률144대 1) 순천전자고(131대 1) 전남보

건고(129대1) 등이 모집인원에비해지원

자가많은인기특성화고로분류되고있다

취업률도 선택 기준으로취업률은

특성화고경쟁력을판단하는최우선기준

중하나로꼽힌다

광주의 10개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은

올해 3901% 전년도(382%)보다 상승하

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교

육청설명이다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수치상으

로는광주에비해월등히높다 하지만일

각에서는영농확인서등을제출하면취업

자에포함시키는등지역특수성이반영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안팎

의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먹방뇌섹남열풍특성화고서스타셰프자동차명장꿈꾼다

농촌진흥청 수능맞춤형도시락 소개눈길

정성들인한끼 영양 만점우리 아이 시험 만점 기대해

콩나물국밥으로든든한일반식

인삼샐러드로기운내는보양식 수능간식쌀엿과식혜

현미주먹밥으로시간절약간편식

정부가고졸자취업에대한관심을기울

이고 사회적인식도확대되면서마이스터

고및특성화고등학교취업률이치솟고있

다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의 경우 우수

한학생이몰리면서취업하기쉬운점까지

반영되면서경쟁률이상승했다

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4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원서접

수 마감 결과 평균 188대 1로 지난해 1

41대 1보다상승했다

한국항만물류고가 100명 모집에 219명

이몰려219대 1 여수석유화학고는100명

을 뽑는데 216명이 원서를 내 216대 1의

경쟁률을기록했다 완도수산고의경우 80

명 모집에 146명이 몰려 183대 1 전남생

명과학고는134대 1의경쟁률을보였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이들 4개교의 지난 4

월기준취업률은▲여수석유화학고755%

▲완도수산고790%▲전남생명과학고73

5%▲한국항만물류고914% 등이다

광주자동차설비공고도 314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기준 취업률도

987%에육박한다 김지을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수험생에

게어떤음식이좋을까 수험생자녀를둔

학부모들은근심이이만저만이아니다

농촌진흥청은수험생건강과두뇌활동

을돕는도시락과간식을소개했다

도시락의경우두뇌활동에필요한각종

영양소가 포함된 반찬을 집어넣은 일반

식보양식간편식으로나눠소개했다

일반식 도시락은 차수수밥 콩나물국

밥 돈육달걀조림 감자전 등으로 구성해

수험생 권장 영양 섭취량에 맞춰 맛영양

을모두맞췄다

보양식의 경우 청자콩밥 조개된장국

인삼닭가슴살샐러드 계란잔멸치부침 등

으로구성돼단백질철분칼슘등영양소

를보강한게특징이다

바쁜수험생들이간편하게손쉽게먹을

수있도록참치채소김치를넣은현미영

양주먹밥 시금치된장국 땅콩엿조림 등

으로구성된간편식도소개했다

간식으로는 쌀엿과 식혜를 추천했다

쌀엿 속의 포도당은 뇌 활동의 에너지원

이며엿당은스트레스로생기는배탈을예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뜻하게 마시는

감주는체온유지와소화에도움이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10개교평균취업률지난해 38%올해3901%로상승

국가직무능력표준도제학교등학교별특화과정꼼꼼히확인

광주특성화고취업률

(단위% 4월1일기준)

자료광주시교육청

학교명 2013년 2014년 2015년

광주경영고 292 311 351

광주공업고 280 309 262

광주여자상업고 534 478 562

광주자연과학고 279 330 350

광주전자공업고 374 432 468

금파공업고 405 452 397

동일전자정보고 298 368 390

송원여자상업고 345 268 398

전남공업고 350 309 255

전남여자상업고 470 419 442

전남대학교 도서관이 최근 학과의 학

문 특성에따라 학술정보원을 선별ㆍ안

내하는 학과별 주제가이드(Subject

Guides) 서비스를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주요 학술 정보원 소개

정보검색Tip 미소장자료이용방법등

의 내용으로 구성돼 구성원들의 학술정

보활용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학과별주제가이드는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과학실(인문계열)과 4층 자연

공학예체능실(자연계열)에 인쇄본으로

비치돼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 형태로 탑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이용할수있다

성애순도서관장은학과별주제가이

드가학부생및초보연구자들의효율적

인학술정보활용을위한든든한길잡이

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면서 2016

년에는사서와쌍방향소통이가능한피

드백기능을갖춘웹기반주제가이드서

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고말했다

한편 전남대학교도서관은학과별주

제가이드 외에도 학술전자정보 박람

회 학술정보활용교육 등다양한프

로그램을통해구성원의 효율적인 학술

정보 활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남대도서관 전공별학술정보서비스

학과별주제가이드 내년 웹서비스계획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은 13일 오전 전

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고봉 퇴

계와만나다를주제로달빛동맹학술대

회를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호남을 대표하는 고

봉 기대승(15271572)과 영남의 퇴계

이황(15011570)의 학문적 교류와 만

남의 의미를 재조명해 영호남 상생의

장을만들고자광주시와대구시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이함께마련했다

1부에서는 만남을 주제로 강정채

(전남대)박홍규(영남대)박원재(한국

국학진흥원)이종범(조선대) 교수가호

남과 영남의 지역갈등에 관한 반성과

미래적 전망을 논의한다 2부는 소통

을 3부는 상생을 의제로 논의가 이뤄

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봉 퇴계와만나다 13일 달빛동맹학술대회

광주전남 16일부터원서접수

전남 4개 마이스터고평균경쟁률 188대 1

광주자동차설비공고 314대 1

※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별로 전형일이 차이가 있

음(학교별자료참고)

2016년광주전남특성화고

신입생전형일정

모집공고 2015년8월14일

내신성적산출기준일 10월30일

원서접수 11월16일20일

전형일 11월23일27일

합격자발표
11월30일(광주)
12월3일 (전남)

등록기간

11월30일12월4일
(광주)
2016년 1월18일이후
학교장결정(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