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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들이고등학생들을위한다양

한연계프로그램을마련운영중이다

고등학교입장에서는학생들이교실밖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측은 잠재적 신입생

유치 및 대학 이미지 홍보에 적잖은 영향

을미친다는점에서적극적이다

전남대와조선대는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중고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

영중이며다른대학들도자체적인프로그

램을진행중이다

전남대운영중인 고교 연계 프로그

램이 20여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연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방

학이나수능시험이끝난뒤집중적으로열

리는경우도있다

당장 올 겨울에는 광주전남 전북 고

교생을대상으로대입전형에대한이해를

돕고 면접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면접 체

험캠프를연다

재학생 선배들이 신청을 받아 고교 12

학년을 대상으로전공을소개하고진학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전

공 알림아리와 고교생들이 직접 대학 학

과를찾아가체험하는 반기는전공체험

프로그램은광주전남 전북에서 100여회

가까이 진행된 대학의 대표적 고교 연계

프로그램으로알려져있다

교수가 고교를 찾아가 입학 전형 등을

설명해주고특강하는프로그램도올해광

주전남에서 11차례나 이뤄졌으며 교육

청과 연계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500

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진단과

설계라는 독특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입진학과관련된활동도다양해전공

소개책자와 면접체험 워크북배부 모집

단위별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는가 하

면 광주전남 진로진학상담교사들과 함

께 진학 프로그램 학생 상담자료 개발 활

동도 지원하고 있다 매년 7월에 열리는

진로진학 박람회도 고교 연계 프로그램

의하나다입학과(5304712)

조선대▲인성지원 ▲진로지원 ▲

인프라연계▲소외지역계층프로그램등

4가지 부문에서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있다

인성지원프로그램의경우 채움봉사단

이대표적으로 정기적봉사활동참여를통

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 지원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고교생과학부모사이에서관심도높다

영상재능 봉사와 연계한 인성 키움

프로그램은 올해만 광주전남 전북을 넘

어 충북대전제주까지 67개 고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기를 끌었다

고교생 독서력 증진 및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 앤 리더(Reader & Leader)

프로그램에대한문의도꾸준하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 프로

그램은인지도와참여도가가장높다

상시 전공 체험과 진로도우미전공지원

단은 전공학과를 소개하면서 고교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로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이다

조선대는아울러82개전공학과를소개

하고졸업후진로 동문 동아리 현황까지

담은 전공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있

다 시도 교육청과 연계 진로상담가를

파견하거나 진로진학상담교사 자문단을

운영하는인프라연계프로그램은학생들

의 진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입학사정

관팀(2306680)

광주대GU학과체험과 GU교양

강좌를 대학 연계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

행하고있다

학과체험이 고교생들이 광주대를 직접

찾아와관심학과를둘러보며전공과진로

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교양강좌는

광주대교수들이고교를직접찾아가전공

및 진로 관련 특강과 컨설팅을 한다는 게

특징이다

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만

1200명이 넘는다 광주대 입학사정관팀

(6702945)

동신대교수및재학생멘토가고교

에 파견돼 학기 동안 고교의 동아리 활동

을 멘토링하는 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 서포터즈들이자신이 탐구하고선

택하여경험한진로에대한생생한정보를

제공하는 드림 스마일 서포터즈 프로그

램이활성화됐다

수능이후고교교육과정의공백을막고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실력으로 점프

업 특강은교양 진로전공 생활일반 수

험생 영역으로 나눠 강사진을 꾸려 광주

전남전북 9개고교 3000여명을대상으로

운영했다 입학관리팀(0613301681)

호남대랄랄라스쿨을통한진로직

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광주전

남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진로 문화예

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교

생참여는전체인원의20%수준이다

바리스타셰프패션 디자이너공예디

자이너원예치료사등 8가지분야에서 20

개이상의진로직업체험이가능하다 교

수전문강사에 재학생까지 멘토로 참여

해운영된다랄랄라스쿨(380850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특성화고의 최종 경쟁률이 115대

1로 집계됐다 전남특성화고지원자도전

년도에비해 59%늘어났다

광주시교육청이 2016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2개 학

교가전체 3532명을모집하는데 4072명이

지원해 최종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114대1에비하면다소높아졌다

광주자연과학고가 4개 학과(식물식

품조리과학애완동물)에서 210명을 모

집하는데 343명이지원해 163대 1로가장

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

특히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

는방송) 열풍이입학전형에도영향을미

친것으로학교측은분석하고있다

다음으로광주전자공고(139대 1) 광주

공고(130대 1) 광주여상(125대 1) 금파

공고(123대 1) 전남여상(119대 1) 등으로

파악됐다

광주공고의경우정부의핵심정책인국

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실전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

교를동시에추진하면서학생들의관심이

상대적으로높았다고학교측은분석했다

전남의경우 43개고교평균경쟁률이1

03대 1로 26개 고교는 모집 인원보다 지

원자가 많았다 전국 유일한 공립학교인

전남조리과학고(지난해 경쟁률 144대 1)

의 경우 78명 모집에 184명이몰려 236대

1로 가장 경쟁률이높았다 순천공고(133

대 1) 순천전자고(128대 1) 등도 지원자

가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12개 특성화고 4072명 지원경쟁률 115대 1

전남 43개교 103대 1

진로고민? 대학생언니오빠에게물어봐

전남대가지난9월대학박물관시청각실에서고교생을대상으로진행한 점프업 프로

그램 전남대제공

조선대의인성지원프로그램의 하나로무등산증심사에서진행된명상수업

조선대제공>

광주대학들 고교교육지원사업등연계프로그램운영

면접캠프동아리멘토링재능나눔초중생에도확대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의 항공 페

스티벌은 단순한 학과 행사 수준을 넘

어섰다

지난 20일 학교국제회의장에서열린

항공 페스티벌이 학생교직원 뿐 아니

라 일반인들 예비 대학생들까지 찾아

지켜볼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인

학교행사로자리잡았다는말도나온다

행사중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비

롯 말레이시아에미레이트싱가폴핀

에어동방항공 등 항공사별 유니폼을

입고보여주는패션쇼나항공기내에피

소드를 중심으로 엮는 롤 플레잉 등은

특히관람객들의관심을끌었다

항공 페스티벌에 대한관심은 스튜어

디스 및 항공사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

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

지도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

힌다

올해도 모집인원(98명)을 훌쩍 넘어서

는 1140명이 지원 116대 1의 높은경쟁

률을기록했고학과면접장만8개나됐다

광주여대관계자는 글로벌항공사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

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

다 김지을기자 dok2000@

▲조선대 약학대 모집 경쟁률 625

대 1조선대는지난 18일부터 3일간진

행된 2016학년도약학대학 (나군) 신입

생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75명

모집에 469명이지원해 625대 1의 경쟁

률을기록했다고밝혔다

일반전형의 경우 52명 모집에 343명

이 지원 6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주전남 지역대학 출신자 전형은 15

명모집에 82명이지원하여 547대 1 광

주전남고교출신자전형은 8명모집에

44명이 지원하여 5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8일

발표한다

▲광주교육대 국립대 혁신지원사

업 선정광주교대는 교육부의 2015

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선정 1억39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은

지역 중심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확보

하고대학운영체제의 효율성제고등을

위한사업이다

광주교대는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지역인재양성및지원 자유학기

제 활동지원 ▲직원역량강화 및 사기진

작등을추진할계획이다

▲동강대 대학경쟁력업그레이드워

크숍동강대는 최근 나주 중흥골드리

조트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자체

평가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8월대학구

조개혁평가결과에대한자체평가를거

쳐대학교육의질제고와경쟁력을높이

기위해마련된워크숍으로 현황분석을

통해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점을파악

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교육단신

예비여대생에입소문난광주여대 항공 페스티벌

김필식 동신대 총장과 직원들은 최근

떡 선물을 받았다 동신대에 다니는 자

녀를둔학부모 3명이전달한선물인데

지난 11일빼빼로데이에맞춰감사의의

미를담아선물했다고한다

대학 군사학과 1학년 신입생 자녀를

둔학부모들이떡을담아전달한사연은

대략이렇다

군사학과신입생26명중 20명은올해

군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했다 16명

은 육군 4명은 해병대가 뽑는 군 장학

생시험에응시해합격했다합격자들에

겐학기당 320만원상당의장학금을 4년

동안지급받는다

이들을 비롯 22명은 이미 장교로 합

격돼취업도보장된상태다

지난해도 23명 중 22명이 군 장학생

(육군 16명 해병대 6명)에 뽑혀 4년 동

안장학금을지원받게됐다

4년 동안 공짜로 다니는 셈인데 유

독 동신대 군사학과 합격률이 높다 전

년도만해도 96%에달한다 지난해(350

명)보다 전체 선발인원(290명)을 줄인

올해도 77%나 된다 충남대상명대 군

사학과보다도높다는게대학설명이다

고재휘 군사학과 교수는 기숙사 생활

을 하면서 오전 7시부터 학생별 맞춤식

교육을 진행한 게 효과가 컸다고 말했

다

자녀들이 고교 졸업하고 동신대에 진

학한 지 1년도 안돼 4년간장학금을받

고 취업까지 보장된데다 향후 대학원

과정을밟을경우추가지원도가능하게

됐다는데부모입장에서기분이어떨까

부모들이떡을돌린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동신대군사학과의약진

1학년 20명 군 장학생합격

학부모떡돌려고마움표시

맞춤형교육높은합격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