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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지난 29일공개

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광주

지역 중고교별 학력 실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서관심이쏠린다

특히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됐

는지여부를가늠할수있는 학교향상도 뿐 아니

라 보통학력이상(교육과정의 50%이상이해) 비

율 학생들 현황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자녀를 둔

학부모들입장에서는시선이쏠린다

공사립간격차여전교육부가공개한전국

1668개 고등학교와 3122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고등학교 중 국어

영어수학 3개 과목에서 응시생 전원(100%)이 보

통학력 이상을 기록한 학교는 숭덕고가 유일했다

성취도평가는중고등학교 2학년을대상으로실시

했으며 당시 숭덕고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였

다 2학년 학생 전원이 보통학력 이상이라는 의미

로학업이극히부진한학생이한명도없다는얘기

다

서석고는 국어 981% 수학 987% 영어 971%

등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숭덕고 다음으

로 높았고 자사고인 송원고(국 954%수 989%

영 982%)가뒤를이었다

학업성취도평가상위 20개학교중공립은상일

여고(자율형 공립고)와 문정여고 2곳에 불과했다

상일여고는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국

어 949% 수학 92% 영어 949%등으로나타났고

문정여고는 국어 937% 수학 900% 영어 932%

등으로평가됐다

이른바 공저사고(公低私高) 경향이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아여고와 동신고는 올해 보통학

력이상학생비율순위가 20위이내에포함됐다

어느학교가열심히가르쳤나학교 향상도

평가는 올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 고2 중3 학생

들이중3과초등 6학년때치른학업성취도성적과

비교해 얼마나 성적이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보기

위해도입한개념이다 학교가노력해학생들의성

적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열정으로

해석할수있다는게교육계안팎의분석이다

당장 송원여고의학교향상도평가가눈에띈다

송원여고의 경우 광주지역 고교 중 서석고 다음으

로 여고에서는향상도가가장높았다 송원여고는

지난해 과목별 향상도가 16번째 순위였다는 점에

서 학교측의 노력이 괄목할만하다는 평가도 나온

다 지난해만해도보통이상학생비율과학교향상

도 평가에서 30위권 밖에 있던 자율형공립고인 광

주고와 공립인 전남여고의 향상도가 크게 상승한

점도눈길을끈다

한편 전남지역고교중응시자전원이보통학력

이상을 달성한 학교는 창평고가 꼽혔다 창평고는

국영수과목모두보통학력이상 100%를달성했

다 지난해에는수학(982%) 과목이못미쳤다

지난해국영수모두 100%를달성했던능주고

는올해영수과목만 100% 보통학력이상을달성

했고 국어(995%) 과목은 지난해보다 못 미쳤다

장성고는 영수 과목에서 100% 보통학력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100%를 달성한 과목은 없었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사립격차여전광주상위 20곳중공립고 2곳뿐

교육부전국중고교학업성취도분석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파산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등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에게 실

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공문서

위조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A(여34)씨에 대해 징역

2년2개월과배상신청인에대한배상명령을했

다고지난 30일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

로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

(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법무사 B(93)씨에 대

해서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변제

금 등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실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신청

후기각결정을받았는데도법원이파산이나개

인회생결정을한것처럼결정문을위조해의뢰

인을속였다

김 판사는 A씨의 사기범행피해액이 1억원

을 넘어서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가장

큰 신뢰가 주어져야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

조해 행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저질렀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법무사 B씨는 9년 가까운 장

기간동안 A씨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지만 A씨의범행으로인한 피해 중상당 부

분을 회복시켜 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고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

육감)는 30일누리과정(무상보육) 문제의근본적해

결책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누리과정예산의중

앙정부의무지출경비편성▲교부금비율을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

제해결을위한사회적논의기구구성을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

확보대책없이누리과정을졸속시행해초중등교

육의부실화를초래하고있다며누리과정예산문

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것을국회에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

방채가급증하고있는데정부는내년에도 4조원규

모의지방채발행을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누리 예산끊겨교육환경악화

시도교육감협 내년예산안에즉각편성을

파산자등친법무사여직원

대행비횡령징역 2년2개월

광주국영수 보통학력이상숭덕고유일전남은창평고

학력향상도송원여고서석고최고광주고전남여고 선전

여수와 완도 해상에서 기관고장에 따른 소형 선

박표류사고가잇따라출항전세심한점검이요구

된다

30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

시 56분께여수시삼산면광도남쪽 4km 해상에서

선장손모(54)씨가몰던여수선적연안복합어선 S

호(731톤승선원 4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중신고를받고출동한해경에의해안전지대로무

사히예인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3시 41분께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앞 350m 해상에서 박모(62)씨가 운항하던

레저고무보트의스크루가어망에걸리는사고가발

생 해경도움으로예인되는등여수해상에서이틀

새 소형 선박 3척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던

중해경에구조됐다완도해상에서도지난 29일오

전 8시 49분께 낚시꾼 3명을 태운 레저보트(295t)

가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해경에 예인되는

등 이날 하룻동안 완도 해상에서 소형 선박 2척이

잇따라기관고장을일으켰다

여수김창화기자chkim@kwangjucokr

여수완도해상소형선박표류사고잇따라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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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남동남
먼바다 북북동 0515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동남동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동남동

파고()
05

0515
05

10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동동 1015

�물때

목포
0527 1038
1810 2324

여수
0007 0608
1244 1850

밀물 썰물

�주간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 � � � � � �
612 36 05 28 29 210 111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214

313

613

314

114

014

114

212

214

212

314

113

112

011

112

812

114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대체로맑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22

해짐 1721
�� 2242

�� 1132

관심

낮음

관심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체감온도

학교명 수학 영어 합계

서석고 96 44 239

송원여고 69 62 217

숭덕고 84 28 201

대광여고 77 23 198

동신고 77 49 184

광주고 71 46 18

동아여고 73 38 172

대동고 59 42 17

조대부고 5 55 165

동신여고 73 15 161

광덕고 63 39 158

설월여고 43 25 155

보문고 64 53 154

전남여고 38 32 147

고려고 45 5 142

살레시오고 43 23 126

경신여고 48 11 118

숭일고 58 17 118

인성고 18 41 108

조대여고 41 21 108

국어

99

86

89

98

58

63

61

69

6

73

56

87

37

77

47

6

59

43

49

46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19

19

학교명 국어

숭덕고 100 100 100 300

서석고 981 987 971 2939

송원고 954 989 982 2925

대광여고 979 957 986 2922

동아여고 976 944 965 2885

숭일고 93 972 979 2881

광덕고 915 98 983 2878

동신여고 958 928 943 2829

송원여고 963 892 966 2821

금호중앙여고 954 919 948 2821

상일여고 949 92 949 2818

설월여고 948 909 959 2816

수피아여고 939 915 955 2809

대성여고 944 885 972 2801

대동고 92 923 948 2791

동성고 924 927 938 2789

동신고 884 95 95 2784

문정여고 937 90 932 2769

고려고 882 929 953 2764

879 926 93 2735인성고

순위

1

2

3

4

5

6

7

8

9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학 영어 합계

광주고교별(2년) 보통학력이상학생비율

보통학력이상은통상 100점만점에50점이상단위%

2015 광주고교 (2년) 과목별향상도순위

중3년에서고교배정뒤(입학) 2학년성적향상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