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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의 최

대고민은어느대학을지원할지여부다

수험생들입장에서는지원대학을결정

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수능

성적이다 하지만성적에맞는대학을찾

는것만큼선택할대학의장학금지원여

부나 취업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잠시틈을내

대학알리미 만 들여다봐도 내실 있는

대학을찾는실속형수험생들이될수있

다

등록금이가장비싼대학은?대학

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

cademyinfogokr)는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주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있다

1인당 등록금 현황 뿐 아니라 장학금

수혜 및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등

록금 카드 결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주요대학들에대한정보도쉽

게찾아볼수있다

우선 등록금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연

간 학교별 평균 등록금을 가늠할 수 있

다 국공립대인 전남대(411만5000원)

목포대(389만1000원) 순천대(393만9000

원)를 비롯 광주대(647만6000원) 남부

대(648만6000원) 조선대(677만6000원)

동신대(655만7000원) 호남대(645만

8000원) 등으로파악됐다

계열별 연간 등록금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의학계열의경우연간등록

금이 595만7000원으로 학교 내 계열별

평균등록금이가장비쌌다 조선대는자

연과학계열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8만

6000원이며 치과대학은 올 해 1학년이

1034만원의 등록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

다 동신대 한의과대학은 연간 평균 852

만원의 등록금을 냈고 공학계열 평균 등

록금은717만원으로집계됐다호남대공

학계열연간평균등록금도 692만6000원

으로학교평균등록금보다많았다

장학금 얼마나 주나광주대의 경

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재학생

(7252명) 1인당 장학금은 369만8000원으

로 전국 4년제 일반대 176개교 학생 1인

당 평균장학금(293만원)보다 많았다 이

외 광주교육대(재학생 1477명302만

2000원) 광주여대(재학생 4050명348만

8000원) 남부대(재학생 3071명366만

원) 동신대(재학생 6788명342만7000

원) 목포대(재학생 7891명272만8000

원) 순천대(재학생 7627명259만6000

원) 전남대(본교 재학생 1만6992명258

만1000원) 조선대(재학생 2만246명299

만5000원) 호남대(재학생 7274명287만

9000원) 등으로집계됐다 교육부와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분석한결과 국공립

대(26개교)의 1인당 장학금은 261만원

사립대(150개교)는 평균 302만1000원 수

준으로파악됐다

대학 취업률 궁금한데대학알리

미로 전년도 기준 학교별 취업률도 비교

할수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년도 6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

스를기준으로공시한 졸업생취업현황

조사 결과 광주대의경우 575%의취업

률을기록했다 같은기간광주교대의취

업률은 655%로 나타났다 광주여대의

취업률은 62%로 공시됐고 남부대는 69

2%의취업률을기록했다

이외 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동신대

(658%) 목포대(466%) 순천대(474%)

전남대(본교 515%여수캠퍼스 509%)

조선대(553%) 호남대(609%) 등이었

다 지역국립대취업률이사립대에비해

다소낮은것으로파악됐다한편 목포해

양대의 경우 808%의 취업률을 기록해

눈길을끌었다

대학별 교육 환경 비교해볼까이

외대학별전임교원 1인당학생수나전임

교원 확보율 실험실습실 시설 안전관

리 현황 학자금 대출 현황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기숙사수용현황등도비교가가능

하다

광주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 기

준)은 722%였고 광주여대(697%) 전남

대(824%) 조선대(659%) 등이었다

전남대의 1인실 기숙사비는 23만9000

원이다 조선대(1인실 19만7000원) 호남

대(4인실 이상11만1000원) 광주여대(2

인실18만8000원) 순천대(1인실14만

1000원) 목포대(1인실13만5000원) 동

신대(2인실14만5000원) 등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2014년)의 경

우 전남대가 1336만4000원으로 집계됐

고 조선대(1175만7000원) 동신대(1122

만7000원) 광주대(1019만3000원) 호남

대(943만9000원) 광주여대(899만6000

원) 남부대(880만6000원) 등으로조사됐

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파

악한지난해일반대학의학생 1인당교육

투자비는 1368만7000원이다

등록금 카드 납부 여부도 파악이 가능

하다 남부대는올해카드납부가불가능

했고호남대는 2개카드로납부가가능했

다 학생 창업 지원 현황도 엿볼 수 있어

조선대의경우올해창업지원금액이교

비(1억5500만원) 정부 지원(21억2076만

원) 등으로파악됐고전남대는교비(2800

만원) 정부지원(11억2764만원) 등 11억

5500여만원을지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장점을 한눈에

알아볼수있도록쓰세요 열심히하겠

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일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면접 때 면접관의

눈길을끕니다

동강대가최근대학생들을위한취업프

로그램사진을 마련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동강대는지난달 30일부터이틀간학교

보건관 세미나실에서 취업 아카데미를

열고 깊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한 이미지

연출법부터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요령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특강

을진행했다

세미나는 유아교육과보건행정학부

응급구조과임상병리과전기전자과호

텔관광과쇼핑몰디자인창업과 등 10개

학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최근 취업

동향첫인상등이미지연출법 이력서및

자기소개서작성법등을중심으로이뤄졌

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 같은 모의 면

접 평가를 진행하는 취업 경진대회를 진

행하는가 하면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에

게조언을받는시간도마련됐다

동강대 관계자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

로그램으로학생들의취업에도움이될수

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력서부터면접까지 1박2일 취업캠프

동강대재학생 300명 참여

조대여고(교장이재연)는최근 열정! 꿈을향한첫걸음이라

는주제로 제 4회동아리결과물발표대회를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1년동안의동아리성과물을공유하는자리로학술공연전시마당분야로

나눠진행됐다 조대여고제공

네끼를펼쳐라!

교육부가 국립대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혁신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지역에서는

순천대와광주교대만선정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거점

일반대학 지역중심 일반대학 공학해

양체육분야 특수목적대학 교원양성 특

수목적대학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로혁신대학을 18곳 선정한 결과 거점 일

반대학에서는 전북제주충북충남대가

뽑힌반면 전남대는선정되지못했다

순천대가 선정된 지역중심 일반대학

분야에서는 목포대가 지원했지만 탈락했

고목포해양대는 공학해양체육분야특

수목적대학 부문에서 다른 대학에 밀렸

다 광주교대는 교원양성 특수목적대학

부문에선정됐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국립대학의

해당연도혁신계획과전년도실적을평가

해우수대학의혁신사업추진비용을지

원하는프로그램으로작년에처음시행됐

다 김지을기자 dok2000@

등골브레이커장학금짠돌이대학정보한눈에

201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

전남지역수석은누구일까 원점수를기

준으로 하면 수능 만점자인 정민건(18

서석고 3년)군이지만 표준점수 기준으로

는사뭇다르다 정군은자연계열로표준

점수는 527점이다

표준점수는 해당 수험생의 성적이 전

체 응시자 가운데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때문에 시험

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

고점은높아지고 반대로시험이쉬워평

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

다문항에따라배점이달라같은영역에

서 원점수가 같아도 표준점수는 달라진

다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한 광주 인문계

열 수석은 이수영(여숭덕고 3년) 자연

계열 수석은 백재민(동성고 3년)으로 나

타났다 이양은 표준점수 538점을 백군

은표준점수 532점으로수석을차지했다

백군의 경우 생명과학 1에서 2문제를 틀

렸지만 난이도로 평균이 낮게 형성돼 높

은표준점수를기록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조도윤(목포홍일고

3년)군이 표준점수 536점으로 인문계열

에서 박건(해남고 3년)군은 표준점수

530점으로자연계열수석을차지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표준점수기준수능광주수석 숭덕고 이수영동성고백재민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캡처화면

연간평균등록금 (2015년기준)

광주교대 347만6000원

광주대 647만6000원

광주여대 625만9000원

남부대 648만6000원

동신대 655만7000원

목포대 389만1000원

순천대 393만9000원

전남대 411만5000원

조선대 677만6000원

호남대 645만8000원

학생1인당장학금 (2014년기준)

광주교대 302만2000원

광주대 369만8000원

광주여대 348만8000원

남부대 366만원

동신대 342만7000원

목포대 272만8000원

순천대 259만6000원

전남대 (본교) 258만1000원

조선대 299만5000원

호남대 287만9000원

등록금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등통합비교

광주전남등 176개대 공시잘 따져보고실속선택을

순천대광주교대 교육부 혁신지원대학

졸업생취업률 (%2014년 6월기준)

광주교대 655

광주대 575

광주여대 62

남부대 692

동신대 658

목포대 466

순천대 474

전남대 본교515 여수캠퍼스 509

조선대 553

호남대 609

자료대학알리미

인문계열 538점 자연계열532점

대학알리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