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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

관취업률이전년도에견줘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부가 16일발표한 2014년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광

주지역고등교육기관취업률은 653%로

대구충북과 함께전국 17개 시도 중 가

장 낮았다 전국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

률은 670%로집계됐다

고등교육기관은전문대와대학 교육대

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

대학원을 의미하며 교육부의 이번 통계

는지난해 12월31일을기준으로건강보험

과국세데이터베이스를토대로 2013년 8

월졸업자와 2014년 2월졸업자전체를조

사한것이다

광주고등교육기관취업률의경우전년

도(641%)보다 12%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시도취업률(670%)에못미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울산이

729%로 가장 높았고 인천(703%) 대전

(685%)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취업률은

669%로 전년도(681%)보다 12%포인트

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

광주의 대학 취업률(608%)도 대구(60

5%) 경남(607%) 다음으로 낮았고 전국

취업률(645%)에도 못 미쳤다 광주 전문

대 취업률은 682%로 전국 취업률(67

8%)보다높았다

전남의 경우 대학 취업률은 650% 전

문대취업률은 671%로나타났다

이외수도권과비수도권의취업률격차

는 ▲2012년 14%포인트 ▲2013년 13%

포인트 ▲2014년 08%포인트 등으로 감

소 추세를 이어갔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

률이 690%로 여성(652%)보다 높았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여성(16만5706명)이 남

성(16만1480명)을처음으로앞질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며칠만지나면꼭 1년이된다 마지막으

로 담배를 입에 문 게 벌써 1년이 다됐다

는얘기다

솔직하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 매일 두

갑(40개비)을 사야 하루를 안심하게 보

낼 수 있을 정도였지만 끊어야 겠다고 생

각해본 적은 없었다 밥을 먹고나면 반드

시 피웠고 잠에서 깨면 추운 겨울날에도

집밖으로나가입에물었다 올해 1월 1일

담뱃값이 인상됐을 때만 해도 나에겐 아

직몇갑이남아있다는 느긋함을갖고있

었다 여느 흡연자들이 연초마다 시도하

는금연을 괜한짓이라고여겼다

그러다문득웃지못할일이발생했다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그려온 가족 그

림중아빠로보이는사람이빠져있어물

었더니 담배 피우러 갔어!라는 충격

적인 답이돌아왔다 더 어릴적에는연필

을들고 후하며담배피는흉내를내

기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올렸

다 한 번 끊어볼까 정부가 망극(罔極)하

게시리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내 건강을

챙기겠다는데 한값에 4500원짜리담배

를 하루 두 값씩 일주일이면 6만3000원

한 달에 27만원을 더 내고 싶지않았다 1

년째이어져온 반짝 금연은이렇게시작

됐다

주변에알려라  핀다는게쑥스러울

정도로일단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계

획을세웠다면단번에끝내는게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16만

201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만9693명

(677%)은 중도 포기했다 3명 중 2명이

금연도전을접은것이다 올 1월 1억7000

만갑까지줄었던담배판매량은지난 6월

에는 3억1000만갑으로증가했다

담배는끊는게아니라평생참는것이

란말이나올만하지않은가 그만큼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면 다짐을 유지할 수 있

도록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당장 가족들에게알렸다 담배한개비

당 일정 수준이상의용돈과선물을주겠

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키지 못할 경우

막대한피해가생길약속을했다큰아들

에게는 노트북을 둘째 아이에게는 전동

휠을사주겠다고했다 직장동료선후배

등지인들에게도믿든안믿든 금연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금연으로 얻는

이익 흡연으로 잃는 손해를 계산해보지

않더라도내뱉은말을지키려다보면없던

의지도생기지않겠는가

금연보조제 무조건활용해라주변

보건소를 찾는다면 쉽게 금연 치료를 받

을수있다 전문가상담과금연보조제 치

료제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성공률은 10

배나 높아진다 하지만 금연클리닉을 성

실히 오가는 부지런함을 기대할 수 없어

다량의 금연보조제를 확보해 불순한(?)

생각이 들때마다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

다

사무실 옆 자리에 금연껌을 박스째 쌓

아놓고 담배 생각이 간절해질때마다 흡

연실이 떠오를때마다 씹어댔다 집에도

온갖 주전부리를 준비해뒀다 포만감이

드는튀밥뻥튀기부터땅콩 과자등다양

하게갖추고입안이허전할때 담배생각

이날때마다손을댔다

하루를참다보면 이틀 한달 6개월 1

년도 가능해진다 술 자리를 별로 좋아하

지 않는 점이 반짝 금연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됐다

주의할점은금연후유증으로늘어나는

몸무게뱃살관리다 운동을하면더없이

좋겠지만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 한꺼번

에두가지를하기가쉬운게아니다선택

과집중이필요하다 두가지다실패할수

없지않은가

이렇게금연 결심을 1년쯤이어가다보

니몹쓸용기가스멀스멀솟아났다

수많은흡연자들이하루에수십번도하

면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금연을 벌

써 1년째이어왔는데무얼못하겠나는식

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담배 끊는다소문내고군것질로견딘나날

�� ��� 2 광주일보김지을기자의금연성공기

두갑피우던골초 아들 그림에담긴모습보고결심

인내로보낸한달6개월1년이제 무얼못하리

오늘의날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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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파고()
1530
2040
1020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3040

�물때

목포
0554 1104
1830 2346

여수
0035 0630
1308 1926

밀물 썰물

�주간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27 09 09 39 410 57 16

광 주 눈온뒤갬

목 포 눈온뒤갬

여 수 맑음

완 도 눈온뒤갬

구 례 맑음

강 진 눈온뒤갬

해 남 눈온뒤갬

장 성 눈온뒤갬

나 주 눈온뒤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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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온뒤갬

눈온뒤갬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빙판주의

눈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34

해짐 1722
�� 1139

�� 2323

체감온도

동파

뇌졸중

16일 광주지역청년작가들의작품으로단장한 아트버스가 도심을운행해눈길을끌고있

다 광주시는예향이미지를강조하고시민들이작품을볼수있도록하기위해아트버스를

도입했다 이 버스에는 한희원김해성사진윤남웅고근호강운장현우하루K송필용씨 등 8명의 작품이 대형필름으로 출력

돼부착된다아트버스는좌석02번 첨단09번 봉선37번 1187번이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예술이네

광주대학대학원취업률전국최하위수준 교육부는 17일부터 지방교육재정 공

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wwweduinfogokr)를 개통해 운영

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시도교육청이

각홈페이지에개별공시하던각종교육

재정 관련 정보들을 한 데 모은 것이다

전년도 결산기준 189개 항목과 올해 예

산기준 167개 항목에 대한 정보 등 총

356개항목을통합해비교할수있고항

목별 5년간자료도볼수있다

누리과정과 방과후 학교 학교교육여

건 개선등국민의관심이 많은 20개항

목의 정보를 따로 모은 테마통계와 최

근 10년간의 지방교육재정 추이 시도

별사업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용 일일

수입지출현황등도확인할수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정현복 광양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검찰에고발했던신모(48)씨가 6

일만에고발을취하했다

신씨는 지난 15일 검찰이 올 상반기

정 시장의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

리한 것을 몰랐다며 고발 취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신씨는지난 9일광주지방

검찰청 순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지인과 지인의 친척이 지난해 지방

선거전에정현복광양시장후보에게각

각 8억원과 5억원을현금으로수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고

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

은 억울한측면이있어신씨에대해무

고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취업률 653%전남 669%

전문대 68%전국 평균상회

목포항에입항한외국선박절반이상

에서결함이발견된것으로조사됐다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한해 목포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

71척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한결과 48

척에서 288건의결함이발견됐다

48척 중 일반 화물선이 41척에 달했

다

결함 유형은 구명설비가 70건(24%)

으로가장많았고화재설비 57건(20%)

항해안전설비 43건(15%) 등순이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시도 교육청재정한눈에본다

목포항입항외국선박 2척중 1척서 결함

정현복광양시장고발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