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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특성학과선전인문계는여전히좁은문

극심한 취업 한파 속 광주전남 대학생

들은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을까 어떤 전

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취업 성공률이 높

을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4년 고

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광주일보

12월 17일 7면는 광주 지역 고등교육기

관취업률을확인할수있다

교육부의 이번 통계는 2014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건강보험과국세데이터베

이스를토대로 2013년 8월 졸업자와 2014

년 2월졸업자전체를조사한것이다

교육부는특히최근학교별유지취업률

확인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 대학을 비롯

한전국고등교육기관취업률을공개하면

서지역대학들의취업률도고스란히드러

났다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전국 최

하위권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른

광주 지역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653%

다

고등교육기관은전문대와대학 교육대

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

대학원을의미한다

광주의경우전국고등교육기관전체취

업률(670%)보다 낮고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세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하

위권이다 특히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

률은 전년도(641%)에 견줘 12%포인트

증가했지만만년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

고있다는점에서지역청년실업의심각성

을짐작할수있다

전남의 경우 669%로 전년도(681%)보

다 12%포인트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

광주지역대학취업률은 608%로 대구

(605%) 경남(607%) 다음으로낮았고전

문대취업률은 682%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대학 취업률은 650% 전문대 취업

률은 671%였다

전남대 취업률 582% 조선대는 57

7%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

알리미를 들여다보면 광주전남 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전문대 등의 취업률을

확인할수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졸업자

와 2014년 2월졸업자를대상으로한조사

결과 취업률은 582%였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취업률(545%)보다 상승

했지만여전히 50%대에머물고있다는점

에서대책마련이요구되는상황이다

주요학과별취업률을살펴보면의학과

(957%) 간호학과(746%) 수의학과(64

9%) 등이상대적으로강세를보였고경영

학부(563%) 법학과(347%) 국어국문학

과(372%) 등으로조사됐다

국립대 취업률의 경우 ▲강원대 574%

▲경북대 599% ▲경상대 55% ▲부산대

611% ▲전북대 571% ▲제주대 614%

▲목포대 58% ▲순천대 567% ▲전남대

여수캠퍼스 606%등이었다

조선대의 취업률은 577%로 집계됐다

조선대도 2013년 말기준 554%보다상승

했지만 60%대를밑돌고있는실정이다

전공별로는 치의학과(100%) 군사학부

(974%) 항공우주공학과(789%) 기계공

학과(745%) 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

다 경영학부(629%) 국어국문학과(38

5%) 영어영문학과(514%) 등의 취업률

도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교육대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취업

률은 747%로전년도(808%)보다 61%포

인트낮아졌다

다른 대학들도 한 눈에 취업률을 파악

할수있다 광주대의경우 2013년 8월 졸

업자와 201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취업률(2014년 말 기준)은 604%

로 전년도 같은 기간(665%)보다 낮아졌

다

이외 광주여대 취업률은 653%(2013년

12월 말 66%)로 전공별로 치위생학과(93

9%) 항공서비스학과(638%) 등이었다

동신대 취업률은 687%(  681%)로 한

의학과(918%) 스튜어디스학과(525%)

등으로 조사됐다 호남대의 경우 667%

( 596%)로 집계됐고 호텔경영학과(70

8%) 국제학부(중국어학과 808%) 등으

로나타났다

전문대학 취업률도 살펴볼 수 있어

2014년 말 기준으로 한 취업률은 동강대

668% 서영대 666% 조선이공대 655%

전남도립대 606% 등이었다 입학경쟁률

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과의 경우

광주보건대 간호과의 취업률(주간일반

과정2014년말기준) 941% 동강대간호

과 897% 서영대 간호과 74% 조선간호

대간호과 725%등으로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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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3년 증감

울산 729 733 04

인천 703 716 13

대전 685 693 08

충남 679 676 03

서울 677 691 14

전남 669 681 12

경기 668 667 01

경북 668 663 05

강원 667 674 07

경남 666 681 15

부산 665 664 01

전북 658 662 04

제주 654 669 15

대구 653 661 08

광주 653 641 12

충북 653 652 01

세종 641 658 17

총계 67 674 04

고등교육기관전년대비취업률비교

대학전문대교육대학등 단위%

광주지역대학 취업률 단위%

2014 2013 2012

광주교대 747 808 665

광주대 604 665 626

광주여대 653 66 69

동신대 687 681 708

목포대 58 547 575

순천대 567 578 617

전남대 582 545 552

전남대여수 606 546 608

조선대 577 554 611

호남대 667 596 675

해당연도 12월 31일기준

<자료교육부대학알리미>

교육부의 2014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에따른광주지역고등교육기관취업률은653%다전국고등교육기관전체취업

률(670%)보다낮고 17개시도중에서도하위권에속한다사진은대학도서관에서공부하는대학생들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지역평균 608%전남대 582%조선대 577%

광주고등교육기관취업률만년하위권청년실업심각

지역대학 취업률 보니

▲전남대 공룡진품화석 현장체험교

육전남대 박물관은 한국공룡연구센

터와공동으로 5억년전화석들과의대

화라는 주제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한

다 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와

김보성 목포자연사박물관 학예사 최병

도 한국공룡연구센터연구원 등이 강사

로나선다

현장체험교육은 오는 23일을 비롯

30일과 2월 13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전남대 박물관등에서 진행되며 희망자

는박물관홈페이지로신청하면된다

▲전남도교육청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전남도교육청은 도내 3개 고교

평준화적용지역입학지원자 7905명에

대한 2016학년도 학생 배정 결과를 발

표했다

학군별 배정자수는 목포 학군(11개

교) 2583명 여수 학군(7개교) 2111명

순천 학군(10개교) 3211명 등이다 1지

망 학생 배정비율은 76%였다 배정 결

과는출신중학교와학군별교육지원청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정 통지서도

배부한다

▲광주여대 서진규 박사 초청 특강

광주여대는 18일 대학본부 1층 국제

회의장에서 희망메신저로알려진서진

규 박사를 초청 내 운명 내가 결정한

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

다

교육단신

전남 일반계 고등학교들의 변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과를

운영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어

서다

18일교육부에따르면최근 2015년

교육역량강화우수프로그램운영선

도학교로목포영흥고와여수화양고

등전국 20개일반고가꼽혔다

영흥고의경우 15개학급초과학교

들중우수프로그램을운영한학교로

선정됐고 화양고는 15학급 이하 소규

모학교가운데학생들의다양한수요

를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했

다는평가를받았다

영흥고는 유관기관인 방송사와 연

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면서 관심

이 쏠렸다 학교측은 유명 강사를 초

빙해 이뤄졌던 통상적인 인문학 강의

에서 탈피 학생이 직접 강사가 돼 인

문학 강좌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

램을운영했다 학생들을대상으로진

행한 스마트폰 오디션과 모의테스트

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는가

하면 아나운서를초청한스피치교육

등으로 학습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양고는기숙형고등학교로도농

복합지역에 적합한 선택과목과 진로

집중과정을운영한점이인정됐다

화양고는 돌고래 행복포털 만들기

로 나를 찾아가기라는 제목에 따라

인문사회자연이공등으로나뉜획일

적교육과정대신 학생교원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인문사회경상교

육생명과학기술이공 등으로 세분

화했고 학기중과 방학 기간으로 나눠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는 차별화를

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일반

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맞

춤형 프로그램 수업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평균

3500만원을지원해오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일반고들맞춤형교과 눈길

목포영흥고여수화양고등 교육역량선도학교 선정

419 역사관건립사업이본격화된다

419 민주혁명발상지역사교육관건

립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겸 운영위

원장 이병열)는 오는 22일 오후 광주고

등학교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는다

고 18일밝혔다

역사교육관은총사업비 15억원을들

여 광주고에 3층 규모(연면적 8305)

로 건립되며 전시실강의실연구실 등

이 들어선다 내년 7월 말 준공 예정이

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기존 광주시가 위

탁운영중인 419 혁명기념관과의차별

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학생들을상대

로 한 교육 시설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상태다 419 혁명 발상지인

광주고에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 학생

참여를높이는콘텐츠로교육관을채운

다는게추진위원회계획이다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역사교육

관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광주 정신

과 정체성을 알리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힘쓸것이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19 역사관본격건립 22일 착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