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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다 큰 걸까 광주지역 고 3 학생들

의 키가 10년 전보다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 3 학생들의 평균 몸무

게는 10년 전보다 늘어났다 전남 고 3학

생들의비만문제는전년도보다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쁜 식습관도 여전해

학교가정에서의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있다 교육부가최근내놓은 2015년

학생건강검사표본분석 결과다

운동 부족?교육부의 표본 분석 결

과에따르면지난해광주고 3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1 5년 전(1742) 10년

전(1744)에견줘되레줄었다 자고나

면 커 있더라는 옛 어른들 말과는 사뭇

다르다

광주고 3 남학생의평균키는▲1995년

1710 ▲2000년 1730 ▲2006년 174

6로 정점을 찍고 ▲2012년 1739 ▲

2013년 1730 으로줄어드는추세다 전

국 고 3 남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5

였다

광주 고 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608로 전년도(1602)보다 컸지만 5

년 전인 2010년(1609) 10년 전인 2005

년(1613)보다 작아졌다 161는 2008

년(1617)을 최고치로 여태껏 넘을 수

없는 벽으로남아있다

전남지역 고 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6 여학생은 1605였다 전

남 고 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2009

년(1612) 이후가장컸던것으로조사됐

다

몸무게 변화도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

고 3 여학생의지난해평균몸무게는 583

 지난 1995년(530)이후 20년 동안

가장 늘어난 수치다 전남 고 3 여학생 평

균 몸무게도 565(2015년)으로 2012년

(573)을 제외하면 20년 동안가장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 3 여학생 평균

몸무게의경우▲1995년 542 ▲2000년

542 ▲2005년 557 ▲2010년 554

▲2014년 563등으로조사됐다

20년 전 보다 먹을 거리가 많아졌지만

운동시간보다책상에앉아있는시간이늘

고새벽부터밤까지공부하느라수면시간

이부족한점등이원인으로꼽혔다

반면 광주고3 남학생의지난해평균몸

무게는 671 20년 전인 1995년(630)

보다 늘었지만 10년 전인 2005년(690)

5년전인2010년(669)보다감소추세다

더 나빠진 식습관교육부 조사 결

과 지난해 1주일에한번이상햄버거피

자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광주의

경우초등학생(619%) 중학생(756%) 고

등학생(809%)에서 모두 전년도(초등 52

9% 중등 682% 고등 750%)보다높아졌

다 3년전인 2012년(초등 507% 중등 63

7% 고등 669%)에견줘월등히높아졌다

는게고스란히드러난다

전남학생들도 1주일에한번이상패스

트푸드 먹는 비율이 전년도(초등 572%

중등 745% 고등 752%)에비해초등(66

3%) 중등(745%) 고등(754%) 등으로높

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급격히 증가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요구되는형편이다

지난해 1주일에 한번 이상 라면을 먹는

광주 초등학생(778%) 중학생(878%) 비

율도 전년도(초등 743% 중등 854%)보

다 높아졌다 전남에서도 초(782%)중

(877%)고(816%) 모두 전년도(초 73

6% 중 863% 고 786%)보다상승했다

광주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중학생(15

0%)과 고등학생(173%)의 비율이 전년도

(중 86% 고 166%)보다 늘어났다 초등

학생의 경우 374%로 전년도(49%)보다

감소해 등교 늦추기 효과라는 평가도나

온다

전남의 경우 아침을 거르는 비율(초 4

7% 중 134% 고 143%)이 전년도(초 5

7% 중 147% 고 183%)보다 모두 감소

해눈길을끌었다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은 육류를 먹지

않는 비율(초 26% 중 21% 고 08%)은

전년도(초 30% 중 28% 고 15%)보다

모두감소했다

광주중고등학생들의운동실천률(주 3

일 이상)은 중 366% 고 201%로 전년도

(중 339% 고 240%)에비해감소한반면

전남 중고등학생들의 운동 실천률은 증

가했다

하루 2시간이상인터넷게임등을즐기

는초등학생들도증가했다 광주는 155%

로전년도(107%)보다늘었고전남도전년

도(139%)보다늘어난156%로파악됐다

학교 폭력은 줄어들어최근 1년간

따돌림을경험해본비율을묻는조사에서

는광주에서는모두감소해교육청의학교

폭력 예방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나올만하다

광주의 경우 1년간 따돌림 경험률을 묻

는 조사 결과 초등학생(27%) 중학생(3

7%) 고등학생(08%)에서 모두전년도(초

56% 중 51% 고 10%)보다 감소했다

전남의경우전년도(초 48% 중 96% 고

20%)에 견줘 초등학생(31%) 중학생(3

3%)의 따돌림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고등

학생(41%)은다소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을 빼

앗긴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도 광주(2014

년 13%→ 2015년 01%) 전남(2014년 1

3% → 2015년 09%) 모두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기후변화

전문가양성에나선다

GIST는 12주일정의 기후변화아카

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

다

교육 과정은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

변화협약 이후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응

적응할수있도록채워졌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만료될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의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대

응방안을담았다

수강생들은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

일까지 12주 동안 기후변화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을 비롯 기후변화에 따른 농

업보건환경수자원 분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미

래형자동차산업등에너지산업분야

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게된다

기후변화로인해관심이높아지고있

는 탄소배출권과 조세관계법 국제관

계법 등 법제도와 사회문화적 변화

와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 강사진과 폭

넓게살펴보게된다

GIST는이를위해민동필유엔사무

총장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성창모 녹

색기술센터소장 이우성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 글로벌협력센터장 오

대균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 이사 이형종 외교부 기후

변화환경외교국국장김영준 GIST환

경공학부명예교수등17명의전문가를

강사진으로꾸렸다

기후변화아카데미는매주수요일오

후 7시9시 50분까지GIST 다산빌딩

에서진행한다 문의 062715530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과기원 기후변화전문가키운다

아카데미수강생모집전문강사 17명 4월6일6월30일 강의

지난 100년간(19002000년) 국내 평균 대기온도는 15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07도)를 넘어선 것으

로연안표층수온도남해의경우최근 30년간 104도 서해는 097도올랐다

해수면도높아지고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지난 1969년부터국내해수면높이를분석한결과 제주도를포함한남해안(3

17) 동해안(212) 서해안(136) 등 전체 해역의 해수면이 연평균 248 상승했다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폭(18)을

웃도는것으로 제주항의해수면상승(연평균 597)은 세계평균의 3배가넘는다 기후변화는더이상남의나라얘기가아

니다

광주전남청소년들에게는놀거나운동할시간이충분치않다 교육부가최근내놓은 2015년학생건강검사표본분석 결과는광

주전남청소년들의건강상태를들여다볼수있는지표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등교늦추기효과광주전남아침거르는초등생줄었다

고3키10년째내리막식습관탓

학폭예방정책에따돌림줄어

광주

전남

아침을거르는비율 단위%

2014년 2015년

49
374

86

150
166

173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57
47

147 134

183

143

#

광주고3평균키 단위

2005 2010 2015(년)

1613
1609 1608

2005 2010 2015(년)

1744 1742
1731

남학생

여학생

광주전남 2015년학생건강검사표본분석보니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가극지방등전세계에영향을미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

전남

패스트푸드섭취비율 단위%

기준주1회이상 2014년 2015년

529
619

682

756 750

809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572

663

745 745
752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