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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8시10분 전남대 제1학생회

관학생식당은이른아침인데도학생들로

북적였다 빈 속을달래고첫수업을들으

려는학생들은 1000원짜리와학생증을보

여주고 식판에 흰 쌀밥을 듬뿍 담고 자리

를찾아갔다

전남대 학생들의 경우 1000원으로 아침

을 해결할 수 있다 한식과 양식 2가지 중

선택할수있고밥과국은맘껏먹을수있

다 이날 메뉴는진한설렁탕에깍두기 상

추무침 반찬 가짓수가 너무 적은 듯 했지

만냉면그릇만한국그릇에담긴설렁탕과

맛은일반식당의7000원짜리못지않았다

식당에서 만난 이인재(24신소재공학

부 3년)씨는 군대전역후올해복학을했

는데 1000원짜리 아침 식사가 있다는 말

을듣고놀랐다며 정말잘나온다 1000

원을 내고 이만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은없다고말했다

이우송(26경영학부 2년)씨와 김서영

(여24경영학부 4년)씨도최근이른시각

부터 학교를 찾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1000원짜리건강밥상애용자가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1000원짜리 메뉴가

있다는것을알고있어도이용하지않았는

데최근학생식당에서아침식사를챙기면

서 정말 만족하게 됐다며 평소 안 먹던

아침도 챙기면서 속도 든든해지고 생활

패턴에도점차변화가있다고전했다

전남대가 지난해 4월 1일 1000원짜리

아침 건강밥상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

다 지병문전남대총장이학업과취업준

비 아르바이트로 고달픈 학생들의 든든

한 아침 식사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

안 전국에서처음이뤄진시도였다

당시만해도전남대식당운영업체는수

익성을 내세워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

았다 점심 한 끼값도 2200원에서 3500원

으로올렸을때다

지총장은학생대부분이아침을거르는

점을 감안 식당측에 1000원을 학교가 부

담하는 대신 학생들이 1000원짜리 한 장

만내고아침을먹을수있도록식사를제

공해줄것을제안했다

이렇게 시작된건강밥상에대한반응은

뜨거웠다 4월 한 달만 9900명이 식당을

찾는등인기가높아지면서학교측은여수

캠퍼스까지확대했다 컵라면 1개나밥한

공기 삼각김밥 1개밖에 못사는 가격으로

사골떡국과 돈육 호박찌개 한방영양닭

죽 불참치볶음밥을먹을수있는만큼학

생들의발길이몰릴수밖에없다

전남대는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밥상 이

용자현황을파악한결과모두 4만9811명

의 학생들이 아침을 챙겨 먹은 것으로 파

악했다 여름겨울방학 때 이용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매월 7000명이 넘는 학생

들이 이용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올

해도 21일 현재까지 1만4800명의 학생이

아침밥을먹었다

전남대의 건강 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대학들도앞다퉈도입하고있다서울

대가 지난해 6월부터 아침 식사를 1000원

에제공하기시작했고부산대는지난 18일

부터1000원짜리건강밥상을운영중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이들지만학생반응이좋고건강에도

도움을주는만큼지속적으로건강밥상을

운영하는한편 다른 대학도동참할수있

도록추천할계획이라고말했다

김지을김경인기자 dok2000@

아침 먹어든든하고저렴해서행복해요

시행 1년전남대 1000원건강밥상 먹어보니

밥국무한리필1년간 4만9811명 이용

학생들 가격대비맛도만족생활패턴도달라져

여수캠퍼스로확대시행서울대부산대벤치마킹

25일오전전남대제1학생회관학생식당이 1000원에아침식사를해결하기위해찾아온학생들로북적이고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 맞춤형 교

육활성화계획은인구절벽시대를고려한

고교 교육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중장기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가

구조조정방안과맞물려산업계고졸인력

수요에 비해 직업계 고교 배출 인력이 부

족한 점을 고려한 직업교육 학생 비율을

늘리는 등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눈길을끌고있다

일각에서는자기주도학습전형확대조

치의 경우 또다른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25일광주시교육청에따르면올해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수는 67개교에 6만

3123명이지만 2018년 5만6291명→ 2020

년 4만8461명등감소세가두드러진다 전

남도교육청도 올해 2만2000명 수준의 중

학교졸업자가 2020년 1만 5000명까지급

감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같은분위기에따라고교학급당평균

학생 수를 2022년 24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계획이다

반면 직업계고 학생 정원은 그대로 유

지해고교중직업계고의비중을30%까지

늘리겠다는게정부복안이다

정부는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

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중심으로 시행되

는자기주도학습전형은비평준화지역일

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학교를 중심

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계획도 내놓

았다

특성화고학생선발에서도 성적이아닌

소질이나 적성 취업 의지를 평가해 학생

을 뽑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도 2022년

에는 50%까지확대할계획이다

일반고에서도 직업교육을 확대한다 학

교수업을따라가지못하고대학진학을사

실상 포기한학생들에게다른기회를주자

는취지로 전문대교육과정을일반고학생

에 맞춰 개편해 위탁교육을 하는 일반고

전문대연계직업교육과정이추진된다

이밖에 일반고지만전국에서우수학생

이몰리며대학입시에서성과를내고있는

공주한일고를모델로교육여건이열악한

농어촌지역의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한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계획도 추

진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맡길곳없는아이들마을주민들이

함께돌봐드립니다

광주시 남구는 28일부터 사직동 주민

휴게시설인 춘강정사랑방에 주민 공동

육아 사랑방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

간다고 25일밝혔다

주민 공동육아 사랑방은 사직동주민

자치위원회가 꾸려가는 돌봄교실로 맞

벌이부부등아이를맡길곳이마땅찮은

주민들의아이를돌보게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오전 9시부터밤 9시까지운영

되며마을부녀회원등주민들이돌아가

며10여명의아이를맡는형식이다

대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춘강정

사랑방(30)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이웃들의보살핌속에서책을읽거나장

난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다 날

씨가좋은날이면춘강정옆광주천변으

로나들이도나갈예정이라고한다

양삼민사직동주민자치위원장은 사

직동은다른마을과달리어린이집과유

치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맡

길공간이부족했다면서 공동육아사

랑방이문을열면맞벌이부부의어려움

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

아 기쁘다고 말했다 문의 사직동주민

센터(0626074627)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

민) 광주전남지부는 27일 오전 10시 화

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6 허

그(HUG)나눔축제를 연다고 25일 밝

혔다

허그나눔축제는 법무보호대상자 전

문 지원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국 23개지역의자원봉사자및임직원

이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로 지난

2012년부터실시하고있다

이날행사에는윤장현광주시장 김회

재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구충곤화순

군수 손금주 국회의원(국민의당) 당선

인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전국보호위

원 자원봉사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맡길곳없는아이주민들이돌봐드려요

광주남구사직동 주민 공동육아사랑방 개소

법무보호복지공단내일화순서 허그 나눔축제

일반고서도직업교육농산어촌 거점우수고육성

교육부고교맞춤형교육활성화계획들여다보니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형 공립고등점진확대

오늘의날씨

주의

높음

보통

�생활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먼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파고()
0510
0515
0515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5

�물때

목포
0434 0944
1635 2146

여수
1115 0515
2343 1709

밀물 썰물

�주간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51(일) 2(월) 3(화)

� � � � � � �
1316 1120 923 1025 1124 1124 1422

광 주 차차흐려짐

목 포차차흐려져비

여 수 차차흐려짐

완 도차차흐려져비

구 례 차차흐려짐

강 진차차흐려져비

해 남차차흐려져비

장 성 차차흐려짐

나 주 차차흐려짐

1125

1121

1320

1122

825

822

722

725

725

722

1223

724

1127

1024

728

1017

821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차차흐려져비

차차흐려져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547

해짐 1914
�� 2245

�� 0830

우산챙기세요

제주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