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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

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

망이나온다

국어는 어렵네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이 22일 발표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

점 결과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1점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능(A형 134

점 B형 136점)에견줘높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

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

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국어 영역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다 입시

업체들 사이에서는 2005학년도 수능 이

후표준점수가가장높다 최근 10여년

간의수능중에서가장어렵게출제됐다

는분석이나올정도다

AB형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 작년

과 달리 올해부터 공통시험으로 바뀌어

출제 유형의 변화가 생긴 점도 학생들의

체감 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

석이나온다

이번 모의평가가 본 수능의 출제 방향

과난이도를점칠수있고목표대학지원

가능성을 판단 영역별 응시 유형을 결정

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입시 전문가

들은 변화의 흐름과 방향등을파악해공

부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수학과영어의경우표준점수최고점이

수학(가형 126점나형 139점) 영어 136점

등으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인 것

으로 평가됐다 만점자 비율도 영어를 제

외하면모두줄었다

반면 한국사의 경우 필수 응시 과목에

따른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반응이많았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한국사 영역의 1등

급비율은2895% 응시자3명가운데1명

은 1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나면서입시

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는게입시현장의관측이다

과학 탐구에서는 물리  과목 표준점

수최고점(82점)으로수능(63점)보다 19점

상승했고 생명과학 와 지구과학  과

목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

모의평가이후는어떻게이번모의

평가로 수능 영역별 난이도를 섣불리 예

단하기는힘들지만변별력을갖출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수능처럼 물수능은

되지않을것이라는게중론이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담당부장은 6

월 모의평가에서 새로 출제된 문제 유형

을 파악 적응력을 키우는 한편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깊

이 있는 공부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고조언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실장도

6월 모평으로 정시에서 지원가능 대학

을 예측한 후에 그에 걸맞은 수시지원 대

학과 전형을 선택하는 만큼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분석 장단점을보완하는계획

을수립해야한다고분석했다

9월 모의평가는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은 오는 9월 1일 201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시행계획을발표했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에서 70% 수준

으로 연계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7

일부터다음달 7일까지다 개인별성적통

지표는 9월 27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어지난해수능보다어렵고영수비슷
국어 10년새가장어려워올수능변별력확보될듯

전문가 새로운문제적응력키우고공부깊이넓혀야

22일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 에너지절약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어린이들이 에너지 절약

율동을선보이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월수능모의평가분석해보니

나처럼해봐요

맞춤형 보육에 반발한 한국민간어린

이집연합회소속어린이집이 2324일 집

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에서는 집단 휴원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전망이다 전남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동의를얻어부분휴원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2324일 예고된 집단 휴원을 연기하고

오는 26일까지보건복지부의입장을지켜

볼예정이다 송현경광주가정어린이집연

합회장은 26일까지 복지부가 입장을 밝

히겠다는뜻을전해와휴원을연기하기로

했다며 최종적으로 학부모나 아이들의

입장을먼저생각한결과라고밝혔다

전남어린이집연합회도 집단 휴원 대신

등원하는 원생 수에 맞춰 일부 교사만 근

무하는부분휴원을택했다 또일부원장

과 교사는 내일 무안 남악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경인기자kki@

올 들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한차

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월태풍이없었던사례는 1951년이

후 1973년과 1998년에이어세번째다

22일 기상청 태풍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북서태평양

해역이고수온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

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해에는

태풍 강도가 세지는 반면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차가운 해에는

발생빈도는높아지는반면강도가약해

진다 결론적으로지구온난화영향으로

태풍세기가점차강해지는경향이뚜렷

하게나타난다

해마다 발생하는태풍도 줄어들고 있

다 최근 30년(19812010년) 해마다발

생한태풍은평균 256개였지만최근 10

년(20012010년) 동안에 23개로 26개

줄었다우리나라에영향을준태풍도3

1개에서 25개로줄어들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69월)의 경

우 태풍이 북서태평양에서 710개 발

생해 이 가운데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평년의 경우 태

풍은 11개 정도가 생겨 22개가 한반도

에영향을준다

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

안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2122일 내린 누적강수량은 금일(완

도) 1065를최고로 도화(고흥) 55

초도(여수) 53 하의도(신안) 415

목포 206 광주 121등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비군훈련중에휴대전화를사용하

다적발되면강제퇴소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까지동원예비군훈련도중강제퇴소자

가총 456명으로 지난해한해동안강제

퇴소자 331명을이미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

이 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군 훈련 기강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강제 퇴소자

대부분은훈련중에휴대전화를사용하

다적발된경우로알려졌다

훈련장 입소 규율도 더 엄격해졌다

군은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고

안내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어린이집휴원연기

예비군훈련중휴대전화사용시강제퇴소

온난화에태풍실종한반도올 1개 영향권

입소늦으면불참처리

9월 1일 모평 주목

오늘의날씨

경고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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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남동남
먼바다 북동동 1020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동남동
먼바다(동) 남남서 1525 남동남

파고()
0510
1015
0515
152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동남동 1020

�물때

목포
0408 0918
1607 2118

여수
1044 0447
2319 1640

밀물 썰물

�주간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 � � � � � �
2226 2128 2228 2226 2127 2128 2227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2130

2027

2126

2126

1929

2027

2027

2027

2030

1926

2028

1929

2131

2126

1929

1824

2026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519

해짐 1950
�� 2151

�� 0749

후텁지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등급 국어 수학가형 수학나형 영어

등급

구분점수
비율(%)

등급

구분점수
비율(%)

등급

구분점수
비율(%)

등급

구분점수
비율(%)

1 131 450 123 557 133 474 130 445

2 124 767 120 1013 127 813 125 680

3 116 1233 117 1070 119 1282 117 1329

4 107 1694 110 1897 106 1629 108 1706

5 97 1879 102 1549 90 1905 97 1881

6 85 1724 85 1616 80 1634 83 1782

7 71 1193 67 1256 75 1240 70 1128

8 61 708 58 672 74 666 65 660

9 61 미만 352 58 미만 370 74 미만 357 65 미만 390

영역별등급구분표준점수

영역
2016
수능

2017
6월모평

국어
A형 134

141
B형 136

수학
가형(B형) 127 126

나형(A형) 139 139

영어 136 136

6월모의평가2016학년도수능

영역별표준점수최고점비교

영역 2016 수능
2017 6월

모평

국어
A형 080

016
B형 030

수학
가형(B형) 166 031

나형(A형) 031 015

영어 048 057

6월모의평가2016학년도수능

영역별만점자비율비교(%)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