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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따른학령인구감소가확

연하게 드러났다 한 때 15만6000명(2005

년)이 넘었던 전남 초등학생 수는 급감해

올들어 10만 명 이하로떨어졌다 광주도

6만8000명(2011년)이 넘었던중학생수가

올해 5만1000명까지 줄어들었다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인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젊은이가늘어나고있는현상도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

한 교육기본통계는 광주전남주요교육

지표를고스란히확인할수있다교육기본

통계는올4월 1일을기준으로조사됐다

입학할 학생이 없다어쩌나교육

기본통계로 본유치원부터고등학생까지

학생 수는 광주의 경우 23만207명으로 전

년도(23만8598명)에 견줘 8391명 줄었다

광주 학생 수는 2008년(28만4548명) 정점

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세다 초등학생 수

는 13만8670명(2004년)에서 2011년 10만

명(10만9760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올

해 8만9095명까지줄었다 중학생은올해

5만1511명에 그쳐 2008년(7만1092명)에

비해 1만9000여명이감소했다

전남도 심각하다 30만명이 훌쩍 넘었

던 초중고등학생 수는 2004년(32만

4661명)에 견줘올들어 8만9000여명이나

감소 23만5483명에 머물렀다 7만2493명

(2010년)이던 고등학생 수도 올해 6만

6973명까지줄었다

유치원 원아 수가 늘어난 점은 눈길을

끈다 광주는 2만3741명(2015년)에서 2만

4790명(2016년)으로 전남도 1만9983명

(2015년)보다 늘어난 2만801명으로 집계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공방으로학부모들이어린이집보다유

치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당학생수와교원1인당학생수도줄

어들고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4143명(27%) 감소했다

교원 女超 대세?여성 교원 증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광주는 전체 교

원 1만6339명 중 1만1476명(702%)이 여

성으로 집계됐다 여성 교원 비율이 70%

를 넘어선것은통계작성이후처음이다

올해광주초등학교여성교원비율은 80

4%에이르고중학교도 69%에달했다

전남도 비슷하다 여성 교원 수는 ▲

2014년 1만1982명▲2015년 1만2067명▲

2016년 1만2219명등꾸준한증가세다 반

면 2010년 460%던 남성 교원 비율은 ▲

2012년 442%(9094명) ▲2014년 429%

(9019명) ▲2016년 415%(8658명) 등으로

낮아지고있다

고졸자들 대학보다 취업 선택취업

난여파?고교졸업후대학에진학하기

보다취업을선택하는젊은이가전보다늘

어나는추세다 광주에서올 2월고등학교

를 졸업한 2만1863명 중 대학 진학자는 1

만6772명으로 졸업생 대비 대학 진학률

은 767%로전년도(777%)보다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을택한경우는광

주가 올해 358%(1812명)로 지난해(1622

명339%)보다 19%포인트증가했다

전남도고교졸업후취업을선택하는젊

은이들이 지난해(654%4118명)보다 늘

어난 686%(4507명)로 집계됐다 전남의

올해 고교 졸업생(2만3094명) 중 대학 진

학자는1만6444명(712%)으로파악됐다

글로벌사회다문화학생수증가

외국출신부모를둔다문화학생수도증

가세다

광주는 2012년 1086명이던다문화학생

수가 ▲2013년 1251명 ▲2014년 1520명

▲2015년 1899명▲2016년 2404명등으로

늘어났다 전남은훨씬많다 2012년 3737

명이던다문화학생들은 2014년 5023명으

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는 6977명까지 늘

어나면서 7000명을넘어설것으로예측되

고있다 지역별로는▲나주 608명▲순천

600명 ▲화순 407명 ▲영암 388명 ▲무안

325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

난해보다202%증가한 9만9186명으로조

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학생수 10년새 3분의 1 줄었다

광주상무금요시장(노점) 비상대책위원

회집행부가30일서구청이제시한상생방

안을받아들이기로하면서노점시장폐쇄

를둘러싸고대립해오던서구청과노점상

인간갈등이해소될지주목된다

광주시 서구는 서구청 노점상인 대표

주민 대표 등 3자가 상무금요시장 노점상

인이전과이전후노점시장활성화방안이

담긴상생협약에합의했다고30일밝혔다

3자가 작성한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매

주금요일이면서구치평동성당과한국은

행 맞은편 인도에 터잡아 좌판을 펴오던

상인 200여명은다음달 23일까지 500m가

량떨어진상무시민공원일원으로옮겨가

기로했다

서구는 공원 도로변으로 이주해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노점상인들에

겐 추가적인 행정처분(과태료)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상인들이

옮겨간노점시장이제대로자리잡을수있

도록 주민대표 노점상인 시장전문가 시

민단체 공무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팀

을꾸려활성화대책을수립하기로했다

노점상인과이용객불편이없도록서구

는상무시민공원주변에간이화장실을확

충하고수도및전기시설도설치하기로했

다 무질서한 시장 형성을 막기 위해 노점

상인 1인당 점용면적 기준도 협의를 통해

마련중이다

임우진 서구청장 김판호 상무금요시장

비대위원장 박춘수상무금요시장대책위

원장등 3자는 31일오전 10시30분서구청

에서 이날 합의한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

서에서명하는행사를열예정이다

그러나일부노점상인들은시장이주합

의에반발하고있어갈등이완전히수습될

지는미지수다 상무지구치평동성당주변

인도에는 지난 1996년부터 매주 금요일이

면 노점상인들이 좌판을 펴왔다 10여명

안팎의상인들이곡물 과일 생선등농산

물위주로장사를해오다가수년전부터는

노점상인 숫자가 250여명에 이르렀고 품

목도 다양해지면서 보행자 통행 불편 교

통체증 인근점포피해호소등각종민원

이야기됐다 김형호기자 khh@

서구금요시장 상무시민공원으로옮긴다

서구청노점상대책위주민대표 오늘 상생협약식

조선대총장선거가오는 9월 20일 치

러진다

30일 조선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열고오는 9월 20일께선거를치

르기로 하고 다음달 5일까지 후보 공모

를 받기로 했다 세부 선거 관리 규정은

조만간 열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서확정할예정이다

조선대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방

식과참여비율을놓고갈등을겪다최근

선출방안을최종확정한바있다

전남대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총

장 직간선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구

성원투표를거쳐총장선출방식을최종

확정키로한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총장선거내달 20일 실시

전남대는오늘선출방식확정

2019학년도 전문대 입시는 수시 모집

비중이 85%이상으로확대된다

30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

대교협)가 발표한 2019학년도 전문대

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따르면 2019학

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 비중이 확대될

계획이다 전문대 수시 모집 비중은 ▲

2017학년도 847% ▲2018학년도 851%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19년에는 더

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019학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 원서는

2018년 9월10일28일(1차) 2018년 11

월620일(2차)에 정시 모집 원서는

2018년 12월29일2019년 1월11일까지

받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2019년도 전문대입시

수시로 85% 이상뽑는다

2004년 32만명서 2016년 23만명으로

광주 중학생 5년만에 1만7000명 감소

교원여초뚜렷  광주 70%전남 58%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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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광 주 소나기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소나기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1927

2127

2127

2128

1727

1928

1928

1826

1827

1726

1928

1927

2026

1925

1925

2125

1926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가을을재촉하는비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 남서서
먼바다 서북서 3050 남서서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 남서서
먼바다(동) 서북서 3040 남서서

파고()
2040
3040
2030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서북서 3040 남서서 2040

�물때

목포
0130 0647
1334 1853

여수
0827 0220
2052 1425

밀물 썰물

�주간날씨

9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 � � � � � �
2229 2328 2328 2329 2331 2230 2229

시국선언 참여 전력 등을 이유로 광

주전남교사들이훈포장 대상에서제

외된것으로전해졌다

<훈포장자명단22면>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은훈포장대상자100명을선정해교육

부에추천했으나이중 6명이배제됐다

포상대상자에서빠진 6명가운데 5명

은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서명운동등

시국선언에동참한교사들로알려졌다

전남교육청도 애초 교육부에 추천했

던 훈포장 대상자 19명이 배제되면서

훈포장 대상자및대통령국무총리표

창자는 280명으로파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시국선언 교사 6명

퇴직교원훈포장서제외전남도는 가뭄적조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43억원을

긴급투입하기로했다

전남도는 30일 김갑섭행정부지사주재

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를갖고가뭄및적조피해방지대책추진

상황을점검했다

전남도는이자리에서가뭄상황이관심

에서주의단계로진입한신안 무안 해남

장흥 영광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복

구추진상황을보고받고도예비비와특별

교부세 등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긴급 투

입키로했다 전남도는앞서적조주의보가

발효된 여수장흥간 전 해역에 예산 25

억원을 긴급 배정해 적조 방제에 나섰고

적조예찰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키로 했

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뭄적조 68억 투입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발표

광주전남유초중등학교학생수추이(단위명)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광주 전남

324661

289808

259240

235483

313114

277695
284548

273058

253447

230207

광주전남연도별교원성별추이(단위%) 남 여

광주 전남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430
384

347 316 298

702
684

653
616

570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520

485 460
434

415

585
566

540
515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