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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는오는13일부터사흘간교내민

주마루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La

Boheme)을 4차례 공연한다 민주마루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하나로 전남대 오

케스트라 80여명 합창단 50여명 어린이

합창단 20명 등 170여 명이 출연한다 13

일 14일에는 오후 7시 30분 15일에는 오

후 3시 7시 30분두차례열린다

조선대는 최근 2017학년도 의치대 학

사편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명

을모집하는의대의경우모두 265명이지

원 716 대 1의경쟁률을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치과대학은총 24명모집에 210명

이지원 875 대 1의경쟁률을기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 교

육청대회의실에서중학교진학부장고교

입학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학년도고입전형기본계획및나이스기반

입진학시스템안내설명회를연다

교육단신

전남대 1315일 라보엠 공연

조선대 의대경쟁률 716대 1

전남교육청 13일 고입설명회

기초학력미달느는데예산줄인교육청

광주전남교육청이기초학력이미달되

는학생(학습부진아)들을위한예산을대

폭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

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

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한 경우를

의미하며진급해도수업을따라갈수없는

학력수준을뜻한다 특히광주전남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세인 점을 감

안하면교육정책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기초학력 예산 줄여의지 있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

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10일교육부에서

제출받아공개한 20132015년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집행액 분석자료에 따르

면 광주전남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관련사업비가크게줄었다

광주의경우감소세가확연하다광주교

육청은 지난 2013년만 해도 학생들의 기

초학력향상을위해정부의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을 포함해 58억4500만원을 투입

했지만 2014년에는 48억2900만원으로 10

억원 가량을 줄였다 급기야 지난해 16억

3100만원으로 무려 31억원을 축소했다

특히 55억6800만원(2013년)에 달했던 자

체 예산을 지난해 12억6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학생들의기초학력향상사업에대한

의지가없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

전남도비슷해지난 2014년 72억2500만

원에 달했던 관련 예산을 지난해 51억

8500만원으로 축소했다 정부의 교부금

감축 비율(2014년→2015년 5억9600만원

감소)에 견줘 자체예산 감소폭( 14억

4400만원감소)이컸다

기초학력 미달 매년 느는데기초

학력미달학생들이감소한것도아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5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등급인중학생비율은 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63%)을 제외하고 가

장높다

학교 교육 과정 성취도가 20% 미만에

머물면서다음학년으로진학하기어려울

정도로 학력이 낮은 학생들 비율의 증가

세도 두드러진다 ▲2013년 41% ▲2014

년 58% ▲2015년 61% 등 기초학력 미

달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20132014년 증가폭은

전국최고수준이다

고등학교도 심각하다 ▲2013년 33%

▲2014년 43% ▲2015년 52% 등으로

20142015년증가비율의경우전국 17개

시도중제주다음으로높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청이 올 해 주요업

무계획을 통해 밝힌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인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

템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대학생보조강사제등이현장에서

제대로먹혀들고있는지면밀한분석도필

요하다는지적이많다

전남 지역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학생들도 ▲2013년 41% ▲2014년 49%

▲2015년 51%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수치를감안하면기초학력향상사업

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대

로라면전남교육청이올해목표로한 기

초학력미달학생비율4%이하로감축구

상도실현될지미지수다

다만 전남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

급비율은지난해 62%로전년도(67%)에

견줘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가 대학생들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마련 운영

하는등적극적이다

동강대창업지원단은교내 원스톱창

업상담창구를 설치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보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알

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

면서상담창구를찾는발길이이어지고

있다 대학측은한달새상담창구를찾

은 사례가 13건에 이르면서 직접 방문

외에도전화나 e메일 SNS등을활용한

상담방안도마련중이다

대학측은 창업지원제도를 비롯 창업

적성검사 창업절차 등 기본적인 상담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 사업

계획서 작성 법률회계세무 상담 등

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성공창업기업 대표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에도공을들이고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 박경우 실장은

창업 초보자들에게 꿈을 이루는 희망

창구가될수있도록적극도울것이라

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남부대학생들이지난달운암시장활성화를위해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마련한시식회 남부대제공

지역대학들이전통시장활성화에힘을

보태고 있다 남부대는 운암시장 활성화

를 위해 팔을 걷었고 호남대는 발길이 이

어지는월곡시장만들기에나서고있다

남부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간 운암

시장을 알리는 홍보영상 제작편집을 비

롯 지역민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기

메뉴 개발 등에 적극적이다 간호식품영

양호텔조리한방제약개발IT디자인

음악향장미용학과등 7개학과학생들이

참여하고있으며인접한광주기아챔피언

스필드를활용프로야구관람객을사로잡

을 야구고객용 간식도시락을 구상중이

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이들은지난달고객들입맛에맞는상품

을선정하기위해경옥고떡갈비헛개넣

은치킨등자체개발한메뉴에대한시식

회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마련했다 메

뉴 개발에는 호텔조리한방제약식품영

양학과학생들이참여했다

호남대도 호감가는 시장 남다른 시장

이라는슬로건을내걸고 2년째광산구월

곡시장 살리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월곡시장 토요축제는 대학생시장 상인

교수등이참여하고도자기체험 3D 프린

팅체험 패션페인팅체험등다양한체험

프로그램을마련하면서시장활성화를위

한성공적행사로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

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국 고등학교가 올 해 가장 많이 정

정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은 창의적 체

험활동인것으로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

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10일 교육부에

서제출받은 최근 4년간고교학생부정

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학생부정

정 횟수는 9월 기준 28만4548건으로 나

타났다정정횟수는▲2013년 25만1495

건▲2014년 27만8985건▲2015년 29만

6170건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광주전

남의 경우 ▲2013년 광주 9754건 전남

9976건 ▲2014년 광주 9877건 전남

10165건 ▲2015년 광주 8332건 전남

10660건 ▲2016년 9월 기준 광주 5268

건전남 5389건이었다

전국고교에서올해기준으로가장많

이 정정된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7만

9409건)이었다 또 봉사활동(5만1174

건) 교과학습발달상황(2만8757건) 세

부능력및특기사항(2만8515건) 행동특

성및종합의견(2만6957건) 등의순이었

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동강대산학협력관에마련된 원스톱창업상담창구에서 창업 관련정보를제공받

고있는대학생들 동강대제공

동강대알토란창업정보입소문

원스톱창업상담창구 운영

학생부 정정최다항목은창의적체험활동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등의 영향으로 전남대를 비롯 전

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평

균경쟁률이상승했다

1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

국 25개대학의로스쿨원서접수를마감

한결과평균경쟁률이 484대 1을기록

했다

전남대의경우 125명을뽑는데 585명

이지원 488대 1의경쟁률을보였다지

난해경쟁률은 481대 1이었다

서강대는 전체 40명 모집(가군 21명

나군 19명)에 421명이지원하여 1053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원광대 937

대 1 영남대및동아대각각 716대 1 등

의 순이었다 한양대는 100명 모집에

535명이 지원해 535대 1 성균관대는

120명 모집에 427명이 지원하여 356대

1의경쟁률을기록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측은 사법고시폐

지 예정에 따른 사시 수험생들의 유입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로스쿨의 인기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

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로스쿨경쟁률 488대 1

전통시장지킴이나선대학생들

남부대운암시장홍보영상제작호남대월곡시장토요축제

2013 2014 2015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특교 자체 계

광주 277 5568 5845 439 4390 4829 425 1206 1631

전남 2400 2075 4475 1908 5317 7225 1312 3873 5185

자료오영훈 의원실

광주전남기초학력보장사업집행액
(단위백만원)

광주전남미달률해마다증가

자체예산오히려수십억축소

학력신장의지있나 비난

2013 2014 2015

기초학력미달중학생비율

(단위% 교육부제공)

전남 41
49 51

광주 41
58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