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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 딸이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19일 전격 사임

했다

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

이프대학설립에반대하며이대학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한지 83일 설립 계획이 철

회되면서총장사퇴를본격적으로 요구한

지 77일만이다 이날 대학본관앞에서펼

쳐진 시위에는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

했다 이대 교수들이집회를연것은 1886

년개교이래처음있는일로알려졌다

최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을 알

리면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으로

시작된 이번 학내 사태로 인해 구성원들

이더는분열의길에서지않고다시화합

과 신뢰로 아름다운 이화 정신을 이어가

자는 취지에서 오늘 총장직 사임을 결정

하게됐다고이유를설명했다 연합뉴스

이화여대특혜논란 최경희총장사임
고흥축협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의판단이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

사김형연)는지난해 3월고흥축협조합

장 선거에서 17표 차이로 낙선한 김모

씨가고흥축협을상대로제기한당선무

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장 신모씨의 당

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

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축산업을경영

하지않아조합원자격을잃은 1811명이

투표했는데 이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

며 특히두후보의득표차이가 17표에

불과한점을고려하면이번선거에법령

과 정관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

니라선거의기본이념인공정을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

다 할 수 있어 조합장 당선 결정은 당연

무효다고판시했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

전남대 20대 총장선거에나설 최종 후

보 3인이 20일결정된다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

회는 20일오후 3시부터전남대용지관컨

벤션홀에서 5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책평가를진행한다 정책평가대상

자는기호순으로정성창(59경영학부) 윤

성석(59정치외교학과) 허민(55지구환

경과학부) 이병택(59신소재공학부) 정

병석(58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다

이들은 이날 교수(166명)직원(19명)

조교(3명)학생(3명) 등 191명으로구성된

평가단앞에서프레젠테이션을통해자신

들의정책을밝히고평가를받는다

선정관리위원회는 이후 압축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평가단을 제외한

1800여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현장평가

(25일)를거쳐총장임용후보자 2명을최종

선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총장선거

오늘최종 3인 결정

법원 고흥축협조합장당선무효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일부 학과에 대

한인기가식을줄모른다 간호학과응급

구조과물리치료과 등 일부 학과에 지원

자가몰리면서경쟁률이치솟았다

수험생 선호 보건계열 몰려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9일내놓은 2017

학년도 전문대 수시 1차 모집 결과에 따

르면 전국 134개 전문대의평균 경쟁률은

63대 1로 11만 3697명 모집에 71만 7853

명이 지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지원자는 전년도에 견줘 3만7226명이 늘

어났다 다만 경쟁률은수시모집인원확

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7대 1보다는

소폭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4개대학에서 3710명을뽑

는데 1만5413명이지원 평균42대 1의경

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9개 전문대학

이 6320명을 모집하는데 1만4270명의 지

원자가 응시원서를 내 평균 23대 1의 경

쟁률을기록했다

수험생선호도가높았던학과는취업에

유리한 보건계열 학과로 광주보건대 물

리치료과동강대응급구조과등은경쟁이

치열했다

광주보건대 물리치료과는 8명을 뽑는

정원내 전형에 196명이 지원 245대 1로

광주전남 전문대중 최고경쟁률을기록

했다 보건대 응급구조과도 17명을 모집

하는 데 314명이 몰려 185대 1을 기록했

고 치위생과도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

다 보건대는광주전남전문대경쟁률상

위 10개학과중 4개가포함됐다

동강대 응급구조과도 22명을 모집하는

데 239명이 원서를내 109대 1의높은경

쟁률을기록 경쟁률상위 10개 학과에포

함됐다

유턴족들 인기학과에 몰려경쟁

률이높은학과대부분은 4년제대학을다

니다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

족도많은것으로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

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2012

년2016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

문대학 유턴 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4

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에 입학한 학

생은올해까지 6412명으로집계됐다

올 들어 유턴 입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

한학과는▲간호학과▲물리치료과등으

로 이들 학과의 지난해 취업률은 81

84%에이른다

이런 추세는 광주전남도 확연했다 광

주보건대의경우올들어서만 14명이 4년

제 일반대학을 다니다 물리치료과치위

생과간호학과에 재입학했고 올해 조선

간호대(간호학과 4년제 32명) 동강대

( 6명) 등으로의 재입학도많았다 조선

이공대 생명환경화공과에도 올들어 37명

의 유턴족들이몰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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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동

파고()
05

0510
0510
102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북동 1015 북동동 1015

�물때

목포
0953 0448
2228 1729

여수
0521 1157
1755 

간조 만조

�주간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 � � � � � �
1621 1623 1420 1120 1120 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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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1523

1722

1523

1124

1323

1223

1024

1225

1122

1524

1124

1325

1324

1125

1620

1422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도심가을빛완연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43

해짐 1751
�� 2134

�� 1055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취업유리한보건계열지원쏠림여전

전문대수시 1차 모집광주 42대 1전남 23대 1

광주보건대물리치료과경쟁률 245대 1 최고

19일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본관앞집회에서이대교수들을비롯한참석자들이 특혜입학비리해명등을촉구하며행진하

고있다이대학최경희총장은이날학내분규와 최순실게이트 의혹등에대한책임을지고전격사임했다 연합뉴스

광주송정역을 가는데 가장불편한것

은 역 주변의 교통혼잡인 것으로 나타

났다주차공간의부족과연계대중교통

부족도불편사항으로꼽았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7월1일부터 사흘

간 광주송정역 이용객 546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광주송정역 이용객 설문조

사결과다

광주송정역은 2030대 젊은층이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399%로가장많이이용했고이어 30대

(227%)와 40대(152%) 50대(108%)

순이었다 이용객의 537%는 광주시민

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333%)과

학생(321%)이주를이뤘다

광주송정역을이용해 서울로가는응

답자가 364%로가장많았고 이어경기

(137%) 충남(95%) 전남(82%) 순이

었다 KTX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

족친지지인방문(399%)이 가장많았

으며출장등업무(258%)여행(16

1%) 순이었다

송정역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가

는데가장불편한사항으로는교통수

단이용정보부족(466%)을 지적했으며

연계 대중교통 수단 부족(221%) 

교통비과다(137%)등도 불편한사항으

로꼽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송정역 주변교통혼잡가장불편

광주시설문조사이용객 40%가 2030대

2017학년도전문대학수시모집(1차) 지역별현황 단위 명 p

지역
2017학년도 전년대비증감현황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지원인원 지원율

광주 3710 15413 42 903 09

전남 6320 14270 23 101 05

전국 113697 717853 63 ▲37226 04

2017학년도광주전남전문대주요학과수시모집(1차) 현황

학교 학과명 정원내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8 196 245

응급구조과 17 314 185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22 239 109

간호학과 100 825 83

조선이공대학교
자동차과㈜ 62 492 79

보건의료행정과㈜ 22 163 74

전남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43 248 58

자동차과 29 146 50

전남도립대학교
자동차과 29 159 55

소방안전관리과 29 122 42

교수 100여명개교이래첫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