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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구토 복통

설사등을호소하는노로바이러스장염환

자가광주에서급증하고있다

지난 30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관

내병원입내원설사환자가검물분석 결

과에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7%였던노

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이달 둘째주 17%

마지막주에는 32%로한달새 45배이상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지난해보다 12

주 빨라진 것으로 이같은 추세가 내년 2

월까지지속할것으로연구원은예상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장염

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이다 최근 5년간

국내노로바이러스식중독발생은연간평

균 40건으로이가운데 50%는 12월부터 2

월사이에집중됐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염

된 음식물 섭취 2448시간 후 설사와 구

토 복통 근육통등식중독증상이나타난

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지

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의 경우 심

한탈수증상을겪는다

서계원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

스는예방백신이없어손씻기등 개인위

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굴 등 어

패류는 85도에서 1분간충분히익혀먹고

과일과 채소류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최루액) 물

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 냈지

만 1심에서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

사는지난 30일홍모씨등 4명이국가와

구은수 전서울지방경찰청장등을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소로판결했다

한 판사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부

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한 판사는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

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증거가없다며이부분에대한

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하지 않았다

홍씨등은경찰이지하철종각역 2번

4번 출구를봉쇄한점도문제삼았지만

한판사는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다

이 밖에 일부 원고는 집회 현장에 있었

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

구가기각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

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

습과목과교습자임을알리는표지를부

탁해야한다

교육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

행규칙개정안을지난 30일부터시행했

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

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

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표지를붙여야한다 표지

는가로 297 세로 105크기로흰색

바탕에검은글씨로교육지원청신고번

호와교습과목을표시해야한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한

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쉽게훼손되지않아야한다

개정 규칙은 또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새로 규정했

다

연합뉴스

집에서과외해도출입문에과목표시해야

세월호집회물대포피해국가상대소송패소

광주노로바이러스유행장염 조심

11월 검출률 32%설사환자한달새 45배 늘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

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전국 1843개 고교와 3244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데다

학교의노력으로학생들실력이향상됐는

지여부를가늠할수있는 학교향상도와

보통학력이상(교육과정의50%이상이

해) 비율 학생들 현황도 구체적으로 들여

다볼수있어서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크다

는점에서시선이쏠린다

이 학교 열심히 가르쳤네교육부

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는 학교향상

도 평가가포함돼있다 학교향상도 평

가는올해학업성취도평가를본고2 중3

학생들이 23년전인중 3학년때와초등

6학년때치른학업성취도성적과비교해

얼마나성적이오르거나내렸는지를보기

위해도입한개념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학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현재 중 3 학생들의 경우

학교향상도평가지표가나오지않는다

개념만보면 학교가이만큼노력해학

생들의 성적이 여기까지 향상됐다는 지

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학부모

들입장에서도 내 자녀가다니는학교측

이얼마나열정적으로학생들을가르쳤을

까를 판단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교육계안팎의분석이다

눈에 띄는 학교는 석산고다 석산고의

경우 광주지역 고교 중 향상도가 가장 높

았다 국영수과목을모두더한종합향

상도가 20위권 밖이던 전년도와 달리 올

해는향상도가가장많이상승한 1순위학

교로꼽혔다

석산고다음으로서석고향상도가높았

다 서석고는지난해가장높았던학교다

문성고도 눈길을 끈다 문성고는 20위 밖

에머물던전년도에견줘크게상승올해

는 5번째로향상도가높은학교에이름을

올렸다

문성고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로 꼽히기도 했다 송원여

고는전년도와마찬가지로여고에서는향

상도가가장높은학교에꼽혔다

공사립 격차 언제쯤 줄까학업성

취도평가지표중 보통학력이상비율도

관심을가질만하다

전남지역 창평고 문태고 능주고는 국

어영어수학 3개 과목에서 학습 부진

아로 분류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자

가 전무했다 창평고와 능주고는 국어를

제외한 수학영어 과목에서는 응시생 전

원(100%)이 보통학력 이상을 기록했다

창평고는전년도에국영수모두보통학

력이상 100%를달성했었다

광주에서는 문성고(국어 971% 수학

98% 영어 991%)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가장높았다

숭덕고 사례도 눈길을 끈다 숭덕고는

지난해만해도광주에서유일하게응시생

전원(100%)이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에대한평가결과 보통학력이상을기록

했었다 하지만올해는상위 20위권내학

교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기초학력

미달등급(국어 03%수학 19%영어 1

1%)까지발생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

정 성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한 경

우를 의미하며 진급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없는학력수준을뜻한다숭덕고는지

난해까지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

대성여고는보통학력이상학생비율이

문성고 다음으로 높았고 여고에서는 가

장높았다 이외대광여고석산고살레시

오고등의순이었다

이른바 공저사고(公低私高) 경향은굳

어지는 모양새다 학교 향상도 지표로 보

면 20위권학교에이름을올린학교중공

립은 광주고광주제일고(이상 자율형 공

립고) 정도다 또보통학력이상학생비율

이 높은 학교에는 상일여고(자율형 공립

고)가 10위권에이름을올렸다

주목할 점은 또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매년 기초학력미달중학생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기초학력 향상 정책

이 겉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

년대비 05%포인트(2015년 52%→2016

년 47%) 감소했고 고교생도 전년(30%)

보다 05%포인트줄었다 17개시도교육

청중가장크게감소했다는게교육청분

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公低私高고착광주기초학력미달학생감소

교육부 전국 중교교 학업성취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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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파고()
1025
2030
1020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30

�물때

목포
0806 0248
2043 1529

여수
0329 1009
1613 2206

간조 만조

�주간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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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진 흐린뒤맑음

해 남 흐린뒤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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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체감온도 뚝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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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감기

자외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을일선학교에택배로배달 현장교사들

의반발을사고있다

지난 30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교육부가이날일부역사교사들에게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택배로 발송했

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부 학교정책

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장 금용

한을 발신자로 해 학교별 일부 교사들에

게배달된것으로전해졌다

교육부는동봉한A4 한장분량의글에

서 교과서를 현장에서 활용하실 선생님

들의의견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생각에

교과서 인쇄본을 별도로 전달해 드린다

며 미진한점이나수정이필요한점이있

으면웹공개누리집에의견제출을해달

라고당부했다

택배를 전달받은 교사들은 교육부 현

장검토 인원이 아니냐는 오해로 곤혹스

러워했던것으로알려졌다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교과서를 즉각 반품하고 해당

교사들에게사과할것을교육부에촉구했

다

광주지역역사교사들은이날중학교역

사 고교한국사국정교과서와관련 철기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23개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수

정등이필요하다는입장을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정교과서학교배달교사들반발

전교조교육부사과촉구광주교사들 23개분야 수정필요

광주 문성고전남창평고문태고능주고학력미달全無

향상도광주상위 20곳중공립고 3곳여고는송원여고최고

석산고 103 101 109 313

서석고 103 81 59 243

조대부고 85 47 65 197

광덕고 89 65 38 192

문성고 73 47 65 185

살레시오고 87 6 29 176

송원여고 72 73 29 174

대동고 78 41 45 164

고려고 64 59 41 164

진흥고 76 34 48 158

광주고 53 52 53 158

금호고 62 46 49 157

경신여고 67 67 07 141

대광여고 91 31 11 133

광주제일고 63 35 25 123

숭덕고 74 25 21 120

정광고 43 36 3 109

동아여고 52 26 31 109

동신여고 78 31 02 107

조대여고 56 41 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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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합계순위

문성고 971 98 991 2942

대성여고 977 93 995 2902

대광여고 986 923 992 2901

석산고 958 965 977 290

살레시오고 955 962 965 2882

서석고 957 957 963 2877

상일여고 993 892 978 2863

대동고 918 93 962 281

광덕고 927 919 952 2798

고려고 92 928 95 2798

수피아여고 945 895 953 2793

금호중앙여고 957 884 949 279

동아여고 947 868 958 2773

송원고 912 919 935 2766

송원여고 938 897 926 2761

동성고 885 898 966 2749

설월여고 93 862 956 2748

문정여고 949 843 954 2746

동신여고 94 876 928 2744

경신여고 939 886 916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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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합계순위

광주고교별(2년) 보통학력이상학생비율
보통학력이상은통상 100점만점에 50점이상단위%

2016광주고교(2년)과목별향상도순위
중3년에서고교배정뒤(입학)2학년성적향상도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