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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가 지난달 31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4년제

대학은 4일까지 전문대는 313일 1차

모집에 이어 2월 1014일 2차 모집 응

시원서를받는다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의 경우 전남대

학교는이번정시모집에서학부및치의

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을 통해

1433명(광주캠퍼스 1230명여수캠퍼스

203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 755명 나

군에서 678명을 뽑고 수시모집 미충원

에 따른 이월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최종 선발 인원은 지난달 30일 대학 홈

페이지에공고했다

전형요소는 일반 모집단위의 경우 수

능 100%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와

수능으로학생을선발한다 자연계열일

부모집단위는 수학가 영역점수에대

해 20%가산점을적용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

시한사람만이번정시모집에지원할수

있다 또모집단위에서정한대학수학능

력시험반영영역과동일한영역을응시

해야 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

별반영영역을확인해야한다

특히 체육교육과의 경우 2017학년도

부터 수학영역이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한국사의경우응시조건은되지

만점수반영은없다

합격자 발표는 가군의 경우 오는 12

일 나군은 26일에 각각 홈페이지를 통

해이뤄진다

조선대학교는 가군 674명(군사학과전

형 10명 포함) 나군 688명 등총 1362명

을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일반전형에서

수능 100%로 615명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100%로 31명 군사학과 전형에서

수능 80%+체력검정 10%+면접평가

10%로 남학생 10명 실기위주 일반전형

에서는수능 467%+실기 533%로 18명

등총674명을모집한다

나군에서는일반전형에서수능 100%

로 523명을 실기위주 일반전형에서는

수능과실기성적을반영해 165명총 688

명을모집한다나군에서는가군과동일

하게 수능 100%로 선발하나 사범대학

은 교직 인적성을 평가하는 면접평가

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

실기위주 일반전형에서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미술대학 체육대학 각 모

집단위(학과) 별로 수능과 실기 등을반

영하는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집요

강을잘살펴보고지원해야한다

합격자는오는 26일발표하며가군군

사학과는 2월2일발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에있는대학을졸업한취업자들이

학자금대출부담에허덕이면서저임금의

굴레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드러

났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

과 김혜교 전문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년 대졸자 직장이

동경로(GOMS) 원자료를 분석 광전 리

더스 인포에 광주지역 청년들의 취업실

태를발표했다

2013년 GOMS는 대학교 졸업자(49만

1765명)를모집단으로 2012년 8월과 2013

년 2월 대학졸업자 1만8160명을 18개월

후추적조사한것이다

분석결과광주소재대졸취업자 5명중

1명은 평균 1240만원 가량의 학자금대출

을 받고 있으며 상환해야할 대출금액도

평균 1111만원에달했다

광주 소재 대졸 취업자의 학자금 대출

경험 평균은 209%로 전국 평균 298%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자금 대출 금액은 전

국 평균(1243만원)과 비슷했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액은 전국 평균(1048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2015년 광주청년종합실태조

사당시청년부채규모(1054만원)를 감안

할때 광주지역대졸취업자를포함한청

년들은사회진출과함께부채를탕감해야

하는신세라는것을알수있다

광주지역직장소재지별첫일자리임금

은 146만원(남성 165만원 여성 134만원)

으로 전국평균 157만원(남성 174만원 여

성 146만원)보다 낮고 조사 당시 평균 임

금은 189만원(남성 223만원 여성 164만

원)으로 전국평균 199만원(남성 229만원

여성 171만원)에훨씬미치지못했다

고용형태는 859%가 정규직으로 전국

평균(763%)보다 높았고 직장 소재지별

고용형태도 840%가 정규직(전국 평균

763%)으로 정규직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역대학졸업자의현재직장소재

지는 광주(584%) 전남(145%) 그리고

서울(84%) 광주지역소재직장에취업한

대졸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는 광주(70

5%) 전남(126%) 전북(55%) 등의 순이

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대 1433명조선대 1362명 선발

정시모집오늘마감전문대 313일2월1014일

학자금 빚에허덕이는광주대졸취업자

전남지역국도변졸음쉼터 2곳에전기

차충전소가설치됐다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

에따르면한국전력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호남지역국도변졸음쉼터 2곳

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을시작했다

충전소가 설치된 곳은 호남지역 국도

중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분류되는 국도

2호선무안청호쉼터와국도 17호선여수

대포쉼터다

15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

전기이며 모든 차종의 충전이 가능하다

운영을 맡은 한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

하기전까지는무료로이용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안여수국도 2곳

전기차충전소설치

네팔 광주진료소가 세워진 디무와마

을엔 삐빨이라는보리수가있습니다 우

리나라로 보면 당산나무 같은 겁니다 삐

빨은 큰 그늘을 만들어 주민들의 쉼터가

됩니다 광주진료소도 이 삐빨처럼 지역

민들의편안한쉼터 에너지를얻을수있

는곳이되었으면합니다

네팔 광주진료소 개원을 앞둔 (사)희망

나무의 전성현(아이퍼스트 원장) 공동대

표는 네팔 진료소는 인권과 평화 나눔

과 연대라는 광주정신의 실천이라며

광주진료소가 네팔 의료 발전과 국제연

대의큰나무가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

다

아시아 광주진료소 제2호인 네팔 진료

소는다음달 26일 정식개원한다 이 진료

소 운영은 캄보디아 진료소 운영 경험이

있고광주정신의세계화에앞장서고있는

(사)희망나무가맡는다

진료소는 네팔 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안나푸르나 입

구의 파르밧(Parbat District)현 디무와

(Dimuwa) 마을에 건립됐다 파르밧현은

세계 트레커들에게 인기인 안나푸르나의

길목이자 14개 마을 인구 15만명이 오가

는 교통 요충지이다 하지만 이곳엔 의료

기관이라고는 군립병원 1곳뿐이다 주민

들은 2시간 이상 떨어진 인근지역으로 진

료를 받으러 가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엄

두도내지못하고있다

광주진료소는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

고 있는 이곳 주민들과 안나푸르나와 관

광도시포카라를찾는전세계의트레커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게된다

광주진료소 제2호 건립지로 네팔이 떠

오른 것은 지난해 4월이다 규모 78의 강

진으로 9000여명이사망하고주택 90여만

호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을 당시 광주

시가민간의료진 119소방대등을긴급구

호단으로 파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

를계기로 2015년유니버시아드대회에참

석한네팔선수돕기도이뤄졌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네팔 광주진료소

는 건평 70평주차장 40평의 2층 건물에

입주해있다 1층은관절염피부질환 고

혈압등주민들이많이 앓고있는 질환을

진료하는 진료실과 검사실 외래입원실

등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

파 심전도기 안과장비 치과장비 일반

내과및간단한외과장비 검사장비등최

신의료장비등을갖췄다

2층은네팔전통의료실(아유베다)과 게

스트하우스로 꾸며졌다 특히 인터넷과

전화 CCTV가 설치돼 국내에서도 실시

간으로현장상황을볼수있고 원격진료

도가능하다

진료소에는 현지 의사와 간호사 방사

선사 임상병리사 건물관리자 각 1명씩

채용돼 근무하고 광주 의료진은 매년

45차례현지의료봉사활동을펼칠계획

이다

광주진료소 개원에는 지역주민들의 호

응이큰힘이됐다주민들은마을유지 11

명으로 구성된 광주진료소 자치운영위원

회를구성해자잘한문제들을해결했다

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원조로병원을건립하고의료기술을발전

시켜지금은의료선진국이됐다며 광주

진료소가네팔의료기관자립의출발점이

됐으면한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 희망을쏜다

네팔에광주진료소여는희망나무

나눔의광주정신 국제연대큰나무되길

지난해11월 (사)희망나무전성현(왼쪽두번째)공동대표와현지의료진들이광주진료소가들어서는네팔파르밧현디무와마을에서

막바지개원준비를하고있다 희망나무제공

원격진료가능첨단장비갖춰

주민관광객에광주인술전파

광주일보후원내달 26일개원

5명중 1명 평균 1111만원73% 광주전남취업

오늘의날씨

높음

높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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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북동
먼바다 서북서 051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파고()
05

0510
05

0510

�바다날씨

먼바다(서) 서북서 1015 북서북 1015

�물때

목포
1104 0550
2340 1821

여수
0628 0035
1917 1300

간조 만조

�주간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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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11 18 48 27 15 26

광 주 흐린뒤맑음

목 포 흐린뒤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흐린뒤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흐린뒤맑음

해 남 흐린뒤맑음

장 성 흐린뒤맑음

나 주 흐린뒤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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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겨울안개

아침까지 짙은 안개와 연무가 끼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41

해짐 1734
�� 1124

�� 2327

뇌졸중

감기

체감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