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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고등교육기관취업률현황(%)

서울 677 676

부산 665 667

대구 653 674

인천 703 707

광주 653 670

대전 685 682

울산 729 718

세종 641 657

경기 668 678

구분 2014년 2015년

강원 667 659

충북 653 657

충남 679 689

전북 658 660

전남 669 689

경북 668 670

제주 654 660

경남 666 675

총계 670 675

구분 2014년 2015년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선대가 최근 중앙도서관에 전시중인

2016년 최다 대출 20선<사진> 책들은

재학생들의선호도서를짐작할수있다는

점에서눈길을끈다 책은멀리한채 스마

트폰에만 몰두한다는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책을즐겨읽을까

16일 지난 한 해 조선대 중앙도서관을

이용했던대학생들의대출도서 1위는 스

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티나 실

리그259회)로 집계됐다 2010년 출간된

스탠퍼드대학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강

의를정리한자기계발서로 조선대가지난

해 독서골든벨대회 지정 도서로 선택하

면서학생들이즐겨찾는도서에꼽혔다

소설에대한인기는여전했다 조엔롤

링의 판타지소설 해리포터 시리즈(2위

208회) 오만과편견(제인오스틴8위) 등

이대출상위도서에이름을올리는등상

위권리스트를휩쓸었다 또 정글만리(조

정래11위) 구르미그린달빛(윤이수12

위) 제 3인류(베르나르 베르베르13위)

태백산맥(조정래14위) 황금신수 (나

한16위) 채식주의자(한강17위) 나미

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19

위) 안드로이드는전기양의꿈을꾸는가

(필립 K 딕20위) 등 소설 편식 현상이

두드러졌다 크로스(카이스트 정재승 교

수동양대 진중권 교수4위) 지적 대화

를위한넓고얕은지식(채사장6위) 등도

상위권 대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펴낸

2015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

르면조선대재학생 1명당대출도서는 50

권(2015년)으로 당시 전국 대학생 1명이

대출한도서는평균 74권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취업률 만년하위캠퍼스의한숨

취업률을 높이는 것 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된지오래다

대학들은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를 새로 만

들거나없애는가하면 수십개에달하는취창

업 강좌 취업 캠프 취업 동아리 지원 국가시

험 전용공부방 교직원 멘토링 평생지도교수

제 등 온갖 취업 정책을 내놓으며 취업률을 끌

어올리는데사활을걸고있다 대학은 취업사

관학교 기능인 양성소로 학생은 예비직장

인으로 교수는 기능적 지식인으로 전락했다

는말이나올정도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청년층(15

29세)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치솟는데다 취업률을 대학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분위기도한몫을하면서대학들의취업우

선주의는당연하게받아들여지는게현실이다

그렇다면지난해대학들의취업률높이기작

전은얼마나성공했을까 취업한파속광주전

남대학생들은얼마나취업에성공했을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고등교

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 는광주전남지역고

등교육기관취업률을확인할수있다

교육부의 이번 통계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토

대로 2014년 8월 졸업자와 2015년 2월 졸업자

전체를조사한것이다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하위권교육

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취업통계에 따른 광주 지역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670%다 전남은689%로전년도(66

9%)보다 20%포인트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의미한다

광주의경우전국고등교육기관전체취업률

(675%)보다낮고지역별로는 17개시도중 11

번째다 부산(667%) 세종(657%) 강원(65

9%) 충북(657%) 전북(660%) 제주(660%)

등이광주보다낮다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전년도(653%)

에견줘 17%포인트증가했지만하위권을벗어

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광주지역 대학 취업률은 625%로 대구(59

6%) 충북(624%) 전북(607%)경남(622%)

제주(605%) 다음으로낮았고전문대취업률은

711%로 집계됐다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78

8%로 전년도(809%)에 비해 21%포인트 떨어

졌다

전남의 경우 대학 취업률은 659% 전문대

취업률은 703%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793%

였다

50%대 취업률 맴도는 전남지역 국립대

목포대 579% 순천대 566%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는 광주전남 대학

을비롯한전국대학전문대등의취업률을고

스란히확인할수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졸업자와

2015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취업률은 612%였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기

준 취업률(586%)보다 상승한데다 60%를 넘

어섰다는 점에서 대학측은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는분위기다

주요학과별취업률을살펴보면의학과

(926%) 간호학과(843%) 수의학과

(78%) 등이상대적으로강세를보였고경

영학부(686%) 경제학부(654%) 법학

과(464%) 국어국문학과(39%)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는

579%로 전년도(58%)보다 떨어졌고

순천대도 전년도(567%)보다 하락한

566%에 머무르는 등 50%대를 벗어

나지못하는상황이다

국립대 취업률의 경우 ▲강원대(본

교) 57% ▲경북대() 577% ▲경상대 55

1% ▲부산대 586% ▲전북대 558% ▲제주대

602%▲전남대여수캠퍼스 627%등이었다

조선대의 취업률은 589%로 집계됐다 조선

대도 2014년 말(577%)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

전히 60%대를밑돌고있는실정이다

전공별로는 군사학과(100%) 환경공학과

(70%) 간호학과(779%) 등의취업률이 70%를

넘었다 이외 경제학과(563%) 경영학부(62

3%) 경찰행정학과(478%) 정치외교학과(56

4%) 국어국문학과(565%) 문예창작학과

(50%) 영어영문학과(60%) 등의 취업률도 대

학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교육

대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취업률은 841%로

전년도(747%)에견줘크게상승했다

광주전남 지역 다른 대학들 취업률도 들여

다볼수있다

광주대의경우634%(2015년말기준)로 전년

도(604%)보다 높았다 ▲광주여대는 696%

(2014년 말 653%) ▲남부대 728%( 727%)

▲동신대 714%( 687%) ▲호남대 687%(

667%)로집계됐다

전문대학취업률도살펴볼수있다

2015년말기준으로광주보건대 749% 서영

대 726% 조선이공대 704% 전남도립대 68

8%등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 대학 취업률 보니

광주평균 625%전남 659%

전남대 612%조선대 589%

목포대순천대 50%대 못벗어나

의학간호수의학등강세여전

광주고등교육기관전국 11위

스무살에알았더라면좋았을것들

조선대최다대출 20선 1위해리포터등소설상위권휩쓸어

동강대간호학과학생들은책에그려진

인체뼈모형만으로전공수업을이해하기

가쉽지않았다 그나마만져볼수있는인

체모형교재도충분하지않았다 특정 부

위가사라진경우도발생했다

이대학간호학과소속학생들로꾸려진

닥터아나토미 동아리가 최근 대학 창업

보육센터주최로열린 대학생창업아카데

미 경진대회에 출품한 206 인체골격 모

형은 이같은 불편함을 덜고 수업 효과를

높여보자는취지에서착안한아이템이다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비롯 재활보건

과응급구조과임상병리과 등 보건계열

학생들 사이에 인체 뼈 모형에 대한 수요

가크다는점에서사업성이있다는판단을

내렸다 또 모둠별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모든학생이참여할수있도록 206개의인

체골격을조립조각으로만들었고조각들

사이에 마그네틱과 금속 볼 등으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아이템

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서 경진대회에서

금상을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간호학과를 비롯 12

개팀의창의성과독창성이돋보이는아이

템이 선보였다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10

초이내에사용할수있는자동심장충격기

아이템을선보여눈길을끌었고빅데이터

활용 골목 소규모 수퍼마켓들의 정보를

공유할수있는사이트에대한아이템에도

심사위원들의관심이쏠렸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김현철 창업지원

단장은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

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중소기업청과 창

원진흥원의 대학생창업아카데미지원사

업 대상자로 선정돼 2015년부터 광주와

전남북 일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흥미진진 학생들창업아이템

동강대경진대회 12개팀 경합206 인체골격모형 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