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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고 3 남학생들의 키는 조금

컸는데몸무게는확늘었다 광주전남고

교생의고도비만율도크게증가했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16년 학생 건

강검사표본분석결과다

몸무게만 쑤욱광주 고 3 남학생들

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3 5년 전인

2011년(1732) 10년 전인 2005년(1744

) 등으로조사됐다 키는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자고 나면 커 있더라는

옛 어른들 말과는 사뭇 다르다는 말이 나

온다

광주 고 3 남학생의평균키는▲1995년

1710▲2000년 1730▲2006년 1746

로 정점을 찍고 ▲2013년 1730 ▲

2015년 1731 등으로 유지하는 추세다

전국고3남학생의평균키는1735였다

광주 고 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600 2011년(1611) 10년전인 2006

년(1613)보다 작아졌다 161는 넘을

수없는 벽으로 2008년(1617)이 최고

치였다

전남지역 고 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6 여학생은 1602였다

성장세가둔화된키와달리몸무게변화

는급격했다

광주 고 3 남학생의 지난해 평균 몸무게

는 709 전년도(671)보다 28 늘었

고 지난 1993년(630)에 견줘 79이나

뛰었다 70을넘어선것은올해가처음이

다 전남 고 3 남학생도 692으로전년도

(669)보다 늘어났다 전남 고 3 남학생

몸무게도20년동안가장무거운수치다

광주고 3 여학생평균몸무게는 560

로 2014년과같다 전남고 3 여학생은 58

2으로 565(2015년)였다

고도비만 학생 비율도 크게 늘었다 광

주고등학생중고도비만학생비율(36%)

은전년도(16%)보다두배이상늘어났고

전남도 고교생 고도비만 비율이 32%로

전년도(19%)보다배가까이증가했다

광주 초중학교 비만학생 비율도 초

(2015년 139%→2016년 156%) 중(2015

년 136%→2016년 142%)고(2015년 17%

→2016년 194%) 등으로각각늘어났다

20년 전 보다 먹을 거리가 많아졌지만

책상에앉아있는시간이늘고패스트푸드

등 식습관이 나빠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

혔다

식습관은 나빠지고교육부 조사 결

과 지난해 1주일에한번이상햄버거피

자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광주의

경우초등학생(631%) 중학생(782%) 고

교생(남자 841%) 등으로전년도(초등 61

9% 중등 756% 남자 고교생 815%)에

견줘 크게 늘었다 3년 전인 2012년(초등

507% 중등 637% 남자 고교생 662%)

에 비교해 월등히 높다 전남도 초중고

교생의패스트푸드섭취율이늘었다

지난해 1주일에 한번 이상 라면을 먹는

광주 중학생(889%) 고교생(789%) 비율

도 전년도(중등 878% 고등 759%)보다

높아졌다 전남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1

주일에한번이상라면먹는비율(808%)

이전년도보다높았다

광주전남에서는 아침식사를 거른다

는 초등학생(광주 48% 전남 57%)이 전

년도(광주 37% 전남 47%)보다 많아졌

다 광주 남여 고교생 채소 섭취율(남자

188% 여자 223%)은 전년도(남자 22

2% 여자 206%)보다많아졌다

제대로못자고게임량은늘고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게임 등을 즐기는 학

생비율도늘었다

광주의 경우 초등학생은 전년도 155%

에서 183%로 고교생은 165%에서 20

6%로 늘었다 전남도 초등학생은 201%

고교생 190%로전년도(초등 156% 고등

177%)에견줘증가했다

수면 시간도 줄었다 하루 6시간 미만

잔다는전남고교생은 2015년 447%에서

지난해 460%로 늘었고 광주도 441%

(2015년)에서 471%로늘었다

최근 1년간 따돌림을 경험해본 비율을

묻는 조사에서는 광주전남 모두 중학교

는감소했다전남지역고등학교도따돌림

경험비율이크게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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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 자녀를둔학부모들은교육청대

학입시설명회가언제열리는지촉각을

곤두세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고급 대입 관련 정보를 들

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

근공개된수도권 10개대학의고교유형

별지역별소득계층별 합격자 선발 결

과 영어 듣기평가 전환에 따른 학교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관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에선대입전략정보를얻

기가 쉽지 않아 교육청 입시 설명회가

고마울따름이라는학부모들도많다

2018학년도 대입 입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입 설명회가 광주전남에서

잇따라 열린다 대학별 설명회 뿐 아니

라교육청주관대규모설명회도잡혀있

다 대학 진학과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

기위한자리라는점에서학부모들의관

심이쏠린다

서강대가 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여는입학전형설명회는첫대학별

설명회자리로 서강대의 2018학년도전

형별 모집인원 및 수능 최저기준 등급

적용여부등을파악할수있다

전남에서는 EBS가 마련한 입시 전략

설명회가 8일부터이틀간목포여수순

천에서열린다 EBS는 8일여수고(오전

10시)와순천고(오후 3시)에서수능대비

학습전략및EBS 활용방안을안내하고

9일 목포고(오후 3시)를 찾아 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19일에는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수도권 16개대학의전형일정을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설명회가 잡혀있다 광

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리는 설명회에는

16개대학입학관계자들이▲서강대성

균관대아주대인하대 ▲연세대서울

시립대동국대숭실대 ▲고려한국외

대국민대단국대 ▲서울대한양대

가톨릭대광운대등으로나뉘어전년도

수능 성적 합격선과 서류 전형시 주요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등을 전해줄 것으

로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의 수시모집을 겨냥한

대학입시 박람회도 5월 27일(목포 영흥

고) 28일(순천여고) 열린다 수도권을

비롯 전국 40여개 대학의 전형 방법을

파악할수있는자리다

육해공사 경찰대 과학기술대 등

특수대학 입시설명회는 6월 21일 예정

돼 있다 6월 27일에는 6월 모의평가를

통한 수시 지원전략을 알려주는 설명회

도계획됐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전국 100여개 대

학이 참여하는 광주 대학입시 박람회

는 오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열린다

한편 광주교육청은온라인상담코너

인 빛고을 꿈트리 진로진학 상담란을

네이버 밴드에 오픈하는 한편 100여명

의전문교사들로이뤄진 진로진학지원

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교육

청도 최근 대입현장지원단 발대식을 갖

고대입지원활동에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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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서강대입학전형

오전 10시여수고

전남도교육청EBS대입설명회오후3시순천고

오후3시목포고

오후3시4시40분중강당 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

오후5시6시30분중강당 고려한국외대국민대단국대

오후5시6시30분대강당 서울대한양대가톨릭대광운대

오후 1시광주교육연수원
호남권대입설명회

(전남조선대 전북대등 10여개대학)

목포영흥고
전남대입(수시) 박람회(40여개대학)

오후 1시광주교육연수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대학입시박람회

(100여개대학참여)

광주교육정보원 6월모의평가결과수시지원전략

광주교육정보원
육해공사 경찰대 등 특수대학 입시

설명회

순천여고

4월 8일

4월 9일

5월 26일

5월 27일

4월 19일

7월 22

23일

6월 27일

6월 21일

5월 28일

학부모특강

광주전남 대입 설명회 일정

원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 찾아간다

대학교수들을중심으로대통령선거후

보들을 상대로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한 개

선을촉구하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회장 김영

철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

난 31일 서울여의도한국장애인개발원에

서기자회견을열고대선후보들에게교육

적폐 청산 및 새로운 대학 교육정책의 추

진을제안했다

이날 대선후보에게바라는고등교육정

책제안 기자회견에는한국사립대학교수

연합회도 함께 참여해 현 정부 교육 정책

에대한시급한개선을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정책 당국은 자율화

와선진화를표방하면서대학자율성을질

식시켰고교육연구기능을후퇴시키는결

과를초래했다면서 막대한재정을무익

한 정책으로 탕진했을 뿐 대학 교육의 질

은더욱부실해졌다고비판했다

이들은공공성을상실한대학교육정책

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능과역할을조정하고장기적

으로국가교육위원회를설립하자고 제안

했다

교수회는 또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국공립대 연구 역량 강화 공영형 사립대

육성정책등의필요성을역설했다

교수회는 아울러 ▲국립대 총장선출방

식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것 ▲사

립대 비리에 대한 국가 감독기능 강화 등

도주문했다

한편 전국 17개 국공립대 대학생들도

같은 날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를 중

심으로기자회견을열고총장선출자율성

보장및 국립대법 제정등을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학 교육 개선 촉구 목소리 잇따라

국공립대교수학생회 제안

광주전남 고교생 고도비만 2배 급증

교육부 학생 건강 검사 분석

男고3 10년째 174 넘사벽

고교생절반 6시간도못잔다

광주교육청온라인상담네이버밴드

46월 설명회 잇따라 개최

방학을마치고학교로돌아온아이들이키를재보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 고3 평균 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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