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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저지르는교권침해사례가여

전하다 폭언을 퍼붓고 욕설을 내뱉으며

성희롱성발언도서슴지않는것으로조사

됐다 그나마학생학부모대상연수힐링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나

아지고는 있지만 선생님이란 단어의 무게

감을느끼기엔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교권보호지원센

터를 통해 접수된 지난해 광주지역 교권

침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93건이 접수돼

전년도(136건)에비해감소했다고밝혔다

다만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 사례는 5건

으로 전년도(1건)보다 늘어났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학생이선생님에게욕설을하거나폭언

을내뱉는경우가 65건(2015년 82건)에달

했고수업진행방해 17건( 27건) 성희롱

1건( 2건) 등으로조사됐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침해사례는▲2012년 490건(학

부모에 의한 침해 13건) ▲2013년 253건

( 1건) ▲2014년 264건(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도지난해교권침해사례

를 90건(2015년 99건)으로집계했다 학생

이 교사를 때리는 사건(3건)이 전년도(1

건)보다늘었고수업방해(25건) 사례도전

년도(12건)에 견줘 증가했지만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전년도보다 줄었

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교권 침해 사례

는▲2012년 116건 ▲2013년 98건 ▲2014

년 89건▲2015년 99건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2016

년교권회복및교직상담활동실적보고서

도지역별교권침해상담사례를들여다볼

수 있다 지난해 접수된 광주전남 교권침

해 상담사례 건수는 24건(광주 11건전남

13건)으로집계됐다 전년도(광주 5건전남

15건)에 비해 광주가 늘어났다 광주는 학

부모에 의한 피해 상담(6건)이 전년도(1건)

보다 늘었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5건)도전년(4건)보다증가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다양하게진행되고있는점은긍정적이다

광주교육청은교권보호지원강사단을꾸

려교사뿐아니라학생 학부모까지포함하

는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 교권침해를 예

방에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전남교육청도 교사 직무스트레스를 덜

어주기 위한 힐링 연수를 매년 2차례씩

실시하는 한편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공을들이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도내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

발적으로발생하면서도내상당수축산농

가들이 병아리나 새끼 오리를 입식하지

못하면서울상을짓고있다

전남도내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해남

군 산이면 산란계농장에서 시작된 AI는

올들어 3월 29일 장흥 육용오리 농가까지

23주에서최장41일까지간격을두고축

산농가들을공포에시달리게하고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6

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H5N6형이 20

건 41일 후인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H5N8형이 16건이각각발생했다 종류를

달리하며 AI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입

식을 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수 백여 곳에

달하고있어생계난도우려되고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한 후

25개방역대를지정했으며 이가운데 1월

10일 이전 발생한 14개 방역대는 해제하

고 2월 11일 이후 발생한 11개 방역대는

현재도운영중이다

11개방역대에포함된해남 강진 무안

장흥 나주 곡성등 5개시군의 359개농

장은닭오리입식이금지돼있는상태다

여기에 AI가 발생한 36개소와 예방적 살

처분 80개소중상당수도입식이안돼농

장이텅비어있다 다만해제된 14개 방역

대에포함된 161개 농가는 입식해가동중

이다

예방적살처분이진행된 80개소가운데

이동제한이해제된농가의경우전남도가

자체입식시험을거쳐입식금지를해제해

주고있다 AI가 발생한 36개소는검역본

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1곳이현재입식시험중이다

재입식을 하려면 닭을 3주일간 키우며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입식시험을 한

뒤분변채혈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

다

전남도에서는 10개 시군 36건의 AI가

발생해 116농가 213만8000마리가 살처분

된 바 있다 육용오리가 24건으로 67%를

차지하고있으며종오리10건(28%) 산란

계 2건(5%) 등이그뒤를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예방적살처분을포함 AI로 피해

를 본 전국 642개 농장 가운데 병아리나

닭을 다시 들여와 키우는 재입식 농가는

단한곳도없다

AI예방통제센터 관계자는 재입식을

하려면 외부 출입을 차단할 울타리 축사

로 들어가기 전 소독을 하거나 방역복을

갈아입는 전실 야생조류 침입을 막을 그

물망등을갖춰야하는데 이런기준을만

족하는농장이많지않다고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봄도왔는데텅빈닭오리농장

AI 공포여전전남 359개 농장입식금지안풀려

전국피해농장재입식사례 0농가 생계난우려

광주시북구와대한미용사회북구지회 대한네일미용업광주지회 한국피부미용사회광주지회는 11일북구청광장에서열린 북구어느멋진

날 행사에온시민들에게헤어드라이네일아트 피부미용등뷰티체험을해주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동강대 간호학과에 남풍(男風)이 거

세다 2년전 금남(禁男) 지역으로꼽히

던학과에축구동아리가생기더니올해

만 신입생 13명이 들어왔다 26명의 폭

넓은선수층을확보해동아리축구대회

우승까지넘보겠다는말이나올정도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지난해 열린 광주

전남권 간호학과 축구대회에서 준우승

을했었다 동강대를비롯 광주전남대

학 간호학과 남학생들이늘어나면서축

구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동강대 뿐

아니라 동신대 광주대 송원대 등 9개

대학간호학과에축구동아리가만들어

진상태다

최의진(21) 축구동아리회장은 여학

생들이많은학과에서남학생들이즐겁

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한 의견

도 교환하고 많지 않은 같은 학과 선후

배 남자들끼리 운동도 할 수 있어 축구

동아리에대한호응이뜨겁다고했다

동강대 간호학과가 남자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웰컴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을 마련하는가 하면 여성들만의 공간

으로 인식되던 산부인과에서 현장 실습

을받는남학생들이어려움을느끼지않

도록 살피는 건 학교 교수들의 기본 업

무가됐다

성 역할을 구별하는 장벽이 옅어지면

서 나타난 변화라는 게 대학측 설명이

다

동강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지난해 남

자 신입생은 44명 2007년 처음으로 남

자 간호사 지망생 11명이 입학한 것에

견줘 4배이상늘었다 올해도간호학과

에는 38명의 남자 신입생이 들어왔다

동강대간호학과남자신입생은▲2009

년 21명 ▲2013년 24명 ▲2015년 44명

등으로증가세다

간호학과가 취업에 유리한 점도 작용

했다목포대법학과를나와간호조무사

로일하던신모(38)씨는올해초동강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유턴(uturn)족

(族)이다 신씨는 4년제 학사 학위보다

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전문대 문을 두드린 케이스다 동강대

간호학과취업률(2015년말 기준)은 91

2%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간호학과에축구동아리?

남학생늘며동강대광주대등잇따라생겨

어느멋진날미용체험

교육청보호정책효과교권침해줄었다

교권보호힐링 연수등운영광주지난해 43건전남 9건 줄어

오늘의날씨

주의

높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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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먼바다 북서북 1020 남서서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파고()
0510
0515
0510
05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0808 0257
2020 1508

여수
0339 0949
1544 2212

간조 만조

�주간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 � � � � � �
518 821 1120 1024 1218 1020 1021

광 주 흐린뒤맑음

목 포 흐린뒤맑음

여 수 흐린뒤맑음

완 도 흐린뒤맑음

구 례 흐린뒤맑음

강 진 흐린뒤맑음

해 남 흐린뒤맑음

장 성 흐린뒤맑음

나 주 흐린뒤맑음

718

715

1018

918

618

718

616

616

617

618

1019

515

517

614

417

714

913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605

해짐 1902
�� 1958

�� 0646

외투챙기세요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 일부지역에 황사현상이

나타나겠다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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