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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역 고교

생들에게도움이되는자기소개서특강컨

설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 입시

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되면서 수험

생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

개서의중요성도커지고있는실정이다

10일여수시에따르면센터는오는 16일

오후 2시 여수시 학동 1청사 내 여수문화

홀에서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수시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개최한다

이날 특강은 장우영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대표 강사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자

기소개서작성전략을주제로강연할예정

이다

특히 강연 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다양한궁금증을풀어준다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는 또 오는 23

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 고3학생

을위한자기소개서컨설팅을실시한다

자기소개서컨설팅은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한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를 일대일

상담 방식으로 알려주며상담횟수는 학생

1인당 2회 1회당시간은 50분이내로이뤄

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6일까지 여수

시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

gokr)에접속해개별신청하면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고있는진학컨설팅 1차와 2차 미참

여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문의 061

6595219

여수행복교육지원 센터는 아울러 8월말

까지 관내 고등학교 학생 331명을 대상으

로맞춤형진학컨설팅을진행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고교생 자기소개서

작성요령배우세요

여수행복교육지원센터 16일 특강

갈 곳이 널렸네

핫한여수
놀곳이넘치네

여수는 요즘 핫하다 해상케이블카와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를 배경으로 한 SNS 사진을

올리는 게 젊은층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힐

정도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젊은

층의관심도집중되고있다

볼만한 곳도 넘쳐난다 이곳을 안 가봤으면

여수 들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대표적 관광

포인트가적지않다

이섬안가봤으면말을마오

우선 365개 섬 중 꼭 들러야할 섬으로 하화

도낭도손죽도가 꼽힌다 이들 섬은 행정자치

부가올여름휴가철 찾고싶은섬 33곳에올렸

다

하화도(下花島면적 056)는 영화 꽃섬(감

독 송일곤)의 촬영지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모든상처와슬픔불행을잊게해주는땅이라

고했다 동백꽃흰꽃잎이신선보다더돋보인

다는 선모초(仙母草구절초) 진달래 등 꽃이

발디딜틈없이섬을덮고있다고꽃섬(花島)으

로불리운다

백야도를 거쳐 하화도 서북쪽으로 1 떨어

진 곳에 위치한 상화도(上花島면적 073)가

웃꽃섬이라면 하화도는 아래꽃섬이라고 불린

다 행자부는 하화도를 여름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섬으로꼽았다

낭도는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바닷길이 열

리는 섬이다 사도앞화정면 낭도(狼島면적 5

60)는 쉴섬으로선정됐다해안선만195km

로 2개의해수욕장이있어연간1000여명이찾

고있다지난 2003년천연기념물제434호로지

정된 공룡발자국 화석이 낭도에서만 962점 발

견됐다 낭도 상산 봉화대 등대 조개더미 하

당목등은사진촬영포인트다

손죽도(28)는 여수에서 83떨어진 섬으

로 모래가무척곱고물살이잔잔한 손죽해수

욕장이 유명하다 한참을 들어가도 물이 허리

춤밖에 차지 않아 아이들 물놀이 해수욕장으

로더할나위없이좋다잔잔한바다는바닥이

보일정도로맑고깨끗하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가 손죽도에 침입했을

당시녹도만호로 있다 손죽도 해전에출전 싸

우다 전사한 이대원 장군을 기리는 사당도 볼

수 있다 섬 이름도 이 장군을 기리며 손대(損

大)도로불리기도한다 손대도라는말은이순

신 장군이 지었다고 한다 이대원 장군이왜구

와의교전끝에전사하자 이순신장군이 국가

적큰손실이라며 이같은 명칭을 지었다는얘

기도전해진다

3년동안입소문난관광지12곳

SKT가 20142016년 3년간 Tmap (78월

여행관련 관광지문화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목적지검색량 94만 9135건)분석결과 최종

목적지로 가장 많이 검색된 광주전남 관광지

20위 안에 여수 관광지 12곳이 포함됐다 여수

오동도를비롯 아쿠아플라넷여수 해상케이블

카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돌산공원 이순신광

장 해양레일바이크 진남관 여수수산시장 향

일암등10곳은관광지다나머지2곳은게장집

여수관광에서빼놓을수없는핫플레이스

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순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도많다 최근에는야간유람선관람 이층버

스시티투어등도더해지면서젊은층의선호도

도급상승하고있다

해수욕장도많네

여수해수욕장도 잇따라 개장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만성리검은모래해수욕장을 비롯 돌산

방죽포 삼산면거문도 화양면 장등 남면 안도

해수욕장 5개 해수욕장과 돌산 무술목 오천동

모사금웅천등3곳의피서지가8일부터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8곳을 다녀간 피서객만 29만명이 넘

는다 여수시는 35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고

구명보트(6대) 수상오토바이 5대 등 인명구조

장비를갖췄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름휴가철놓치면후회할여수대표관광지

Tmap 최종 목적지검색광주전남관광지 20곳 중 12곳 포함

밤바다낭만포차추억만들고 꽃섬 하화도놀섬 낭도서힐링

여수밤바다

만성리해수욕장

해상케이블카

해양레
일바이

크

진남관

낭만포
차

오동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