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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사전예고

됐던올해서울지역공립초등학교교사선발인

원이 385명으로늘어난다 하지만광주는사전

예고했던대로교사선발(5명)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

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고 13일발표했다

사전 예고 인원보다는 280명 늘었지만 지난

해선발예고인원846명보다는절반이상인461

명(544%) 줄어든것이다 장애인교원선발인

원은사전예고한7명에서25명으로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선발 인원 증원을 위

해조희연교육감공약인교사학습연구제확

대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을 확대

했다

광주시교육청도최근애초교사선발인원 5

명에서 60명이 늘어난 65명으로증원해줄것

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교육부측이지역학생수감소등을이유로

증원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교

육청의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와 구

두 상으로 증원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

를 들었다면서 현재 상황에선 내년도 교사

선발 인원이 사전예고됐던 대로 갈 수밖에 없

는상황이라고말했다

한편전남도교육청은내년도교사선발인원

을 455명으로사전예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월호참사이후 안전이 화두다 하지만광주

전남에서 교통 사고 관련 안전정책은 뒷걸음치고

있다 특히어린생명을빼앗고 한가정을송두리째

불행하게하는어린이교통사고는오히려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

해서는광주시와전남도 광주전남교육청등이예

산을투입해서라도어린이집과유치원초등학교에

서 실습형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

도록해야한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

전담강사 늘리고 체험시설 이용은 필수조

승현(60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원장) 정부종합

청사 어린이집협의회장은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

한만큼 35세어린이들은최소 1회이상교통안전

교육관련체험시설을이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

조 회장은 다만 무료인 어린이교통공원은 매년

2월이면 예약이 조기마감되고 드라이빙스쿨은 시

설이 뛰어나고교육만족도도높지만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탓에일반사립어린이집에서부담을느끼

고있다면서 교육청이나자치단체에서재정적지

원으로모든어린이집이이들시설을최소 1년에한

차례라도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조 회장은또 광주시가어린이눈높이에서교통

안전교육을할수있는안전교육전담강사도늘렸으

면한다며 현재 1년에 44시간부과된의무안전교

육중교통관련교육이 12시간이나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예산 때문에 체험시설방문은커녕

일반교사들이교육을있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

노후한 어린이교통공원 개선돼야어린이교

통공원에서교육운영을맡고있는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장택수(44) 경사도 어린이들은

체험과 놀이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

우고대비할수있는능력을키운다는점에서체험

시설방문을필수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

장경사는특히 내년이면문을연지 20년이되는

어린이교통공원은시설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

어릴 때 교육이 중요부모도 함께 교육해야

광주시 산하 우치공원 내 드라이빙스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신명화(여36) (주)안전체험디자인

연구소장은 체험교육시설은 결국 교통사고 발생

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체험시설 이용은 필수라고 말

했다 신 소장은 36세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

는데 빨간색은멈추고파란색은지나가도된다는

간단한설명만듣고그대로따라하는것을보면어

렸을때인지가중요하다는사실을새삼느낀다면

서 버스에 갇혔을 때는 운전대에 있는 경적을 눌

러야한다 등각종사고사례에맞춘교육도반드시

병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어린이사고는결국어른책임죄의식가져야

신기주(44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

전교육 담당)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 문

제는 결국 어른들이라며 운전자들이 스쿨존 혹

은 주택가를 지날 때 조심해야한다고 알면서도 길

을잘알거나운전실력에자신이있다는생각에속

도를줄이지않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이어 주로도로사정에미숙한어린이들이사고

를 당하고 있다며 충분히 살피고 속도를 늦춰도

손해볼 건 없으니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년에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

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처럼 월

10만20만원수준에서묶인다

13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내년예산안에양육수

당의 지원단가는올해와 같게동결됐다 내년양육

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242억원보

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000명에

서 86만명으로감소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

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

(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

는월 10만원을각각지원받게된다

반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시행된맞춤형보육에따라보육료

로종일반은월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

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을 맞춤

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1

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

다 또 만35세는유아누리과정으로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집에서아이돌보면양육수당올린다더니

예산동결내년도월 1020만원

체험형교통안전교육

年 1회이상의무화해야
�������
어린생명을지키자

<하> 현장 전문가조언

지난 12일광주시우치공원내어린이교통교육체험시설인 드라이빙스쿨에서어린이들이전기차운전

자와경찰등으로역할을분담해교통안전교육을받고있다 교육을모두수료한아이들에게는어린이운

전면허증도발급해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놀이통한경각심대비능력신장

노후된어린이교통시설시설개선

어른들안전운전습관도선행돼야

서울초등교사선발 280명 증원

광주는사전예고 5명 그대로

제주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탈림

(TALIM)의 간접영향으로 14일 밤부터 남해안 일

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9일괌북서쪽 250지

점에서 발생한 태풍 탈림이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에서일본규수쪽으로북동진할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태풍 탈림은 반경 350의 강한 중형급으로 최

대 풍속이 초속 37m에 이르는강한 태풍으로 발달

한상태다 13일오후 3시현재태풍탈림은대만타

이페이동쪽 430부근해상에서시간당 9의속

도로북서진중이다

태풍은 14일오후 3시께중국상하이남남동쪽

470부근해상으로자리를옮겨남해안에간접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14일 밤부터 흑산도 홍도

거문도초도에 강풍예비특보를 내렸으며 남해서

부동쪽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풍량 예비특보

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15일 남해안 지역에서는 빗

방울이떨어질것으로내다봤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태풍탈림간접영향권남해안강풍예비특보

오늘의날씨

경고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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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북동

먼바다(동) 북동동 2030 북북동

파고()
0515
1540
1025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2030 북동동 2040

�물때

목포
0048 0752

1307 1841

여수
0856 0229

2221 1556

간조 만조

�주간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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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1927 1727 1727 1827 1828 1827

광 주 구름조금

목 포 구름조금

여 수 구름조금

완 도 구름조금

구 례 구름조금

강 진 구름조금

해 남 구름조금

장 성 구름조금

나 주 구름조금

1629

1728

1926

1827

1328

5127

1428

1227

1329

1325

1728

1428

1428

1527

1227

1924

1727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천고마비

고기압의영향으로맑겠고남해안을중심으로강하게바람이불

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14

해짐 1841
�� 

�� 1413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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