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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신입생이 치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표준점수평균이상위권을기록

한반면전남은하위권으로나타났다 국

공립학교보다는사립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학교학생들의성적이좋은현상도

여전했다

광주 모든 영역 표준점수 상위권

전남은 하위권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 수학 영어영역의 표준점수와 등급

을 바탕으로 한 2017학년도 수능 성적 분

석결과를 26일발표했다

광주는모든영역에서표준점수평균이

높게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평균

이1008점으로제주대구에이어전국에서

세번째로높았다 수학(가)영역은 1031점

수학(나)영역은 1022점 영어영역은 1005

점으로2위2위4위를각각기록했다

전남은 국어영역 표준점수 평균이 959

점으로전국 15위를차지했다 수학(가)는

918점(16위) 수학(나)는 977점(15위) 영

어는 947점(16위)으로나타났다

전국 17개시도중광주학생들의성적

이다른지역보다높았다 이는수년째이

어진현상이다

광주는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100% 수학

(가)는 122% 수학(나)는 149% 영어는

95%를 기록했다 모든 영역에서 전국 4

위 안에 포함된 성적이다 하지만 전남은

국어영역(67%) 수학 가(71%) 수학 나

(103%) 영어(58%)로낮게나타났다

광주는모든영역에서고르게상위권성

적을 기록한 반면 전남은 수학 나영역은

강세를 영어영역에선 약세를 보이는 등

편차가컸다

다만 광주는 표준점수 평균의 차이가

국어(577점)수학가(551점)수학나(52

2점)영어(588점)으로 영어영역을 제외

한 나머지 영역에서 전남보다 높았다 전

남은 국어(555점)수학 가(455점)수학

나(494점)영어(635점) 등이다 표준점

수평균차이가작다는것은학교간학력

차가크지않다는것을뜻한다

수학영어 여학생 강세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

시하는 수학 나형 영어영역에서 여학생

이 높았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

하는 수학 가형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표

준점수 평균이 같았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높다

는뜻이다

응시자 재학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보

면 졸업생(재수생)의 표준점수 평균이 모

든영역에서재학생보다높았다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

이높았다 학교 설립주체별로는모든영

역에서사립학교의표준점수평균이국공

립학교보다높았다

표준점수평균차이는국어가 50점 수

학가형이 53점 수학나형이 40점 영어

영역이 54점이었다 12등급비율도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높았고 89등급 비

율은모든영역에서사립학교가낮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국영수선전전영역전국상위권

전남은하위권수학나 강 영어국어는 약 편차 커

사립대도시재수생강세여전수학영어 女風거세

7개월 여 법인 이사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대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

견하는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에서보류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25일 조선대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인 10월23

일로결정을미뤘다

사분위원들은임시이사파견을두고의

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것

으로알려졌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

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권에 대한 구재단 측과 대학 구성원

간시각차이로법인이사회 구성을둘러

싼갈등이이어지고있다

구재단 측은 기존대로이사 9명(개방이

사 3명구재단 측 이사 3명교육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

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1980년대

학내민주화운동에참여했던졸업생들의

모임인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공익형이사제도입을주장하고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지난 6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시행된

수능에비해수학이다소어려웠던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9

월 모의평가 채점결과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 134점 수학 가형이 131점 수학

나형이 142점이었다고 26일밝혔다

2017학년도수능표준점수최고점은국

어영역이 139점 수학 가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7점이었다

국어영역은 최고점이 5점 내려갔지만

수학의 경우 가형과 나형이 각 1점과 5점

상승한셈이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

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어려우면평균이낮아져표준점수

최고점이올라가고시험이쉬우면반대로

표준점수최고점이내려간다

표준점수최고점을받은학생비율역시

030%로 지난해 수능(023%)이나 올해 6

월모의평가(014%)보다늘었다

이에비해수학은9월모의평가에서변별

력이 높은 이른바 킬러 문제가 승부처가

돼난도가다소높아진것으로풀이된다

1등급과 2등급이나뉘는등급구분표준

점수(1등급 커트라인) 역시 국어영역은

128점으로지난해수능(130점)보다 2점낮

아졌다 수학 가형은 125점 수학 나형은

133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각각 1점과 2

점 상승했다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영

역의경우등급만표기되는데원점수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은 539%인 2만

7695명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

사분위 조선대임시이사파견 보류

지난해수능성적분석해보니

9월 모평어려웠다

수학표준점수최고점상승

영어 1등급 전년보다줄어

전남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유

망산업(직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와올

해 교육부 공모사업(49억원)과 학과 개

편(38억원)매력적인 직업계고 프로그

램운영(74억원) 등을통해모두 161억원

의 예산을 확보한 뒤 이를 도내 특성화

고 직업교육 체제개편과 교육과정 혁신

사업에지원하고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골자

는기업학부모학생전문가등이지역

산업특성과 지자체 역점사업등을종합

적으로 검토해 유망 직업분야로 학과개

편을추진하는것이다

도교육청은학생과학부모들이만족하

는기업으로졸업생들을취업시킴으로써

고졸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는한편직업교육학생의비중을확대

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특성화고유망직종중심개편

내달 23일 결정키로

올해 추석연휴인 다음달 6일 새벽 광

주전남 지역에서 꽉 찬 한가위 보름달

을볼수있을것으로관측됐다 추석당

일인 4일은 왼쪽이 약간 찌그러진 달의

모습이예상되고있다

26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광주

의한가위보름달은추석당일인오는10

월4일오후 5시34분에뜬다 하지만 아

직 완전히 둥근 모습이 아니며 뜨고 난

뒤 점점 차올라 이틀 뒤인 6일 새벽 3시

40분에가장둥근보름달을볼수있다

4일 밤 9시 기준 보름달은 완전히 둥

근달의 979%로왼쪽약간찌그러진모

습을보이게된다

추석당일보름달이완전하지않은이

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

전하기때문에태양방향에서태양의정

반대까지가는데더많은시간이필요하

기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추석 당일 보름달

이오후 5시34분뜨기시작해다음날새

벽 5시34분에질것으로내다봤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올 추석 연

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월 2

일에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대체로맑은날씨가이어질것

으로예상된다고 26일예보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꽉 찬 보름달 추석 이틀뒤뜬다

광주시북구장애인복지회가마련한 추석맞이한마음나누기 행사가 26일북구장

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독거중증장애인

가정에전달할물품을포장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가위소외이웃과마음나눠요

내달 2일 비온후연휴 쾌청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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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먼바다 북북동 153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먼바다(동) 남동남 1530 북북동

파고()
1020
2030
0515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2030 서북서 2030

�물때

목포
1115 0605
2358 1852

여수
0621 0020
1923 1305

간조 만조

�주간날씨

28(목) 29(금) 30(토) 101(일) 2(월) 3(수) 4(목)

� � � � � � �
1826 1324 1426 1426 1823 1825 1424

광 주 흐리고비

목 포 흐리고비

여 수 흐리고비

완 도 흐리고비

구 례 흐리고비

강 진 흐리고비

해 남 흐리고비

장 성 흐리고비

나 주 흐리고비

2024

2125

2125

2226

1825

2126

2126

1924

2024

1925

2026

1824

1924

1923

1924

2022

2125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늦더위식히는가을비

흐리고 비 온 후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24

해짐 1822
�� 1237

�� 2304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교육청 161억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