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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학생 1만명당사설학원수가 17472

개로전국 3위인것으로나타났다

학원밀집지역인동구는 29956곳으로서울강남

에이어전국 2번째로많았다

9일 전국지방자치단체통계정보사이트인내고

장알리미(LAIS)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및

지자체별학생과사설학원수현황자료를보면광

주는학생 1만명당사설학원수가 17412곳으로전

북(17934개)울산(17467개)에 이어 전국 17개 광

역시도중 3위를차지했다

광주학생수는▲2014년(22만481명) ▲2015년(21

만2632명) ▲지난해(20만2963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설학원 수는 ▲2014년(3497개) ▲2015년

(3535개) ▲지난해(3534개)로사실상요지부동이다

학생수 감소에도 학원이 줄지 않는 것은 공교육

을 불신하는 풍조와 사교육 몰입으로 빚어진 현상

으로풀이되고있다

반면 사설 학원수(12443개) 중위권을 기록한 전

남지역 학생 수는 ▲2014년(23만258명) ▲2015년

(22만2581명) ▲지난해(21만3135명)이며 사설학원

수도▲2014년(2853개) ▲2015년(2737개) ▲지난해

(2652개)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

광주지역 지자체별로는동구가 29956개로 압도

적으로많았다 서울강남(32261개)에이어전국두

번째로많다 이어▲서구23471개▲북구16246개

▲광산구14989개▲남구14325개등의순이다

전남에선여수가16744개로가장많은반면신안

은 3382개로가장적었다

사설학원이줄면학부모들의사교육비부담도덩

달아줄어들수있다는통계도나왔다

전남은 사설학원 수가 2737개(2015년)→2652개

(지난해)로전년대비 85개줄었는데 학생 1인당월

평균 사교육비도 16만5000원(2015년)→16만2000

원(지난해)으로감소했다

광주는같은기간 1곳 줄면서사교육비는 2년 연

속 22만8000원을기록했다 사설학원수증감추이

에따라사교육비부담도변동될수있다는것을보

여주는대목이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에

서학생수대비사설학원수가많다는것은상대적

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색도 있지만 공교육

이제역할을하고있는지도살펴봐야한다는의미

로 해석된다면서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공교

육보다높다는방증일수도있다고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생수줄어도광주학원은 불야성

1만명당 17412개 전국 3위

동구 서울 강남이어최다밀집

사교육비月평균 22만8000원

9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31사단 병영식당에서 일곡동 주민과

오감봉사단원들이장병 1800여명에게짜장면을나눠주고있다

오감봉사단은전국군부대를돌며짜장면을제공하는봉사단체다 김진수기자 jeans@

전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

난 8일발표한 지난달전국 17개시도교육청교육

행정평가에서전국 1위를차지했다고 9일밝혔다

리얼미터는지난 6월부터전국시도교육감직무

수행지지도를교육행정평가로바꿔공표하고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494%의 잘한다(교

육행정)는긍정평가로전국선두를차지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454%)전북도교육청(43

3%)광주시교육청(419%)서울시교육청(416%)

등의순이다

이번평가에서장만채교육감이현장중심의교육

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은

물론교육가족과소통해왔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히독서토론수업으로학생들의미래핵심역량

을기르고무지개학교운영기초기본학력향상특

성화고취업률증가등교육력향상에집중해왔다

리얼미터 7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

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

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IVR) 유선 임의전

화걸기(RDD) 방식으로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

p 응답률은 31%다 이종행기자 golee@

전남교육청 교육행정평가전국 1위

광주시교육청이사학재단비리내용을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를 재단에 넘긴 것으

로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용집(비례) 의

원은 9일 시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S

여고교육력제고비횡령사건공익제보자의신상

정보를 시교육청이 사학재단에 제공했다고 지

적했다

해당학교에는횡령사건과관련해조사받은교

직원들이여전히근무중이어서공익제보자는자

신의신상을공개한시교육청을검찰에고소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는 누구든지 공익

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

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실수든아니

든시교육청이이를어겼다고질타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를 재단에 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공익제보내용도들어갔다고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교육청 비리 공익제보자신상공개 물의

리얼미터설문2명중 1명 잘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광주

전남선관위로부터잇따라고발됐다

9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

거법위반)로함평군수입후보예정자A씨 조직

총책B씨 수행기사 C씨등 3명을광주지검목포

지청에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사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6명에대한수사를의뢰했다

A씨는사조직의각종모임에 B씨와함께참석

해사전선거운동을하고 C씨를통해선거구민에

게금품을제공한혐의를받고있다

B씨는 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읍면책 식사

모임을 29차례열고지난 7월에는권리당원모집

활동비로읍면책에게 940만원을제공한것으로

선관위는보고있다

전남선관위는 앞서 8일 해남군수 입후보 예정

자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무상으로 제

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D씨와 E씨를 광

주지검해남지청에고발했다

D씨 등은 해남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

려진 F씨에대한인터뷰기사가실린월간지 300

부를 지난 7월부터 해남지역 이미용 업소에 우

편발송하고선거구민에게무상으로제공한혐의

를받고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역민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한

모공단소속 G씨와단속관련서류를훼손한 H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벌써내년 지방선거예비후보잇따라고발

광주함평해남 등구청장군수 후보사전선거운동금품 제공혐의

제보자 교육청고소

31사단점심메뉴는짜장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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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서북서
먼바다 남동남 102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 서북서
먼바다(동) 남동남 0515 서북서

파고()
1530
2040
0520
15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1015 남서서 1530

�물때

목포
1127 0625
 1914

여수
3706 0100
2013 1354

밀물 썰물

�주간날씨

11(토 )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 � � � � � �
713 314 416 813 412 314 714

광 주 가끔흐리고비

목 포 흐림

여 수 흐림

완 도 흐림

구 례 가끔흐리고비

강 진 흐림

해 남 흐림

장 성 가끔흐리고비

나 주 가끔흐리고비

820

1118

1219

1219

418

720

520

518

619

518

819

919

820

619

319

1318

618

흐림

흐림

가끔흐리고비

흐림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흐림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겨울재촉하는비

차차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02

해짐 1730
�� 2337

�� 1248

낮음

낮음

보통

�생활지수

산불위험

자외선

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