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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도입된

이후로스쿨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변

호사자격을취득한것으로나타났다

전남대학교는 798%의 누적 합격률을

보이며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중위권

수준을유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제1회제7회 변호사

시험학교별누적합격률을공개하면서전

국 25개로스쿨의변호사시험누적합격률

이 831%였다고밝혔다

학교별합격률공개는이번이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법무부를상대로낸정

보공개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데 따른 것

이다

그동안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

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였다

졸업생 100명 중 94명이 변호사가됐다는

의미다 서울대가 9353%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는 9239%였다 전남대는 합격률

798%로 전국 16위에머물렀다 최하위권

은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

대(6778%) 원광대(626%)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제7회 변호사

시험합격자수를1599명으로확정했다이

는 시험 응시자 3240명의 4935%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아래로떨어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로스쿨 10명중 8명 변호사합격

25곳 중 16위 연세대 1위원광대최하위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의 알레르기

비염아토피 진단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만율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것으로조사돼청소년들의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

이요구되고있다

22일 국가통계포털에공개된 청소년건

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로부터알레르기성비염진단을받은광주

중고교생 비율은 2007년 288%(4076명)

에서 지난해 345%(2441명)로 10년 만에

57%포인트증가했다

같은기간전남중고교생은 2007년 23

1%(3661명)에서 지난해 317%(2583명)으

로 86%포인트나늘어났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전국 17개 광

역시도 중 지난해 기준 전남 중고교생

의비염진단율은 16번째 광주는 7번째로

타시도대비높지않았다는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중고교생으로 따

져봤을 때 245%(7만4698명)에서 358%

(6만2276명)로 10년 만에 115%포인트높

아졌다

이와 함께 광주 중고교생의 아토피 피

부염 의사진단율은 2007년 178%(4076

명)에서 지난해 266%(2441명)으로 88%

포인트 증가했다 전남도 2007년 166%

(3661명)에서 지난해 229%(2583명)로 6

3%포인트늘었다

특히 광주 중고교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 비율은 대구(267%)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았다 전남은 다행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수치를기록했다

같은 전국 평균은 251%(6만2276명)으

로 2007년 173%(7만4698명)에 비해 7

8%포인트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의 비만율도

10년전에비해두배가까이상승했다

지난 2007년 광주 중고교생의 비만율

은 69%에서 2017년 13%로 전남은 2007

년 70%에서 2017년 140%로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의 음주율과

흡연율은 10년전에비해대폭감소했다

2017년 광주 중고교생의 현재 음주율

은 153% 전남은 152%로 조사됐다 10

년 전에는 각각 249% 268%였다 2017

년 흡연율(광주 71% 전남 80%)도 2007

년(광주 132% 전남 125%)에 비해 줄었

다

청소년의정신건강부문도10년전에비

해호전된것으로분석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중

고생의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광주 24

5% 전남 231%였다 10년 전에는 광주

432% 전남 421%였다 지난해 기준 평

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

이느끼는광주중고교생의비율(스트레

스 인지율)도 376%로 2007년(474%)에

비해 98%포인트 감소했다 전남도 2007

년 399%에서지난해 274%로 125%포인

트줄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기념재단과 아시아 인권운동가들

이아시아인권헌장선포 20주년을맞아다

음달광주에서 광주선언문을발표한다

518재단은 다음 달 1617일 광주에

서 열리는 아시아인권헌장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광주선언문을 채택한다고 22

일밝혔다

이번포럼에는바실페르난도아시아인

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실 퍄쿠렐

아딜루 라만 칸 스리프라파 등 아시아인

권헌장보조헌장초안작성을담당했던기

초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

사 헌틀리(고 헌틀리 목사 부인) 바바라

피터슨(고피터슨목사부인)여사설갑수

광주 다이어리(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

을넘어의영역본)집필자등특별초청자

들이함께한다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이

16일 개회식 포럼 기조 발표자로 나서 광

주선언문 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광주

선언문은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정신이오늘날아시

아인권활동에기여한점을담는다

아시아 각국 인권활동가들은 아시아인

권헌장보조헌장도함께발표한다 3개헌

장으로 구성한 보조헌장은 정의권문화

권평화권등세가지권리를보강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亞인권운동가내달광주선언문선포

1617일 亞인권헌장 20주년행사보조헌장발표도

아토피시달리는중고생광주전국두번째

청소년건강조사광주전남알레르기질환늘어

비만은두배증가음주흡연 줄고스트레스도감소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20일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전남대학

교를방문했다 이날전남대에서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

총장이만나협력방안을논의했다

두대학은농생명 치의학 공학등다

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업 협력사업의 하나로 신기술

복합농업단지를 평양에 조성하는 방안

도논의했다

복합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인도적 지

원을 넘어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남

북교류협력사업이다

이자리에서전총장은전남대가북한

의 열악한 농생명 치의학 공학 분야에

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했다

전남대는 국내 유일 북한농업연구소

를신설 북한농업생산성향상북한주

민 영양 개선 산림자원 생산시스템 구

축등에노력할계획이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평양과기대총장전남대방문

농생명치의학등협력모색평양에복합농업단지조성논의

21일오후광주시동구금남로일원에서열린 지구의날 기념행사에서참가자들이 하늘색을돌려주세요를주제로화분을들어올리

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파란하늘다시돌려주세요

교량저수지 등 전남지역 시설물 8곳

중1곳(13%)은안전에미흡한것으로나

타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

단(2월5일4월13일) 기간 전남지역 2

만12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중 75%인 1590곳에서보수보강정

밀안전진단이필요한것으로분류됐다

교량이 30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

원요양시설 229곳저수지 160곳숙박

시설 145곳등이었다

1507곳은보수보강이 83곳은정밀안

전진단이 필요했다 이밖에도 1169곳(5

5%)은가벼운지적사항이나와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현장 조치까지 포

함하면13%에서지적사항이나왔다

상태가 양호한 곳은 1만8442곳(87

0%)이었다

전남도는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

설물에 대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소요

예산은모두 2434억원에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안전시설물 13% 안전 미흡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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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먼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20 동남동
먼바다(동) 동남동 1525 동남동

파고()
0510
1025
0520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동남동 2030 남동남 2030

�물때

목포
0007 0753
1313 2006

여수
0900 0237
2119 1511

간조 만조

�주간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1518 921 921 1120 1025 1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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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1418

1214

1316

1316

1315

1416

1417

1417

1214

1351

1518

1418

1316

1316

1215

1518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551

해짐 1911
�� 1207

�� 0132

반가운봄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하루

뇌졸중

감기

미세먼지

국가안전대진단1590곳 보수보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