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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유발물질인 라돈에의한피폭이확인된대진침대매트리스

가11일충남천안시대진침대본사로수거되고있다. /연합뉴스

수거된라돈침대매트리스

전남대문과234 이과203점이상받아야

6월수능모의평가가채점결과분석…28일수험생에결과통보

광주교육청 내달 4일오후 2시교육정보원대강당 수시설명회

전남대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

과수험생은절대평가로치러지는영어영역을제외

한원점수300점만점기준으로 234점이상,이과

는 203점이상받아야할것으로예상됐다. 전남대

의예과와 치의학과는 각각 274점, 267점, 조선대

의예과와치의예과는 269점, 266점이상얻어야진

학가능할것으로보인다. <표>

이는광주시교육청진로진학지원단과광주진학

부장협의회가지난 7일치른광주고교3학년수험

생 1만3218명의 2019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

월모의평가 가채점결과를분석한결과다.

최상위권인 서울대에 지원하려면 인문계열은

282점 이상, 자연계열은 265점이상받아야할것

으로분석됐다. 이는자연계열의경우서울대응시

기준을충족한학생들의표본에따른것이다.

연세대와고려대는인문계열은 275점, 자연계열

은 254점은받아야지원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58점,광주교육대학

교는인문계열 261점, 자연계열 241점대에서지원

가능할것으로전망됐다.

전남대인문계열은영어교육과259점, 국어교육

과 257점, 행정학과 255점, 경영학부는 252점, 정

치외교학과246점, 국어국문과는 244점,인문계열

지원가능점수는 234점안팎으로예상됐다.

자연계열지원가능점수는의예과 274점, 치의학

과267점,수의예과261점,수학교육과236점, 간호

학과229점,전기공학과228점,수학과218점이다.

조선대지원가능점수는인문계열의경우영어교

육과228점, 국어교육과224점, 경찰행정학과223

점, 교육학과 214점, 신방과 198점, 경제학과 189

점, 경영학부 194점으로파악됐다. 자연계열의경

우 의예과 269점, 치의예과 266점, 간호학과 225

점, 수학교육과 211점, 수학과 179점은받아야지

원가능할것으로보인다.

서울대 인문계열 경영대학은 289점, 경제학부

286점, 영어교육과 284점, 자연계열 의예과 284

점, 수학교육과 269점, 건축학과 268점, 간호대학

267점,물리교육과266점등으로분석됐다.

연세대지원가능점수는경영학과는 284점, 경

제학부 283점, 사회학과 281점, 의예과 283점, 치

의예과277점, 기계공학부267점으로예상됐다.고

려대의경우경영대학 284점, 경제학과 282점, 영

어교육과281점,의과대학 281점,수학교육과264

점, 컴퓨터학과 260점은얻어야진학가능할것으

로점쳐졌다.

한편이번모의평가결과는오는 28일각수험생

에게 통보된다. 성적통지표엔 영역과목별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응시자수가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수만표기된다.또한한국사영역미응시자

는성적전체가무효처리된다. 시교육청은 6월모

의평가실채점결과를분석해 7월4일오후2시부터

광주교육정보원대강당에서 6월모의평가결과분

석및수시지원전략설명회를진행할계획이다.

수능출제기관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주관해

올해처음실시된6월모의평가에대해광주진학담

당교사들은 전년도수능과비교하면,영어를제외

하고는쉽게출제됐다는평가를내놨다.영어영역

의경우전년도수능에서1등급비율이10%를웃돌

았던것과견주면,올해는고난도문항이다수출제

돼 1등급인 90점이상학생수가 5%미만일것으로

예상된다고교사들은전했다.

영어영역이올해로 2년째절대평가체제로치러

진다는 점을 고려,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 수능

(11월15일)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몇몇 출제될 것

으로보이지만, 6월모의평가보다는어렵지않게출

제될것이라는의견이많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선관위 투표지촬영공개한 2명검찰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사전투표 기표

소안에서자신의투표지를촬영한뒤이를공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

다고밝혔다.

시선관위에따르면A씨는지난 8일광주모사

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

육감선거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모 후

보선거사무소관계자카카오톡단톡방에게시한

혐의를받고있다.

B씨도 지난 9일 모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

표한 투표지 2매(북구청장선거광주시의회 의원

선거)를촬영후모정당청년회카카오톡단톡방

에올린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를촬영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며자신이기표

한투표지도공개할수없도록하고있다.

시선관위관계자는 공정하고평온한투표절차

를방해하고선거인의판단에영향을미쳐선거질

서를저해하는선거범죄는관련규정에따라엄중

히조처하겠다고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문과 이과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전남대

경영학부 252 수의예과 261

경제학부 250 의예과 274

교육학과 249 전기공학과 228

영어교육과 259 치의학과 267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223 간호학과 225

교육학과 214 수학교육과 211

국어교육과 224 의예과 269

영어교육과 228 치의예과 266

광주교대 문과 261 이과 241

광주과기원 258

광주전남주요대학6월모의평가가채점 (영어제외,원점수300점만점)

문과 이과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모집단위 지원가능점수

고려대

경영대학 284 의과대학 281

경제학과 282 수학교육과 264

영어교육과 281 컴퓨터학과 260

서울대

경영대학 289 의예과 284

경제학부 286 수학교육과 269

영어교육과 284 건축학과 268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 281 공학계열 256

글로벌경제학 280 의예과 282

한문교육 271 수학교육 254

연세대

경영학과 284 의예과 283

경제학부 283 치의예과 277

사회학과 281 기계공학부 267

한양대

행정학과 276 수학교육과 257

경영학부 275 의예과 281

영어교육과 273 기계공학부 260

서울주요대학6월모의평가가채점 (영어제외,원점수300점만점)

◇생활지수

경고

매우높음

보통

오후한때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다.

더위 주춤

식중독

해뜸 05:17

해짐 19:47

달뜸 04:00

달짐 17:56

독도

자외선

◇주간날씨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17/29 18/29 18/29 18/29 19/29 19/29 20/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09 00:39

18:17 12:44

여수
01:34 07:44

13:47 20:21

◇바다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광주 맑음 18/27 보성 맑음 15/25

목포 맑음 18/24 순천 비온뒤갬 18/26

여수 비온뒤갬 18/23 영광 맑음 17/25

나주 맑음 17/26 진도 맑음 17/24

완도 맑음 18/26 전주 맑음 17/26

구례 비 17/26 군산 맑음 17/24

강진 맑음 17/26 남원 비온뒤갬 17/26

해남 맑음 17/25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6/25

강릉

춘천
서울

인천

대전

청주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미세먼지

오늘의날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