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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모집에서 전남대에 지원하려면 표준점

수 600점(국·수·탐)기준으로 최소 344

점, 조선대는 306점 이상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과 광주진

학부장협의회가 13일 발표한 광주지역

고교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

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94점, 수학

(가) 92점, 수학(나) 92점으로 나타났으

며 절대평가 첫 시행인 영어영역의 경우

1등급 비율은 10.03%로 나왔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1등

급 표준점수가 63-67점,과학탐구 영역의

경우과목에따라 64-67점으로나타났다.

주요대학 가능점수로는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391점 이상, 자연계는 378점

(과탐Ⅰ·Ⅱ)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연·고대는 인문계열 386점,

자연계열 376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자연계 극상위권인 의예과는 연세대

395점, 고려대·성균관대 393점, 한양대·

중앙대·경희대 390점, 이화여대 389점으

로지원선이형성될것으로분석됐다.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

학과 376점, 국어교육과는 375점, 경영

학부 371점으로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

수는 360점 내외로 예상된다. 자연계열

은 의예과 387점, 치의학과 학석사통합

과정 383점, 수의예과 370점, 수학교육

과 367점, 전기공학과 362점, 간호학과 3

63점대로 추정되며 수학가형을 지정한

학과의 경우 343점 내외에서 하위권 학

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

문자연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한 일부

학과는 344점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인문계열 중 영어교육과 35

7점, 국어교육과 353점, 정치외교 325

점, 스페인어 323점, 인문계열 317점대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384점, 치의예과 382

점, 간호학과 358점, 수학교육과 349점,

기계공학과는 329점으로 자연계열 306

점 내외로 예상된다.

광주교대는 300점(국·수·탐) 기준으

로 269점에 영어1등급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

T)는 수학가형 응시자 기준 377점 정도

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별로 반영지

표나 반영 비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을 잘 분석해 가·나·다군 3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면서 “대학별 영어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 또한 상이하기에 모집요강을 꼭 확

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오후4시부터 광주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은성기자pes@kjdaily.com

전남대의예387점·조선대의예384점

서울대 인문계 391·자연계 378점 이상 가능

“가·나·다군 3번 기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광주진학지원단·광주진학부장協수능분석
계
열 모집단위 정원

(명)
표준점수
(600점)

인
문

영어교육과 13 357
국어교육과 13 353
경찰행정학과 7 352
교육학과 6 346
행정복지학부 16 343
특수교육과 9 342
영어영문학부 14 341
상담심리학과 6 341
중국어문화학과 11 333
신문방송학과 9 332

자
연

의예과 18 384

치의예과 11 382

간호학과 39 358
수학교육과 8 349
생물교육과 5 334
화학교육과 5 333
전기공학과 16 331
식품영양학과 8 331
화학과 10 330
기계공학과 27 329

●전남대
계
열 모집단위 정원

(명)
표준점수
(600점)

인
문

영어교육과 9 376
국어교육과 8 375
행정학과 20 373
영어영문학과 9 372
경영학부 45 371
경제학부 21 370
역사교육과 4 370
심리학과 5 370
교육학과 3 369
유아교육과 3 369

자
연

의예과 25 387

치의학과
(학븡석사통합과정) 7 383

수의예과 16 370
수학교육과 9 367
간호과 30 363
화학과 9 362
전기공학과 9 362
생물교육과 4 360
화학교육과 4 358
기계공학부 18 357

븮추위엔모닥불이최고븯 동장군이맹위를떨친13일오전광주의한전통시장에서상인

이몸을녹이려지펴놓은모닥불앞으로시민들이걷고있다.

/김애리기자kki@kjdaily.com

전남도교육청은 개방형 감사관에 김

용찬(59·사진) 현 도교육청 감사총괄팀

장이 최종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감사관의 직급은 3급(지방부

이사관)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며 5년 범

위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각종 감사 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처리,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

산등록 및 심사, 중앙부처 등의 각종 감

사수감 및 결과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이번 공모에는 김 신임 감사관을 비롯

해 대학교수와 군인

출신 등 모두 4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

졌다. 김 신임 감사관

은 1983년 6월 해남

교육청 관리과 근무

로 시작해 순천대·전

남도교육청 총무과·교육감 비서실장·

감사총괄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4급(지방서기관)으로 임용된

김승태 현 감사관은 2013년 3급 재임용

에 이어 3년 임기연장으로 올해 말에 임

기가 끝난다. /박은성기자pes@kjdaily.com

道교육청신임감사관에김용찬감사총괄팀장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

금이 10년 연속 동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2018학년도 광주시 학교 수업료 및 입

학금 동결’을 고시했다.

이날 고시문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지역 공·사

립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2009학

년도부터 10년째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립 고등학교별 연간 수업

료는 비특성화고 110만4천-134만8천80

0원, 특성화고 59만4천-130만9천200원,

방송통신고 13만5천600원이다.

입학금은 특성화고가 1만7천200원이

며 비특성화고는 지난해부터 면제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도 급지

에 따라 연간 10만6천800-28만5천600원

으로 지난해와 같다.

/박은성기자pes@kjdaily.com

광주지역 고교 수업료 10년 연속 동결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 반발에 부딪

힌 광일고의 대안학교 전환과 학급수 감

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광일고 학부모

대표들은 13일 오후 교육청에서 면담하

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광일고의 대안

학교전환을추진하지않기로합의했다.

또 올해 신입생 모집을 2학급으로 줄

였던 것을 원래대로 4학급으로 늘리기

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에서도 광일고를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광일고 학부모들은 광주시교육청이

광일고의 대안학교 전환을 요구하며 학

급수를 감축하고 예산 지원을 차별한다

며 지난 8일부터 광주시교육청 현관에

서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18학년도 광

일고 신입생 모집 규모를 올해 4학급에

서 2학급(64명)으로 줄였다.

학부모들은 2015년부터 임곡중과 광

일고를 통합해 공립형 대안학교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다 학교 측이 이를 거부

하자 압박 수단으로 학급 수를 감축한다

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사학에 대해 학급감

축,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행·재정적 압

박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양측의 이번 합의로 대안학교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했지만, 학생

모집을 두고 앞으로도 갈등의 불씨는 남

아 있다.

비평준화 학교인 광일고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생 모집 과정에서 불리한 점을

교육청이 나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

다. /박은성기자pes@kjdaily.com

광주광일고대안학교전환철회

市교육청, 학급수도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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