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대

학교동물병원은지난18일보건환경연구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서구 유촌동)

에서 야생동물의든든한보금자리, 생태

환경도시광주 조성을위한상호의료기

술교류및생태교육기능활성화업무협

약을했다.

두 기관은이번협약을 통해 올해 1월

개소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전남대

동물병원이보유한의료기술과시설자원

등을활용해야생동물보호에필요한진료

치료업무발전과현장체험형생태교육

활성화에힘쓰기로했다.

/박은진기자pej269400@

전남도립대학교(총장 김대중) 산학협

력취업패키지사업단은최근여수에서 산

학협력취업활성화를위한가족회사성과

확산박람회를열어 14명의학생이채용

될예정이라고18일밝혔다.

이번성과확산박람회는여수히든베이

호텔, 여수유탑마리나호텔, 여수소노캄

(구엠블호텔)등8개가족회사인사담당

자와사업참여학생및교직원등60여명

이참석했다.

1부에서사업성과보고, 2부인사담당

자와열린대화로현장채용면접이진행

됐다.대학일자리센터와협업해청년고용

정책홍보, 입사지원서클리닉, 직업카드,

면접클리닉등체험부스도운영됐다.

열린대화를통한현장면접에선14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 산

학협력취업패키지사업단은 지역 산업체

가족회사와산학맞춤형교육과정개설을

통해지역기업과취업을연계하고있으

며올해10개대학17개사업단이운영됐

다. /윤규진기자 jin2001@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대입진

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18일

2020학년도수능가채점점수분석결과

를발표했다. 광주시내고등학교국어영

역의경우지난해수능에비해쉬웠지만

여전히변별력을갖추어1등급컷이92점

수준으로예상됐다.

수학가형은1등급예상컷이92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수학 나형은 1등급 예상 컷이 84점으로

매우어려웠던것으로판단된다. 영어영

역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던 전년도에

비해평이하게출제되어원점수기준 90

점이상인 1등급비율이 7%정도로예상

된다.

한국사의 경우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

난도가 소폭 상승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은전반적으로변별력이높

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9개과목중

2개과목(윤리와사상, 한국지리) 1등급

컷은50점만점일것으로예상된다.변별

력이높은경제과목을제외한나머지과

목들도 1등급 컷이 47~48점으로 예상되

기때문에과목선택에따라실채점결과

에서유불리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과학탐구영역은 물리Ⅰ과 지구과학Ⅰ이

전년도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지구과학Ⅰ은1등급컷이 42점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과학

탐구영역역시과목선택에따라실채점

결과에서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론적으로 수학 나형, 과학탐구 일부

과목이전년도에비해어렵게출제되었으

며국어도여전히난도있게출제되어변

별력을갖춘수능으로판단된다. 정시지

원에서는대학별점수산출방법을고려하

여전략적인지원이필요하며, 또한작년

보다상승한11.16%의결시생비율이실

채점결과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수탐

300점 기준 지원 가능 점수는 인문계열

285점이상,자연계열275점이상이되어

야지원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반영비

율은 국어100/수학120/탐구80이기때

문에같은총점이라면수학점수가높은

학생이더유리할수있다.

연고대는 300점기준지원가능점수

는인문계열276점내외,자연계열272점

내외가될것으로보이며, 상위권학과의

경우 인문은 286점 내외, 자연은 292점

정도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

다.

전남대인문계열은영어교육과 252점,

국어교육과는249점,행정학과247점,경

영학부 242점, 사학과 230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22점 내외로 예상된

다.자연계열의경우의예과 284점, 치의

학과 279점, 수의예과 270점, 간호학과

243점대, 수학가형을지정한학과의경

우224점내외에서지원이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수학가형과나형구분없이지

원가능한자연계일부학과의경우는215

점대 정도에서지원가능할것으로보인

다.

조선대학교 인문계열 영어교육과 232

점, 국어교육과 227점, 경찰행정학과는

226점, 경영학부 194점내외에서지원선

이형성되며, 자연계열의예과 282점, 치

의예과는 279점, 간호학과는 238점, 수학

교육과는 226점, 화학교육과는 206점정

도까지지원할것으로보인다.인문계열은

179점대내외, 자연계열 178점대 내외에

서지원선이형성될것으로예상한다.

광주교대는 256점정도에서형성될것

으로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수학 가형 응시자 기준 271점 정도에서

지원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이번분석자료는원점수를바탕으로한

가채점결과이기에12월 4일(수)수능성

적이 발표되면 표준점수나 백분위 점수

등에 따라 대학별 반영점수를 파악해서

정확한지원선을확인해야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의 대입

상담을위해19일15시와12월11일15시

에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수능

결과 분석과 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개

최한다. /김태엽기자esaca@

2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자치

2020수능가채점분석 서울대지원인문285점자연275점

연 고대지원가능점수,인문 276점,자연272점

원점수바탕가채점결과…내달 4일정확한확인

광주동구(청장임택)가지난 15일광주시태권도협회와함께관내

어려운이웃11가구에 사랑의연탄 3,300장을전달했다고밝혔다.

광주시태권도협회와산수1동주민자치회회원등 40여명이참여한이날봉사활동은회원들이직접연탄배달을하며이웃사랑을실천했

다.임택동구청장은 광주시태권도협회회원들덕분에관내의어려운이웃들이보다따뜻한겨울을날수있을것같아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민간자원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도움이필요한이웃들이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한편동구는동절기를맞아연탄,난방유,이불,김치등맞춤형물품을민간자원과연계지원해관내어려운이웃들이따뜻한겨울을날수

있도록돕고있다. /서기만기자ghskz@hanmail.net

도립대산학협력취업패키지사업단

성과확산박람회개최…14명채용

道,中수입박람회서 270만달러MOU

한 중관계개선분위기체감…농수산식품 화장품등인기몰이

전남도는지난 10일까지 6일간중

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중국국제

수입박람회에서농수산식품과화장품

등전남지역수출중소기업과함께참

가해 270만달러규모의현장MOU

를체결하는등결실을맺었다.

이는지난해제1회때보다2배이상

늘어난액수다. 최근한중관계유화

적분위기를타고전남제품수출전

망을밝게해줬다.

이번박람회에전남에선중소수출

기업8개사가참가했다.

이들은 수출상담 225건, 상담실적

640만달러, MOU 체결액 270만달

러의성과를거뒀다.

특히주원염전의천일염, 맛나푸드

(주)의김스낵,㈜장수식품의유자도

라지배즙,㈜제이엘비의천연화장품

등이현지바이어로부터많은관심을

받았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수

출뿐 아니라 수입에서도 G2국가로

서국제무역의중심역할을한다는점

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이어시진핑주석이직접박

람회장을 방문했으며 181개 국가와

지역 91만여명이박람회를찾았다.

최근중국정부가한국관광객제한

조치를일부해제하는등한중관계

가개선되면서전남지역대중국농수

산품수출도지난해같은기간(9월기

준)보다 48.3%늘었다.이에따라전

라남도는앞으로더욱중화권수출시

장을공략할계획이다.

올해연말까지중화권에전남농수

산식품상설전시판매장3개소(중국2

대만 1)를 개설하고, 2020년부터는

저장성상무청에서운영하는 대외무

역공공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전남

명품관을통해해외바이어에게전남

제품을홍보할계획이다.

또한 중국대만홍콩 주요 박람회

참가,시장개척단파견,판촉행사,중

화권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등을통

해 전남 기업의 수출 확대에 매진할

방침이다.

선경일전라남도국제협력관은 온

오프라인판매장을운영해안정적판

매망을확보하고,각종박람회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농수산품을

지속적으로홍보하는등가시적인중

화권수출성과가나도록최선을다하

겠다고말했다.

/윤규진기자 jin2001@

광주보건환경연구원-전남대동물병원

야생동물관련의료기술교류업무협약

광주시교육청대입진학지원단진학지도협, 2020수능가채점분석결과발표

동구,광주시태권도협회와 사랑의연탄나눔 봉사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대학교 동물병

원은지난18일 야생동물의든든한보금자

리,생태환경도시광주 조성을위한상호의

료기술교류및생태교육기능활성화업무

협약을했다.왼쪽부터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계원원장,전남대동물병원배춘식병원

장. /광주시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