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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고 설립을 찬성합니다!

오룡고 설립 찬성합니다

찬성합니…

초등, 고등학교 신설

오룡고 적극 찬성

오룡고 설립 찬성

동의합니다

고등학교신설동의

오룡 인구수 증가를 보시면 무엇을 필요할지 보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 교육 여건 개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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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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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무안군은 남악·오룡 신도시 개발로 학생수가 지속 증가하여, 도내 군 단위 중 최고 수준의 학령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단3곳(무안고,백제고,남악고) 으로 중학교 졸업생의 40%가 넘는 학생들이

관내 진학을 못하고,목포·함평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

을 해야 하는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오룡 2지구 입주 이후에는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오룡2초(가칭) 개교는 2025년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입주 이후 1년 이상 오룡초, 남악초로

분산 등교를 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9만2천여 무안군민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오룡지역 고등학교 신설 적극 추진 등을 건의” 

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은 이 서명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오룡지역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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