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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체험(FYE) 주제 19차토론토국제학술회의를다녀와서

먼저 이 학술회의를 잠깐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부설된 신입생 교육을

위한 국립인적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for The First-Year Experience & Students in

Transi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SA)는 1980년대부터 미국의 대학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온

신입생 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와 출판활동을 벌이며, 연례 국제학술회의도 주최해 오고 있는데,

학술회의는 올해가 19차로 캐나다 토론토의 매리어트 호텔(이튼 센터)에서 열리게 되었다.

신입생의처음며칠이 4년의캠퍼스생활을좌우한다는말처럼우리기초교육원도신입생교육의중요성을절감

하고 있기에 작년 국에서 열렸던 18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여키로 결정하 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대학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로 계획하고 기초교육원의 곽성현 초빙교수, 김지현 연구교수, 이 미

조교, 그리고나를포함하여4명이참가하게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주로 어권 18개국의 115개 대학(2년제 대학

포함)에서 400여명의교수들과행정담당자들이참여했고한국

에서는서울대외에성균관대, 부산대, 포항공대, 단국대, 그리

고 한동대에서 8명의 대표가 참여했다. 아마도 비 어권 국가

로서는우리나라가가장많은대표를파견한듯하 다. 회의는

매리어트호텔지하에마련된회의장에서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다양한프로그램들이준비되었다. 

토론토에도착한다음날, 시차도극복되지않은상태에서들어

야 했던 강의는 예비회의 워크샵(preconference workshop)

인데, 본회의전의워밍업에해당하는것으로 5개의주제로조직되어참가전에등록비를내고신청을해야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참여했던 워크샵은 위 센터의 Executive Director와 Co-Director인 존 가드너와

베치배어풋이함께진행하는것으로서, 신입생시기의중요성과이시기에여러대학에서시도하고있는주요한

교육프로그램의성공과실패, 그원인과의미등을정리하는시간이었다. 진행자의일반적언급에대해참가자들의

구체적경험들이활발하게제시되었는데, 외국대학들의사회적환경과우리의그것사이의차이에서오는거리감

에도불구하고그들이얼마나심각한대학의위기를안고그해결책을찾기위해애쓰고있는가를실감할수있었다.

다음으로 저녁 만찬 전에 대회의장에서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고, 회의 2일째부터는 일반적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는 동시시행 세션들(concurrent sessions: 3일에 걸쳐 44개)과 특정 대학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제도적 시도 세션들(Institutional Initiative Sessions: 3일 동안 44개), 그리고 특정

주제에대해보다개방적인토론을장려하는원탁토론(Roundtable Discussion : 화요일하루에6개조직)이이어

졌다. 발표의주제들은이론적이기보다는주로구체적교육경험사례들을소개하고토론하는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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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현 교수와 김지현 교수가 주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는 화요일 아침 세션에서 진행되었다.

동 상까지준비하여어느세션보다도참가자들의이해도를높인것과프로그램의창의적이고다양한구성, 특히

국제사회의다양성에적응하려는노력이참가자들의관심을끌었고, 많은참가자들이이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

려는의욕을표현해왔다. 외국의것을배우기만하던단계에서이제우리도우리것을가르칠수있다는자신감을

얻은것은큰수확이었다.    

학술회의를보다다채롭게하기위한시도중눈에띄는것으로는포스터세션(Poster Sessions)과토론토대학이

제공한시범학교소개(Showcase of Initiatives) 다. 먼저포스터세션은대회의장에서오찬이진행되는가운데

정규발표에참가하지않은대학들이벽면에부스를차려놓고자기들의교육사례나연구결과를요약해서게시하

면서 방문자들과 즉석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시간활용의 지혜가 배울만하다고 느껴졌다. 이 오찬시간에 우리

한국대표들은학술회의집행부인매리헌터국립인적자원센터소장, 존가드너선임연구원, 그리고베치배어풋

연구원을한자리에모시고신입생교육에대한한국대학의큰관심을표명했다.

다음으로이어진시범학교소개는공동주최대학중의하나인토론토대학에서신입생교육의현황을브리핑하고

15개의소주제별로코너를만들어놓고각자관심있는주제 3개를선택해대학측담당자와 20분씩질의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이 수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면서도 세계

상위대학으로자리잡을수있는비결로그들은3개의캠퍼스가각각자기지역사회의관심에초점을맞춰봉사

하는자세로노력해온것을꼽고있었다.    

4일간의학술회의는매우 도있게조직되어있어서저녁때가되면시차로

인한피로와함께우리를기진맥진케했다. 그런가운데서도토론토의관광

요지인 구시가지를 둘러보는 워킹투어를 조직해준 집행부의 배려는 자상

했다. 한가지아쉬운것은신입생에관한대학체계의차이때문이라고짐작

은 가지만, 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대학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미국형

대학체계를가진대학들만의회의가되고있는사실이었다.

세계의유명대학들은너나할것없이신입생의캠퍼스정착과성공적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뛰고 있다.

우리나라의대학들은지금무엇을위해뛰고있는가?   

최종철
(기초교육원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