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조사

학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 보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매우 긍정 적 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을

통해 일반 강의에서 배울 수 없었던 학습방법 글쓰기 심랴상담 등에서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최한낼씨
(농경제사회학부 07학번)는 “입학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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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에 참여한 뒤로

답답합이 해소됐다”고 했다. 이해완 교수껴학과)가 캉의히는 신입생 세미나에 참여했던 박성 원씨 (인문계 2
06학변)도 “모집 단위가 광역화돼 있어 학생과 교수가 만날 수 있는 장이 부족했는데 교수님과 함께 이곳저곳
을 다니며 이야기 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글쓰기 와 말하기 관련 강좌에 대한 학생들 의 선호도도 높았다. 06학번 학생 100명을 대상으보 한 약식
설 문소사에 서 대학국어 와 대학영어 가 만족스러 웠다는 답변은

67%, 70%, 만족스럽 지

못했다는 답변은 12%,

10'70로 접계됐으 며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이유로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체계적 인 지노(45%)를 꼽았다 . 영어
글쓰기 교실에서 2006년도어I 1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소사에서도 Lab프로그 램이 글쓰기 향상에

도움이 됐는가’ 라는 질문에 94. 1%의 학생들이 ‘그렇다’ 라고 웅답했다 .

심 랴상담 프로그램 도좋은 반응을 얻었다.A씨 (06학번)는 “가정환경 때문에 입학전부터 고맨이 많았는데
상담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음 해 줘 지금은 무리 없이 학교생 활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또 B씨 (06학번)는

입학 전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에 죠뼈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상

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 받았다. B씨는 “처음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호출했을 때는 나 자신에게 뭔가 큰 문제
가 있는 줄 알았다”면서 도 “그러나 초기 에 문제를 빨리 해 결할 수 있어 좋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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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고등학교 때오|는 달리진 생활과 학습 환경으로 인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 우리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휠에 잘 적응할 수 있토록 특별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을 위
한 특별 프로그램에는 기초교육원이 주표하고 있는

‘신입생 세미나’ 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lea rn H ow 10 Lear n’, 그러고 대학생활문화원의 각종 상담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신입생만을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대흐택어， 대흐영어 등이 사실상 신입생 교육을 담S하고 있다
이번 〈열료α|성에서는

06 ,

O.꽉번 학생들을 대슨E로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들어 보잊~q.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많아
잠여한 학생들의 좋은 반응 에도 불구하고 프로 그램 운영 에서 학생 및 관계자들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고 지적한다. 우선 프로그램이 수용할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늘었다. 대학생활문화원 김지은
전문위원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학생은 하루 에 1~2명 정도 이고 장기 적으로 심 리상담을 받으 려면 예약

을 하고 2~3개 월을 기다려 야 한다”며 “상담전문 인력 의 부촉으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 늘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어 려 움을 토로 했다 현재 대학생활문화원 상담 가능 인력은 전문위원 1명 에 조교 3명 . 이들 이 상담
프로그램만 이 아닌 다른 업부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신입생 세미나도 개설된 강좌기-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위현복씨 (경 영학부 06학맨
는 “신입생 세미 나가 개 설 되 지 않아 선택 할 수 있는 강의 에 제한 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7학년도 1학기에
운영 되 고 있는 신입생 세미 나 강좌는 총 68개 참여 학생 수는 7fB명 이 다 . 이 에 대해 박은정 기초교육원장은
“강죄 수를늘릴 수 있도록 교수 님 들의 참여 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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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또한 집어윷이 그리 늪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2006년노 선임생 츰에서 신입생 세，'!니 에 침어깐 슬!생은
-선제씌 40~로 비 .ï，L석 냄은 꽉생틀 0] 잔σ]BI 였지만 심리상답 F로그램에뉴 19% 나 <.u'n IIow to LHanl 에
7%기 참여하였다.

펙생듀은.

LeuI1l Hüw

ω

Le un:

특판그랜에 집 석 파지 씬은 이유-~.•~판그램이 았는지 잔 봄러 시’ 리 .:， L

답했다. 노누가 비슷한생활길- 히 고 꼬누가 장깨 움식 였떤 증

.

.:ï(j,I, 시절괴-뉴 딛'L') 대꽉에서뉴 프로그캠에

디|힌 정보륜사신이 직성 찾아야하기 때운 011 이마힌표도 3햄같이 았다는젓을 살알λ| 봇했디-는젓이디

~E 신입생 ~l 장 F갇로그랜에 잔여히지 않은 이유로

\';;_

튿지 않아~.:. 되기 LI~문 이라:， L 넙변깐학생듬~I:'

있았다 최성-석씨(바이요.소새꽁짝부 013꽉밴까- ::수‘섭뿐만 아니마낳아;:!.] . 팍괴- 생환 01 넘윤 선입생듭이

':'1. .2121

2.스노그램듭.011 시긴블 매가덴 ól't1디”며 ‘녕l'깎이나학교생활과 크게 관띤이 있;<] 않는 힌 시퓨보디

다 땅은 희생륜이 프~~댐삭 이용히‘는 섯은 이려윷 섯‘’。 l 려...J.!..말했다.

이는 신입생 적응 픔보~1.렉‘>lj 찬가힐 만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선을 사시힌-다. 여1 건 1:11 신입생 세미t.}‘매
짚얘했덴 이유애 r.H해 많은 혁써듣윤 핵-접 nll둔이i! 1'.고 답했 tl. 선입생 서lul 나의 검 .7집여 인- 하Gl t'l_'-ë. 1~l 점 유 쉽게 획득핫 수 있다. 빈년

::"enm How to

s/c 제도릎 실시해

Leru‘n파 심리 상넘 프쿄그댄 등은

펙생틀이 잔σl 채이 힐-특별한동시 /'1' 없다.

선잉생 적‘뚱 프노 ':'1 램에 참여했딘 회-써듭윤 ‘좋은 프노 ':'1 댐일수독 많은 학생늘·이 참여한수 있세 해야
한다，. :, L ~l'댔 ιt 영어극/션 1 )IL선에서 션시딴 센문주사에사'r. “!I컨그램 의무직 집여에 대 "&11 이떻게 생각

히 드L.J:' 뉴 질분에 ·부덩-히 다 고 생각한 꽉생 은 1:1.9까였떤 반면 , ‘효과적이다 고 생각'~l- 학생옥 (ì 1.4 %로
십제됐디. 경기농씨(경제학부 OG찌'I~)늠 ·‘이러힌 :'i.도:7，햄-날。| 찍 섞괴 수깅 괴석:-011 판띤파l 있시 않디벼-도
cH희 생필-에 꼭 편요한 젓는을 녀부고 있1.:]-"\.1:1 ‘학생는으l 자율적안 침여도풍요하;<1 1 긴 침여가 많이쉰 수

있 ~I:- 록- 재 ~I:- 적 인 정-치 ~I:- 픽 "q- 히 다각， L "?l'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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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쿄육원，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줄

Lcam How to Lcarn

깎씌 ..를 진펙했딘 신증:흐 교수따육-핵」씨는 “」 감안 희생틀이 부족하다고 생각

했던 내용듬을 집증해서 정려해 줄 수 있어 좋았마，~ I 녁 "~l 반 상의 외에~.:. 선재

*19l

내용읍- 선얀해 출 수

았는 이변 픔보:1.렉‘날이 많아셨 o 면 힌-대’ :π 말했다. 신익생은 아니시만 이 검-좌에 잔씨했던 깅성흰-씨
(기셰헝-꽁꽁회-부 Ol -p-I'번}는 ·교수닝의 깅으|도 재 ul 있있고 평소 든고 싶있 던 주저|릎 부딩- 없01 듭윤 수 있

1좋있-대'.Jl

0-

호평했나.

한현 "1l 새 /'1 흐.ïlt 육워에서뉴 시대 변희씌 학생뜰익 요구"~I 것는 새로운 .ïll 육 F 로그램을 개발8]'.ïL
았 o 미 빠브띤 200'7년도 2하기부터 시햇될 여l 성이다. iE보:1.렉의 개밀을 밑고 있는 기초괴‘육원 껴시현
교수는 ·학생수도현 프~:'J 댐은 기존의 교수자와 히-교 츄심의 깅으l 운영빙신 J싹 달리 학생늘·이 스스노
엔:곽제늑 정"6~ .Jl 원<3"1. 는 분야의 .ÙL수섣 요한1.띤 해당 .ÙL과꼭욕 신심하는 텍신지인 피l육-프쿄그샘“이

라고 섣 l 싱?il 면서， 이 F로 τ댐이 시행되연 “다각-회원- 입시 선팽 ó 로 인해 다양해선 선입 생의 R 구에 맛는
실질적띤 적응교육 01 기능딴 것”이바고밝댔다.

이i’글 :체유석 / 사신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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