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과 관련해 교학팀과 마찰을 빚은 또 다른 학생 B씨는 “
행정
직원들은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
”
고 지적했다.B학생은 어느
단과대 교학팀에 학생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산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돌아오는 교학팀의 답변은 “
전화하지 말고 찾아와라.학생
이라면 학생 네 집 재산이 얼마인지 전화로 알려주겠느냐?
”
였다.

부서를 방문해 행정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한 친절도 조사도 시행된다.

B학생은 “
왜 우리 집 재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그 돈은 등록금이고
따지면 내 재산이다.학교 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
고 비판했다.
이어 “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도 높다.그만큼 학교 운영을 우리들의
등록금으로 하고 교직원들의 월급도 등록금에서 나간다.
”
며“
돈을 주는
주체를 모르는 것 같다.교직원들의 인식이 거꾸로 된 듯하다.
”
고
밝혔다.

▶ 이화여대
2014-1학기
‘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문
(
출처:이화여대
홈페이지)

숭실대도 ‘
학교에선 학생 만족이 우선’
이라는 목표아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위한 ‘
고객서비스팀’
제도를 도입했다.고객서비스팀이란 일반
학생들의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기구다.이외에도 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 만족에 힘쓰고 있다.
▲ 실제로 직원급여나 상여금은 등록금 회계에서 훨씬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
자료 출처:국민대학교 홈페이지 예산안)

한편,근로학생 곽경한(
경영학·
09)
씨는 “
나와 같이 일하는 행정
직원들은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
고 밝혔다.경영대 교학팀에서
3개월가량 근무를 하고 있는 곽 씨는 곁에서 행정 직원들을 지켜본
결과 “
업무 시간에 컴퓨터로 메신저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다들 열심히 자기 업무에 집중한다.
”
고 말했다.

성신여대의 경우 얼마 전 행정 부처를 성신관 1층으로 통합했다.통합된
사무실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학생에게 관련 부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해줄 수 있다는 기능을 갖는다.또한 사무실 외벽을 통유리로
처리했고,창구 문턱을 낮춰 지나다니는 학생이나 부처를 방문한 학생의
편의성을 도모했다.학생에게 ‘
교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준 셈이다.

또“
행정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도 학생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준다.
자신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도 학생들이 찾아오면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
”
고 전했다.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
점심시간이나 행정
직원들이 자리를 비었을 경우,근로 학생들이 전화를 받는다.
”
며“
근로
학생 같은 경우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전화 교육을 크게
받지 않다보니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
고 전했다.

타 학교들,학생 모니터링 시스템 갖춰
교직원 보수의 대부분은 등록금
공동체의식 가지고 발전 위해 노력해야
2007년 서울대학교 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뿐만 아니라 ‘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목표의 ‘
행정서비스헌장’
을 발표하기도 했다.행정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학생의 50%가 서울대 행정이 권위적이라
느낀다고 나타났다.수동적이라고 평가한 학생도 37%에 달했다.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학생들은 9%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대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상설하고 불친절한 직원의
성과급을 줄이는 등 학교 본부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꾀하였다.
‘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
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해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다.
‘
학생 모니터링’
제도는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다.중앙일보
대학 만족도조사에서 교직원 친절도 3위를 차지한 동국대 역시
모니터링 제도를 갖추고 있다.동국대에서는 학생 모니터링단 위원을
20명가량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을 마친 위원들은 각 행정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층에는 여러 부서가 통합돼있다.(
서울=국민저널/
유지영 기자)

최근 여러 대학이 ‘
학생은 고객’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실제로 국민대학교 2014예산안을 살펴보면 860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 보수 중 720억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다.행정
직원들의 보수를 따로 살펴보면,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합하여
220억이다.
그 중 160억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므로 행정 직원 월급의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다.학생들을 고객으로 모시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단지 고객과 직원 관계 그 이상이여야 한다.재정 지원
제한 대학선정,경영 부실대 선정 등 대학 구조조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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