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강의평가 문항

교무처 학사팀(2022.03)
[국문]
평가결과
반영여부

평가 문항

1. 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답지구성 :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2. 교강사의 강의 계획 및 준비와 관련하여 좋았던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계획서 내용, 수업목표 제시, 성적평가 기준 안내, 교재·수업자료 구비 등)

3. 교강사의 강의 진행 및 내용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구성, 강의내용의 전달, 수강생 지도 및 피드백 등)

미반영
4. 기타 본 강의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감정적 댓글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5. 강의의 내용 혹은 설명 등에 성희롱,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성희롱,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신고처리로 사용되
지 않습니다)

6. 이 강의를 위하여 본인이 학습하는 평균 시간(1주일 기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답지구성 : 5. 7시간 이상

4. 5~7시간

3. 3~5시간

2. 1~3시간

1. 1시간 이하

[영문]
Applicability of
Evaluation Grade

Evaluation Items

1. Please selec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ith this course.
※ Answer Choices :
5. Very satisfied

4. Satisfied

3. Neutral

2. Unsatisfied

1. Very dissatisfied

2. Please write what you liked or what needed improvement regarding the instructor's course
planning and preparation.
(Contents of syllabus, presentation of course objectives, guidelines for grade evaluation
criteria, provided in-class materials in a timely and satisfactory manner)
3. Please write what you liked or what needed improvement related to the instructor's lecture and its
content.
(Course outline, delivery of course content, student guidance and feedback, etc.)
NOT Applicable

4. Please provide suggestions to enhance the strengths of this course and to improve the
disadvantages.
※ Please do not write any personal or emotional comments.

5. If there are any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racism, in the content or explanation of the lecture, please fill in the details and opinions.
(This information is not used for reporting issu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6. Please select the average time (in a week) you study for this course.
※ Answer Choices :
5. More than 7 hours

4. 5~7 hours

3. 3~5 hours

2. 1~3 hours

1. Less than 1 ho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