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평가영역

번호

문항

문항(영문)
The class plan was set up in a way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1

수업준비

수업계획서는 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2

수업준비

교수자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

subject and make preparations for classes.
The instructor was well prepared for class.

3

수업준비

교수자는 주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여 충실히 활용하였다.

The instructor observed and managed class hours properly.

4

수업진행및내용

강의는 학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진행하였다.

5

수업진행및내용

수강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academic interest and curiosity.
The instructor respected students individually.

6

수업진행및내용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대답하였다.

The instructor responded to students’ questions in good faith.

7

수업진행및내용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었다.

Contents of the course were well-organized and instructive.

8

수업진행및내용

교수자의 교수방법(강의, 토론, 시연 등)이 본 수업에 적절하였다.

9

수업진행및내용

학기 중간에 실시한 수업피드백(중간설문)의 내용이 이후 수업에 반영되었다.

10

과제및평가

과제는 수업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11

과제및평가

과제나 시험은 적절하게 평가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class properly.
Homework and exam were evaluated properly and the feedback was given.

12

교육성과

이 강의는 엔지니어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This lecture helped me build my job skills as a would-be engineer

13

교육성과

이 강의는 일반 직업인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This lecture helped me enhance my ability as a would-be employee of a business

14

일반

나는 이 강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15

일반

교수자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The instructor communicated with students well.

16

일반

교수자는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The instructor established positive atmosphere during the class.

17

강의식

강의자료는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The course materials were adequate and helped in my studies.

18

강의식

19

강의식

어졌다.
강의의 난이도 및 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application case studies, historical prospects and the latest theories.
The difficulty level and pace for understading the class was appropriate.

20

대형강의(AFL등)

나는 이 강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I fully agree that this subject is necessary and important.

21

대형강의(AFL등)

강의 주제에 대한 전반적 조망이 제공되었다.

The overall prospect of the class topic was offered.

22

대형강의(AFL등)

강의의 난이도 및 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The difficulty level and pace for understading the class was appropriate.

23

학습자활동중심

학생들간에 상호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and suggestions were given to the students.

24

학습자활동중심

수업 방식 및 학습 활동은 자발적,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The way of teaching and class activity induced spontaneous and self-initiated study.

25

학습자활동중심

수업 방식 및 학습 활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였다.

26

실험

실험에 필요한 적절한 이론이 다루어졌다.

solving.
The theory needed for the experiments was treated during the class.

27

실험

실험 환경 및 기자재가 적절히 활용되었다.

The environment and apparatus for the experiment were used appropriately.

28

실험

실험을 지도한 조교의 수업은 충실하였다.

The experiment class led by teaching assistant was proper.

29

사이버강의

30

사이버강의

31

사이버강의

44

플립드러닝

수업 전에 제공된 사전학습자료(동영상 포함)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45

플립드러닝

사전학습자료(동영상 포함)의 내용이 교실 내 활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46

플립드러닝

교수자는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법을 사용하였다.

in class.
The professor used method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32

영어강의평가

강의 내용이 영어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다.

Lectures were carried out in English properly and clearly.

33

영어강의평가

영어 강의를 통해 해당분야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5

영어강의평가

이 수업은 약 몇 %가 영어로 운영되는가?

Lectures were carried out in a way that students could understand easily and prompted

Teaching method(lecture, discussion, demonstration, etc ) of a instructor was appropriate
for the course.
The course feedback conducted in the middle of the semester (mid-survey) was reflected
in the course.
Homework helped enhance the learning effect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I fully agree that this subject is necessary and important.

교재 내용을 넘어 연구 및 현장 적용 사례, 역사적 조망 또는 최신 이론 등이 다루 This course handled topics beyond the materials, including research and field

사이버강의 콘텐츠(파워포인트교안, 음성 및 동영상 등)가 적절히 제공되어 내용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사이버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The teaching process and class activities induced creative thinking for problem-

The cyber class contents(power point, audio & video) were offered appropriately.
The Q&A session for the cyber class were made in a faithful and quick manner.

사이버강의를 듣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수업은 장애요인 There was no difficulty accessing the website for the cyber class and the class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progressed without obstacle.
The pre-class materials (including videos) provided before class were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The pre-class materials (including video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ontent learned

This course, which was conducted in English, helped me make improvements in my
English skills in this area.
How much of this class was carried out in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