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 영역 강의평가」 안내

   담당부서: 교무처 미래교육팀

□ 추진배경 및 목적

  〇 강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도입하여 심도 있는 강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〇 특성화 영역: 외국어(원어)강좌 영역 / 실험·실습강좌 영역 / 토론·세미나 영역

     (총 3개 영역)

  〇 적용 대상: 모든 대학 및 대학원 개설 강의(‘대학원 논문연구’ 제외)

  〇 적용 방법

    - 현행 강의평가 문항에 특성화 영역별 2문항 추가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개설 강좌 목록 중 특성화 영역에 해당되는 강좌를 해당 대학(원)

에서 선택하여 체크하면 강의평가에 연동

    - 한 강좌에 해당되는 특성화 영역이 다수일 경우, 해당 대학이 1개 대표 영역만 선택

        ※ 3개 특성화 영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실시 여부 결정 예정

  〇 실시 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 영역 강의평가」문항

특성화 영역 문항

외국어(원어)강좌

대부분의 강의가 외국어(원어)로 진행되었다.

외국어(원어) 강의로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수와 학생 간 
외국어(원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험·실습강좌

실험․실습 내용이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주제나 원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실험․실습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피드백은 적절하였다.

토론·세미나

토론․세미나 주제 및 방식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등 교수방법이 적절하였다.

교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세미나를 진행하였고,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참고】강의평가 전체 문항

  〇 공통문항 3개, 자유응답문항 2개, 선택문항 4개 이내, 특성화문항 0 혹은 2개

 ※ 강좌당 평가 문항 수: 최소 5문항 ~ 최대 11문항
    (공통문항(3문항)+자유응답(2문항)+선택문항(0~4문항)+특성화문항(0 혹은 2문항))

구 분 문 항

공통문항

1.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2.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하였다.

3.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자유응답
1.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2.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선택문항 총 23개 문항 pool에서 대학별 최대 4개 문항 선택가능

특성화영역 

문항

외국어(원어)강좌

1. 대부분의 강의가 외국어(원어)로 진행되었다.

2. 외국어(원어) 강의로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수와 학생 간 외국어(원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험·실습강좌

1. 실험․실습 내용이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주제나 원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2. 실험․실습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피드백은 적절하였다.

토론·세미나

1. 토론․세미나 주제 및 방식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등 
   교수방법이 적절하였다.

2. 교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세미나를 진행하였고,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