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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

Survey for Sharing Course Information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1. 만족도(Satisfaction): 이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 ○ ○
(Satisfaction) Overall, this course was satisfactory.

Ÿ 이 강의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써주십시오. (필수응답)
What aspects of this course did you find most beneficial? Or what suggestions would you make to improve the cours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설문은 연세대학교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공유되는 정보입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여러
분의 응답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는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이며, 본 교과목을 수
강하고자 하는 동료 학생들에게는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연
세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This survey is designed for Yonsei community members to share course inform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Your anonymous response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help instructors improve their own 
courses and provide prospective students with valuable information. Your sincere and honest responses will be 
greatly appreciated.

총 여섯 문항입니다―만족도, 피드백, 도전, 학생의 몰입과 노력, 변화와 성장, 비차별 원칙.

This survey consists of six parts: Satisfaction, Feedback, Intellectual Challenge, Student Involvement and 
Quality of Effort, Change and Develop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 선택형 문항: 각 문항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choose the one that best reflects your assessment.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개방형 문항: 선행된 질문과 관련된 의견을 간결하게 서술해 주십시오.(공란포함 140자 이내) 

   Please provide additional comments, if any, in the box provided. (maximum of 28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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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2. 피드백(Feedback): 
  (1) 교수는 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궁금한 점에 성의 있게 답하였다. ○ ○ ○ ○ ○

   The instructor(s) responded sincerely to questions. 
(2) 교수는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 ○ ○ ○ ○
    The instructor(s) encouraged student participation.

Ÿ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Additional comments (optional)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3. 도전(Intellectual Challenge): 

    이 수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 동기와 의욕이 높아졌다. 

○ ○ ○ ○ ○

(Intellectual Challenge) In the course, I was highly motivated to study 
the subject matter and related areas of study.

Ÿ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Additional comments (optional)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4. 학생의 몰입과 노력(Student Involvement and Quality of Effort) 
   이 수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 ○ ○ ○ ○
(Student Involvement and Quality of Effort) I was very involved and 
devoted much time and effort to this course.

Ÿ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Additional comments (optional)

 5. 변화와 성장 (Change and Development) 
   다음 네 항목 중 이 수업을 통해 얻은 학습 성과가 있으면 선택하고(다중선택 가능) 향상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following learning outcomes for this course, choose one or more and indicate your 
degree of improvement/development over the semester.

매우 향상 향상 보통
별로 

향상되지 
않음

전혀 
향상되지 

않음
Greatly 

Improved
Much 

Improved
Moderately 
Improved

Slightly 
Improved

Did not 
Improve

Ÿ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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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nd/or understanding of the field of study
Ÿ 문제 해결 및 적용 능력 ○ ○ ○ ○ ○

Problem-solving and/or ability to apply learning
Ÿ 다양성에 대한 열린 가치관과 태도 ○ ○ ○ ○ ○

Openness to diversity and different values
Ÿ 자신의 생각을 말 또는 글로 소통하는 능력 ○ ○ ○ ○ ○

Ability to communicate your thoughts through speaking/writing

Ÿ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Additional comments (optional)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6.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강의가 
   진행되었다.

○ ○ ○ ○ ○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his course was conducted without biases 
or stereotypes based on gender,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Ÿ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Additional comments (optional)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lways Usually Sometimes Hardly Never

※ 영어강의 추가 문항
This course was conducted in English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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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

Survey for Sharing Course Information

(실험(연습) 조교)

(Laboratory/Practice Teaching Assistants)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1. 만족도
(Satisfaction)

1) 이 실험(연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 ○ ○
Overall,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s were satisfactory.

2) 조교의 실험(연습) 준비는 잘 되었다. ○ ○ ○ ○ ○
TAs were well prepared for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s.

  이 설문은 연세대학교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공유되는 정보입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여러분의 
응답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는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이며, 본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동료 학생들에게는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연세공동체의 책
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This survey is designed for Yonsei community members to share course inform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Your anonymous response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help instructors improve their own courses 
and provide prospective students with valuable information. Your sincere and honest responses will be greatly 
appreciated.

총 8개 문항입니다
This survey consists of six(6) parts: Satisfaction, Feedback, Relevance to the Course Content, Student Involvement 
and Quality of Effort, Safety in the Laboratory, and Open-ended questions.

※ 선택형 문항: 각 문항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choose the one that best reflects your assessment.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개방형 문항: 선행된 질문과 관련된 의견을 간결하게 서술해 주십시오.(공란포함 140자 이내) 

   For open-ended questions, provide comments, if any, in the box provided. (maximum of 28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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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드백
(Feedback)

3) 해당되는 설문에 답하세요.
Choose the one that best reflects your assessment.

   ①-1 조교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연습) ○ ○ ○ ○ ○
(For exercise sessions) TAs responded sincerely to questions.

   ①-2 실험장비의 사용에 관해 조교의 도움을 받기 수월하였다. (실험)

(For Laboratory sessions) TAs were easy to consult while using 
laboratory equipment.

   ② 실험(연습)보고서를 적절한 기간 내에 돌려주었다. ○ ○ ○ ○ ○
TAs provided feedback for the reports in a timely manner.

3. 교과내용연관성
(Relevance to 
the Course 
Content)

4) 전체적인 실험(연습) 내용이 수업내용을 보완, 응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 ○ ○ ○ ○

Overall,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s helped me apply what I 
learned, and furthered my understanding of the course content.

4. 학생 몰입과 노력
(Student 
Involvement 
and Quality of 
Efforts)

5) 나는 한 학기동안 이 실험(연습)에 결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I missed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 _______ time(s).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None one two three 4 or 

more

○ ○ ○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5. 실험실 안전
 Lab Safety

6) 조교는 실험 시 안전 수칙을 공지하였으며 안전 관리를 하였다. ○ ○ ○ ○ ○
TAs informed students of the safety rules and managed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s accordingly.

6.개방형 질문
Open-ended 
Questions

7) 이 실험(연습)에서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What aspects of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s did you find most beneficial?

8) 이 실험(연습)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suggestions would you make to improve the laboratory/practice ses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