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2학기 노동경제학연구-이철인

설    문      내    용 결과 전체
1.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필수과목이기에 2(33%)

6(100%)

     (2)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 1(17%)
     (3)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50%)
     (4)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0%)
     (5)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0(0%)
     (6) 명강의로 소문나서 0(0%)
     (7) 재수강 0(0%)
2.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1) 1/4 미만 0(0%)

6(100%)
     (2) 1/4 이상 2/4 미만 0(0%)
     (3) 2/4 이상 3/4 미만 0(0%)
     (4) 3/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 1(17%)
     (5) 거의 100%(거의 매번 출석) 5(83%)
3.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 ((1)-(3)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경우)
     (1)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0(0%)

6(100%)

     (2) 시험 때만 하였다. 0(0%)
     (3)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 3(50%)
     (4)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

의 하지 않았다. 2(33%)

     (5)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 1(17%)

4.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6(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1(17%)
     (4) 대체로 그러했다. 3(50%)
     (5) 매우 그러했다. 2(33%)
5. 사용된 교재,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6(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1(17%)
     (5) 매우 그러했다. 5(83%)
6.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6(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3(50%)
     (5) 매우 그러했다. 3(50%)
7.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6(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4(67%)
     (5) 매우 그러했다. 2(33%)
8.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질문, 면담, 게시판, e-mail)를 제공받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6(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1(17%)
     (4) 대체로 그러했다. 3(50%)
     (5) 매우 그러했다. 2(33%)
9.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
     (1) 너무 적었다 0(0%)

6(100%)
     (2) 적은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2(33%)
     (4) 많지만 할말했다. 4(67%)
     (5) 너무 많았다. 0(0%)
10.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너무 쉬웠다. 0(0%)

6(100%)
     (2) 쉬운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0(0%)
     (4) 어렵지만 할만했다. 6(100%)
     (5) 너무 어려웠다. 0(0%)
11. 교수님의 강의 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느슨했다. 0(0%)

6(100%)
     (2) 느슨한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1(17%)
     (4) 빡빡하지만 할만했다. 5(83%)
     (5) 너무 빡빡했다. 0(0%)
12.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6(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3(50%)
     (5) 매우 그러했다. 3(50%)
13. 실습 또는 연습시간(TA session)은 유용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3(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2(67%)
     (4) 대체로 그러했다. 1(33%)
     (5) 매우 그러했다. 0(0%)
14. 담당조교는 유능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4(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3(75%)
     (5) 매우 그러했다. 1(25%)

전체

기타 건의사항
-Very informative / Maybe a bit more feedback on assignments would be great.
-The course is appropriate for graduate class. Combining theory and application by 

reviewing published journal, inspiring students to the new idea that help in writing 
their research.

-Broad interview+ / Many papers+ / Interesting topics+ / Sometimes too fast (paper 
presentation). It is better to use the blackboard than the computer.

-Hand back the corrected problem s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