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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필수과목이기에 0(0%)

24(100%)

     (2)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 4(17%)
     (3)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54%)
     (4)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8%)
     (5)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1(4%)
     (6) 명강의로 소문나서 4(17%)
     (7) 재수강 0(0%)
2.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1) 1/4 미만 0(0%)

19(100%)
     (2) 1/4 이상 2/4 미만 0(0%)
     (3) 2/4 이상 3/4 미만 1(5%)
     (4) 3/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 2(11%)
     (5) 거의 100%(거의 매번 출석) 16(84%)
3.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 ((1)-(3)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경우)
     (1)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0(0%)

19(100%)
     (2) 시험 때만 하였다. 1(5%)
     (3)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 1(5%)
     (4)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 16(84%)
     (5)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 1(5%)
4.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11(58%)
     (5) 매우 그러했다. 8(42%)
5. 사용된 교재,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2(11%)
     (4) 대체로 그러했다. 9(47%)
     (5) 매우 그러했다. 8(42%)
6.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4(21%)
     (4) 대체로 그러했다. 8(42%)
     (5) 매우 그러했다. 7(37%)
7.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2(11%)
     (4) 대체로 그러했다. 10(53%)



     (5) 매우 그러했다. 7(37%)
8.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질문, 면담, 게시판, e-mail)를 제공받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1(5%)
     (4) 대체로 그러했다. 7(37%)
     (5) 매우 그러했다. 11(58%)
9.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
     (1) 너무 적었다 0(0%)

19(100%)
     (2) 적은 편이었다. 5(26%)
     (3) 적절했다. 8(42%)
     (4) 많지만 할말했다. 3(16%)
     (5) 너무 많았다. 3(16%)
10.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너무 쉬웠다. 0(0%)

19(100%)
     (2) 쉬운 편이었다. 1(5%)
     (3) 적절했다. 7(37%)
     (4) 어렵지만 할만했다. 9(47%)
     (5) 너무 어려웠다. 2(11%)
11. 교수님의 강의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느슨했다. 0(0%)

19(100%)
     (2) 느슨한 편이었다. 1(5%)
     (3) 적절했다. 11(58%)
     (4) 빡빡하지만 할만했다. 4(21%)
     (5) 너무 빡빡했다. 3(16%)
12.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2(11%)
     (4) 대체로 그러했다. 8(42%)
     (5) 매우 그러했다. 9(47%)
13.  실습 또는 연습시간(TA session)은 유용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3(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6(46%)
     (4) 대체로 그러했다. 6(46%)
     (5) 매우 그러했다. 1(8%)
14.  담당조교는 유능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3(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1(8%)
     (4) 대체로 그러했다. 7(54%)
     (5) 매우 그러했다. 5(38%)

전체



기타 건의사항
- Clear, interesting, and intuitive.

- This lecture helped me to know better how economy grows in developed countries and 
emerging ones. The professor can explain everything very well. During Q&A I could not 
understand when Korean students gave questions, although I tried to guess from the 
professor's answers. I was curious but I could do nothing.

- It was a bit hard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professor's 
answers to questions because the students asked in Korean most of the time. Other than 
this, I do not have any other suggestions.

- I liked how the professor posted related research papers to read which made it easier 
to understand theories and ideologies. It helped to comprehend more easily and enrich 
understanding.

- 비즈니스 그룹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매 수업 마지막에 어떻게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강의해주시면 수강생들이 연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 The lecture gav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I think it should also 
giv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discuss with each other, or cooperate with others to 
complete a research.

-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자료로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