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중간 강의평가 실시 안내
교무처 학사팀(2019.03)

중간 강의평가 시행 유의사항

1. 강의평가 기간 및 방법 : 2019.04.01(월) 13:00 ~ 4.12(금) 23:59 / 「포털(HY-in) - 내강의실(My Home)」 에
서 실시
2. 내강의실에서 수강 과목의 중간 강의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과목명 옆 강의평가 버튼 생성)하고 평가 실시 및 저장
(수강한 강의평가 대상과목 전체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3. 평가문항 국문/영문 선택 가능(포털 로그인 시 해당 국가언어 선택)
4. 강의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본인이 평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5. 중간 강의평가 개선 문항 적용
※ 강의평가 제도 개선에 따라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간 강의평가가 시행되고, 강의평가 문항이 개선·변경 되었습니다.
평가문항은 수업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설문 형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한 학기 강의평가 2회 시행 _ 이번 중간 강의평가 외 오는 6월에도 「기말 강의평가」 가 별도로 시행됩니다.
※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포털(HY-in)에서 성적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 강의평가 문항 개선 안내
1. 개요 : 객관식 평가문항 최소화, 정성평가(주관식 설문) 위주 평가문항으로 변경
2. 개선 사항
1) 세부 수업목표 문항 제외(기말 강의평가에만 시행)
2) 수강생 실제 의견을 청취 (수업준비 및 과정에 대한 주관식 설문 시행)
3) 종합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객관식 척도로 확인
4) 인권침해 관련 차별적 요소 설문 문항 개선
3. 적용 시기 : 2018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부터 시행.

강의평가 대상강좌 _ 2019학년도 1학기 개설된 전체 과목
1. 중간 강의평가 : 옴니버스 강좌 등 일부 제외
2. 기말 강의평가
- 옴니버스 및 팀티칭 강좌 : 7주 이상을 담당한 교강사에 한하여 교강사별 각각 개별 평가
- 이론+실습으로 이루어진 과목은 「이론 강좌」 부분만 평가

중간 강의평가 결과 활용
1. 학기 중간 수강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수-학생 간 상호소통 및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개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와 같이 중간 강의평가의 평가 및 설문 결과는 교육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방법

1. 경로 _ 한양대학교 포털(HY-in) >> MY홈 >> 내강의실 >> 학기-수업조회 >> 강의평가
2. 강의평가 방법 _ 본인이 수강하는 각 과목별 강의평가입력을 선택(버튼 클릭)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저장
※ 문의 : 서울캠퍼스 학사팀 / 소속 대학(원) 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