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설문 응답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설문 응답
전 반드시 읽어 보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 전에 해당 문항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여 충분히 생각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15 번

내용
성적(평점평균)표기는 우리대학 학칙을 준거하여 답변함
① A+~A0
② B+~B0
③ C+~C0
④ D+이하

17 번

①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대략 어느 길로 가려고 한다(대학원 진학, 기업입사, 고시
또는 공무원 공부 등)는 계획이 있다면 추후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결정한 것과 같음

② 현재 진로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상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봄
22 번

수업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학교에 등교/방문한 일 수 포함

24 번부터

답변 해당기간은 2018-1 학기내이며, 아래의 기준으로 답변 함
① (전혀 안함) 한번도 안함, ② 1 회라도 했음, ③ 2~3 회 했음, ④(매우 자주) 4 회 이상

24~29 번

수업 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활동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답변함

25 번-①

‘토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토론하자고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음을
감안하여 답변함

27 번-④,⑤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수업, 사회문제 등에서의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이 강ㆍ약점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거나, 타인과의 의견 교환, 토론 등을 하였는지 생각하고 답변함

31 번

지도교수와의 상담,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상담, 온라인(SNS, 이메일 등) 상담 등을 모두 포함하여
답변함

32 번

① 대부분의 교수는 수업 첫 시간에 수업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설명하므로 수강정정하여 두 번째
시간부터 들어갔다면 첫 시간에 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②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강의하지 않고 강의계획서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체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
③ PPT, 유인물, 판서 등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와 그림을 필요할 때마다 제시하였는지
생각하여 답변함
④ 학생들이 담당교수에게 보고서 초안이나 수행 중 과제를 피드백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거절하였다면 (거의 없음)이고, 담당교수가 피드백 해줄 테니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이 피드백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면 (거의 없음)으로 답변할 수 없음
⑤ “신속하고 자세한”이 아니더라도 피드백을 주었다면(거의 없음)으로 답변할 수 없음

34 번

본인이 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 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거나 학교 공지사항, 안내자료 등을 통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답변함
- 본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업훈련센터 등을 운영하고, 다수의 프로그램도 매 학기 시행하고
있음

36 번

괄호안의 예시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활동을 한 경험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답변함

39 번-①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이라는 3 대교육이념과 자기형성인, 창의도전인, 나눔실천인 이라는
대학의 인재상 부분을 알고 있는지 생각하고 답변함

39 번-③

ACE+사업, 특성화사업 선정 등으로 인한 평판도, 명성을 고려하여 답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