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Spring Semester Evaluation Results

◈ Course Title : Computer programming

◈ Course Number : GS1401 ◈ Class : 01 ◈ Instructor : Kin Choong Yow

Evaluation Results

1.Evaluation

Number of Registered Students : 27 Number of Evaluators : 23 Percentage : 85.19%

Totla Sum : 4.17 Rank : 46/90

2.Table

Evaluation item Mark Total
Avg.

Dept.
avg.

Course Evaluation Results Satisfaction
(%)Avg. Variation Minime Maximu

Ⅰ.강의 전반에 대한 수강생 의견 조사 5 4.07 4.08 4.09 0.69 2 5 81.74

Ⅱ.강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한 수강생 의 5 4.19 4.19 4.24 0.55 1 5 84.78

종합결과 5 4.14 4.14 4.17 0.57 1 5 83.40

※ Students' Opinion of Courses and Teaching: Enclosed

2016-08-10

Dean of Academic and Student Affairs



NO 답변내용

1 킨춘

2 컴퓨터 프로그래미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침
3 조교님

4 의견 없음

5
오피스를 거의 매주 갔는데 갈때마다 친절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셨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하신다.

6 영어강의인점이 어렵다. 하지만 ppt만 잘 보면 되서 좋았다
7 없음

8 없습니다.
9 어려워용

10 숙제의 부담이 없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갖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1 수업이 끝나고 코딩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12 printf("best professor ever");
13 good
14 PPT is very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15 ;
16 1.수업후에 직접 프로그래밍 할 시간이 주어져서 수업 때 마다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2.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보완할 점이나 교수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are areas of improvements in this course? What suggestions would you make to the Professor?)

NO 답변내용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 의견 없음
3 없음

4 없음

5 없음

6 없습니다.
7 없습니다.
8 없습니다

9

숙제와 multiple choice를 다시 살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multiple choice조차 없애버리니 프로그래밍을 원래 잘하는 애들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차이가 더 늘어나버린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homework을 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작년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한거니 숙제를 좀 쉽게
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10 딱히 없음

1. 이  수업은 어떤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추천한다면, 혹은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do you think are the positive points about this course? Will you recommend other students to take 

this course and what are your reasons?)



11

교수자는 지식전달에 열의를 보이긴 하였으나 지식 전달 과정에서 학습자가 배울 내용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데 미숙하였다. The professor showed enthusiasm to teach things, but was poor at 
telling what the students can do after the lecture.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배우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단 지식을 교육받았고, 그 뒤에야 그것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되었다. 진도를 
나가기 이전에 앞으로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걸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하여 학생들의 열의를 돋운다면 더 
좋을 것 같다. In other words, the students actually didn't  know the reason and the purpose of the everyday 
lecture, and after the lecture they now could understand the usefullness of the content. I suggest the professor to 
teach and make the student feel how today's content is useful and how it is applicable in 'real' world,

또한, 수업을 다 듣고나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게 아니라 수업 중간중간에 실습을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

12
교수님보다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데, 교수님과도 얘기했듯이 컴프도 교수충원이 되어 고급컴프, 일반컴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13 good

3. 기타 , 수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Please write freely if you have any other comments)

NO 답변내용

1 한 학기동안 감사했습니다.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3 이번에 바뀐 체제 덕분에 부담없이, 스트레스 받지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견 없음
5 없음

6 없음

7 없음

8 없습니다.
9 없습니다

10 시험 장을 c 104호 로 하니 불편함

11
수업이 이해가 정말 잘가서 좋았습니다. 항상 포인터가 이해가 안갔는데 영어로 들어도 이해가 갈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good



2016 Spring Semester Evaluation Results

◈ Course Title : Computer programming

◈ Course Number : GS1401 ◈ Class : 02 ◈ Instructor : Kin Choong Yow

Evaluation Results

1.Evaluation

Number of Registered Students : 30 Number of Evaluators : 24 Percentage : 80.00%

Totla Sum : 4.18 Rank : 45/90

2.Table

Evaluation item Mark Total
Avg.

Dept.
avg.

Course Evaluation Results Satisfaction
(%)Avg. Variation Minime Maximu

Ⅰ.강의 전반에 대한 수강생 의견 조사 5 4.07 4.08 4.05 0.52 2 5 81.00

Ⅱ.강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한 수강생 의 5 4.19 4.19 4.29 0.49 2 5 85.70

종합결과 5 4.14 4.14 4.18 0.48 2 5 83.56

※ Students' Opinion of Courses and Teaching: Enclosed

2016-08-10

Dean of Academic and Student Affairs



NO 답변내용

1 학습 자료 pdf 파일이 예습 및 복습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 추천한다 정말 유익하고 좋은 수옵이다.

3
좋았는데, 다만 중간고사 이후로 갑자기 어려워짐ㅠ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것 같음. 비단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ㅠㅠㅠㅠ

4 자료가 좋음. 교수님께서 중간 전까지는 천천히 친절히 설명을 잘 해주심.
5 없음

6 없음

7 없음

8 없음

9 수업에서 제공해주시는 ppt의 내용이 정말로 좋습니다. 수업 전후 혼자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 수업 ppt가 설명이 잘 나와있고, 예시도 많다
11 만족합니다.
12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주신다.
13 교수님이 매우매우 친절하시다
14 professor Yow ! I really happy to attend your course. See you later !
15 computer programming is too difficult for me
16 The lecture was informative, but computer programming itself was really difficult to understand.

17
I think the class has become much nicer than last year's.(No HW & Easier exam format) But if lecture ppt 
became more readable and understandable, it would be much better.

18 His class is reaaaally good!!! When I tried to concentrate on the lecture, I could understand well.
19 He is very kind!

2.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보완할 점이나 교수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are areas of improvements in this course? What suggestions would you make to the Professor?)

NO 답변내용

1 컴프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에요ㅠㅠ
2 없음

3 없음

4 없음

5 없음

6 없음

7 없습니다.
8 없습니다

9 없다.
10 없다

11 기말 이후 진도조절이 잘 안되었고, 수업이 많이 없었다.(휴강&일찍 끝냄.)
12 ㅁ

13 Nothing.

14
I think it is not sufficient to understand the programming by only lecture and reci. I think homework should be 
needed.

15 I like your class

1. 이  수업은 어떤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추천한다면, 혹은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do you think are the positive points about this course? Will you recommend other students to take 

this course and what are your reasons?)



16 2
17 1

3. 기타 , 수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Please write freely if you have any other comments)

NO 답변내용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5 없음

6 없음

7 없음

8 없습니다.
9 없습니다

10 없다.
11 없ㅇㅁ

12 교수님은 더 잘 알려주고 싶어하시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한탓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했다.
13 ㅁ

14 everything was good
15 Thank you!
16 3
17 1



2016 Spring Semester Evaluation Results

◈ Course Title : Computer programming

◈ Course Number : GS1401 ◈ Class : 03 ◈ Instructor : Kin Choong Yow

Evaluation Results

1.Evaluation

Number of Registered Students : 29 Number of Evaluators : 29 Percentage :
100.00
%

Totla Sum : 4.17 Rank : 47/90

2.Table

Evaluation item Mark Total
Avg.

Dept.
avg.

Course Evaluation Results Satisfaction
(%)Avg. Variation Minime Maximu

Ⅰ.강의 전반에 대한 수강생 의견 조사 5 4.07 4.08 3.99 0.61 1 5 79.86

Ⅱ.강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한 수강생 의 5 4.19 4.19 4.31 0.44 2 5 86.20

종합결과 5 4.14 4.14 4.17 0.45 1 5 83.32

※ Students' Opinion of Courses and Teaching: Enclosed

2016-08-10

Dean of Academic and Student Affairs



NO 답변내용

1 컴퓨터프로그래밍을 쉽게배울수있음. 발음만 유의

2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각종 기초 기술들을 원리와 함께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과제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신 것 또한 수강 기간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친절한 설명
4 추천합니다. 정말 수업이 최고예여
5 추천. 쉽게 이해됨

6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주셔서 좋았습니다.

7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8 없음

9 없음

10 없음

11 쉽게 바껴서 매우 좋았어요
12 수고하셨습니다.
13 무

14 기본적 내용을 잘 전달 받음
15 교수님께서 성실하시며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신다.
16 x
17 i love it
18 good

19
I think your computer programming class is great and helpful but your class is little hard. So, I recommend good 
programmer tp take this class.

20
1.좋았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교수님이 친절하시다
2.처음컴퓨터프로그래밍을 접하는 학생people who learn computer programming first time, it was difficult class
3.Thank you for good lecture

2.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보완할 점이나 교수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are areas of improvements in this course? What suggestions would you make to the Professor?)

NO 답변내용

1
초반의 느린 진도와 적은 분량에 비해 후반 지나치게 많은 분량이 몰려있고 진도도 너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ㅠㅠ 초반 진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나가고 후반 진도를 조금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

2
종강을 일찍하기 보다 포인터 부분부터는 실제로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같이 해보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이 좋겠음

3 없음

4 없음

5 없음

6 없음

7 없음

8 없다

1. 이  수업은 어떤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추천한다면, 혹은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do you think are the positive points about this course? Will you recommend other students to take 

this course and what are your reasons?)



9

시험을 체점하고 나눠주는 시간에 오용 박사님이 시험문제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내면 점수를 올려주었는데, 
이미 제출하고 끝난 시험을 그 자리에서 다시 푼다고 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검색이나, 시험 후 친구들끼리 정보공유를 통해 답을 알았을 텐데, 시험지를 배부할때 틀린 부분 
고친다고 해서 점수를 줘버리면 너무 점수가 높아지고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11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요!
12 무

13 그 전보다 쉬워져서 괜찮았던것 같다. 숙제가 없어서 좋았다
14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ㅠㅜ 그냥 어려운거에요 교수님은 좋으셔요
15 x
16 x
17 good
18 This class is difficult to me, so more example make class more comfortable.
19 Proffesor, You are angel and I DO LOVE YOU!! Thank you for teaching me.

3. 기타 , 수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Please write freely if you have any other comments)

NO 답변내용

1 종강 일찍하는 것 보다 더 천천히 나가주시지 그러셨어요 ㅠㅠ
2 없음

3 없음

4 없음

5 없음

6 없음

7 없음

8 없음

9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수업이 참 쉽고 재밌습니다!
11 수고하셨습니다.
12 무

13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렵다
14 감사합니다

15 x
16 x
17 ddddd

18
Professor, thank you for your lecture during this semester. I hope to meet you again and become better student 
to you.

19 I didn't use union ever..
20 Exam, and class both are so hard for a beginer, which make lose my will.
21 ,//설문조사 포맷이 설명도 없이 너무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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