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평가지침(1시기, 2시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원리와 원칙에 따라, 1시기와 2시기 통합과목에서의 평가는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필수사항]
1.

[사전공지] 과목이 시작하기 2주 전까지 수업계획서에 평가의 주요 사항에 관한 입력을 완료한다. i

2.

[평가방법] 지식, 술기, 태도의 2개 이상의 영역을 평가한다. ii,iii

3.

[형성평가] 2주 이상 진행되는 과목에서는 형성평가를 1회(1시간) 이상 운영한다. 형성평가란 퀴즈를 포함
하여 해당 수업 시간 내에 시험 응시, 정·오답 확인, 점수 확인, 문제 풀이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
한다 iv. 반영비율은 형성평가 1회당 0%이상 ~ 5%이하로 한다. v

4.

[평가횟수] 각 과목은 총 기간에 따라 총괄평가(고부담시험)이 일정 횟수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vi 총괄
평가는 전체 성적에서 단일 시험의 반영 비율이 30%이상인 것을 지칭한다.

5.

A.

1~2주 과목: 1회(기말고사라고 지칭함)

B.

3~4주 과목: 2회(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지칭함)

C.

5주 이상 과목: 3회(최종 시험을 기말고사, 그 앞의 모든 시험을 중간고사라고 지칭함)

[성적공개] 총괄평가의 경우 시험 종료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성적을 산출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
하도록 한다. vii

6.

[이의제기] 확인한 성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은 1주 이내에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의할 수
있다. viii 적절한 형식과 절차는 과목에서 별도로 정한다.

7.

[피드백] 객관식 문항 중,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시험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문항에 대한 풀이를 제공한다. ix

[권고사항]
1.

[사전공지] 각 평가요소(출석, 시험,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지한다. x
내용이 짧을 경우 수업계획서에 포함하며, 내용이 긴 경우에는 별도의 유인물 또는 파일로 배포한다.

2.

[평가방법] 시험문항은 수업 전에 출제하여, 수업 1주 전까지 수합한다. xi

3.

[출제범위] 2회 이상의 고부담시험을 운영하는 과목에서는, 평가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반복될 수 있도록
시험문항 출제 범위를 누적한다. xii

4.

[평가횟수] 단일 평가의 반영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xiii

5.

[시험운영] CBT로 진행하는 시험에서, 시험 중 문항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문항은
성적 산출 및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xiv

xv

6.

[성적공개] 전체 점수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평균, 중간값, 점수분포 등)를 제공한다.

7.

[재교육과 피드백] 하위 10% 이하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통한 재교육을 제공한다. xvi,xvii

8.

[학업상담] 하위 10% 이하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은 과목책임 또는 지도교수에게 학업상담을 받도록
한다. xv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