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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교과목

면담시간

2. 교재 및 참고문헌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수시평가(%) 태도(%) 기타(%)

5% 15% 20% 20% 0% 20% 20%

5. 수강생 참고사항

○ 시각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점자교재, 확대교재 등), 대필도우미 허용

○ 지체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대필도우미 및 수업보조 도우미 허용

○ 청각장애: 대필 및 문자통역 도우미 활동 허용, 강의 녹취 허용

○ 건강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대필도우미 허용

○ 학습장애: 대필도우미 허용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대필도우미 및 수업 멘토 허용

○ 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건강장애/학습장애: 과제 제출기한 연장, 과제 제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문항 제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별도 고사실 제공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개별화 과제 제출 및 대체 평가 실시

비고 본 강의를 수강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이상의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지도교수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담당교수 심예리()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02-880-878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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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4. 강의계획 강의계획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장애학생 지원사항

강의수강관련

과제 및 평가관련

이메일로 면담 신청 (yeri.shim@snu.ac.kr) / 140-2동 303호

1. 수업목표 본 세미나는 국제개발에서의 젠더, 정치와 정책에 관한 이론적 개념과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국가, 가정,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사회 내 다양한 제도에서의 젠더관계를 이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Part 1), 여성의 정치대표성, 성·생식보건, 여성의 역량강화, 젠더와 교육, 젠더와 농업개발 등의 사례를 점검한다 (Part 2).

이메일

국제개발전공 강사 심예리 yeri.shim@snu.ac.kr

첨부파일(국문) 첨부파일(영문)

합계(%)

100%

출석 규정 :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성적은 "F" 또는 "U"가 됨(담당교수가 불가피한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기타의 비고 : This course is for GSIS students only, with priority given to DCP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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