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133Y1: Calculus and Linear Algebra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Igelfeld 

-수업 중에 자주 딴 애기를 하심 

- 조용하시고 글씨도 안 좋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4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Final Exam 50% 

- Term Test 40% (All 3 term tests are equally weighted) 

- Tutorials 10% (Only the best 10 of quizzes will be counted)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 

  

Difficulty (Scale 1 to 10): 

  

6 

 

- 고등학교 수학 같은 느낌  

- 문제들과 과제들을 열심히하면 점수가 잘 나옴 

 

Study Tips! : 

- 튜토 가서 꼭 퀴즈를 봐야됨(그 10%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함). 

- Past Test, Exam들 등등 여기 저기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꼭 몇번 해보고 시험 

들어가길. 



 
 

MAT133Y1: Calculus and Linear Algebra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th Requirements: 5 

Professor: A. Igelfeld 

-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함 (this is not going to be on the test but…) 

-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고 잘 못가르침 

Professor Rating: 4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3 Tests + Final Exam 

- Term Test = 40% 

- Quizzes = 10% 

- Final Exam = 5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6 

-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것이 많음 

-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점수 나옴 시험도 쉬워짐 

 

Study Tips 

- 숙제들은 꼭 다 풀기 

- 뒤로 밀면 밀수록 풀어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꼭 그날 풀기 

- Past Test는 꼭 다 풀기 비슷한 문제 많음 

- 문제의 요점을 찾아야함 문제에서 중요한것만 빼야함 

- Derivative와 Integral은 정말 연습을 미친듯이 해야함 

- 그냥 Tate반을 들어가는게 훨씬 좋음 

- 공식에서 variable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함 

 

 



 
 

 

MAT133Y1: Calculus and Linear Algebra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 Tate 

- 수업노트 정리를 잘해줌 

- 교수가 매우 잘 가르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Final Exam 50% 

- Term Test 40% (All 3 term tests are equally weighted) 

- Tutorials 10% (Only the best 10 of quizzes will be counted)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 

  

Difficulty (Scale 1 to 10): 

  

6 

  

● 고등학교 수학의 연장선 

●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음 

  

Study Tips! : 

  

● Textbook 문제들 시험 전 한번씩은 꼭 풀어보기 

● Past Test 적어도 10개씩은 풀고 시험보러가기 

● 수업 중에 나온 Example 만큼은 확실히 풀수 있게 공부하기 



 
  

 

 

MAT133Y1: Calculus and Linear Algebra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Tate 

- MAT133Y1 교수들 중 설명이 제일 clear하고 잘가르침 

- 칠판에 손글씨로 쓰기때문에 혹여나 늦게가서 뒤에 앉으면 노트 받아적기 힘듬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3 Term Tests (40%), Final Exam (50%) 

- Best 10 Quizzes among 13 (1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5 

● 커머스 1학년에게는 필수 과목, 그 중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을수 있는 기회 

● 난이도는 고등학교 AP Calculus 수준, Calculus를 조금 더 심화함 

● 튜토리얼에 있는 퀴즈는 기본 쉬운 문제들이니, 꼭 참석하길 바람 (퀴즈 하나당 

1%) 

  

Study Tips! : 

  

● Textbook 전체 문제가 아닌 홀수 번호만 답이 제시되있음 

● (중요!) Past Test를 여러개 풀어보고 반복하면, 시험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됨 

● Textbook에서 헷갈리거나, 나오지않은 concept도 나올수도 있으니 수업 노트도 



 

공부해야함 

● 튜토리얼이 매주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아야함 

● 고등학교 때 기본 Calculus 배운 것을 인지 하고 와야함 

MAT133Y1: Calculus and Linear Algebra 

 

Course Type: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Tate 

- 글씨 못 알아볼 수 있으니 앞자리 앉아야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Course Outline: 

- 3 Term Tests= 40% 

- Quizzes (Best 10 out of 13)= 10% 

- Final Exam= 50% 

 

Difficulty (Scale 1 to 10):  

1.5 

- 커멀스 필수 과목, 4.0 충분히 노림 

- 고등학교 수학이랑 매우 비슷함 

 

Study Tips! : 

- 택북 공부할 필요 없음 

- Past Test Blackboard에 올라오는거 다 풀어보면 시험 잘봄 

- 퀴즈 매주 최소 10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