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M138H1: Introductory Organic Chemistry I 

 

Academic Year Taken: Fall 2014-2015 

Course Type: Chemistry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r. Andy Dicks 

- 수업노트는 강의와 Black Board에서 참고 가능 

- 교수가 잘 가르침 

Professor Rating: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 1 Final Exam 

- Some multiple choices and written question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Yes (3 hours each) (20%: lab report included)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 (Lab report) 

 

Difficulty:  
8 

- Tutorial때마다 퀴즈(일주일에 한번씩 - 6%) 

- 계산도 쉬운 편이고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됨! 

 

Study Tips! :  

- 시험보기 전엔 past test들 꼭 풀기 (비슷한 문제들 나올수도 잇음) 

- 기본 formula들은 꼭 외우기!! (문제들 많이 풀면 저절로 외워짐) 

- 최대한 많이 문제들 풀어보기! 

 

 

 

 

 

 

 

 

 

 

 

 



 
CHM138H1: Introductory Organic Chemistry I 

 

Academic Year Taken: 2014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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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1) Dr. Andy Dicks 

- 이해하기 쉽게 가르침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 렉처를 꼭 가야함 (파워포인트 노트 빈칸을 채우려면) 

- 시험 난이도는 적당한 편 

 

2) Dr. Scott Browning  

- 시험 최고 난이도로 유명한 분 

- 가르치는 스타일은 친근한 편 

 

3) Professor Datong Song 

- 수업 스타일이 좀 지루한 편 

- 수업에서 문제들을 같이 많이 풀어보는 편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1) Dr. Andy Dicks: 8 

2) Dr. Scott Browning: 6 

3) Professor Datong Song: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2 Midterms + 1 Final Exam 

-MC and short answers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20%  Pre & Post lab + lab quiz 

- Tutorial: Yes  tutorial quiz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8 

 시험들이 난이도가 있음 

 코스 내용 (organic chemistry) 자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접해보지 못한 

내용 

 랩들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짐 



 

 Past test 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항상 예외가 존재함  

 

Study Tips! :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기  컨셉 이해 만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함 

 외워할 내용들 (i.e. mechanism) 모두 완벽하게 외우기 

 튜토리얼은 빼먹지 말고 가기 ** 퀴즈를 랜덤하게 봐서 어느 날에 볼지 

모름** 

 Lab 전 pre-lab 은 꼭 해야 함!  

 lab quiz 내용 포함 

 lab procedure 를 이해하고 가야 시간 안에 랩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음 

 Post-lab report 는 최대한 꼼꼼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TA들이 점수를 깎음  

(선배들 예전 리포트들 참고 추천) 

 

 

 

 

 

 

 

 

 

 

 

 

 

 

 

 

 

 

 

 

 

 

 

 

 



 
CHM138H1: Introductory Organic Chemistry I 

 

Academic Year Taken: 2014F 

 

Course Type: Organic Chemistry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Professor Andy Dicks; Professor Scott Browning; Professor Datong Song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Dicks – 7 

Browning – 9 

Song -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either both 12.5% or both 20%) + 1 Final Exam (either 50% or 

35%) 

- Part multiple choice, part short answers (around 70 marks total) 

- Easy to find past tests oFormat similar to past tests but difficulty changes 

every year  

- Tutorials: 5% (best 3 out of 4 quizzes) 

- Lab: 2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yes + pre- & post- lab + lab quiz 

- Tutorial: yes + tutorial quiz 

- Assignments: none (except pre- & post- labs) 

 

Difficulty (Scale 1 to 10): 

6.5 

 교수들이 정말 잘 가르침. 수업가면 점수는 나옴 

 새로운걸 많이배워서 힘들다 

 

Study Tips! : 

 

 연습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GO TO CLASS  

 Note Taking 에 습관을 들이세요 

 TLS 가면 도움이 많이됩니다 



 
CHM138H1: Introductory Organic Chemistry I 

 

Course Type/ Breadth requirement: Organic Chemistry / 5 

 

Year taken: 2014 Fall 

 

Professor: 

 Dr. Andy Dicks: rating – 9 

 개인적으로 일학년 교수중 제일 좋아했던 교수! 

 정말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잘가르침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지만 많이 비어있어 수업은 꼭가야함 – 

어떤컨셉이 중요한지도 수업에서 알려주고 파워포인트엔 없는 

문제들도 수업에서 풀어봄 

 위트있고 도움필요할때도 정말 친절하게 잘도와줌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시험이 어려운편 – 하지만 잘하면 

이메일도 보내주고 응원많이 해줌 

 Dr. Scott Browning: rating – 8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시는분 – 좀귀여움 

 하지만 이코스만큼은 많이 아끼는듯함! - 세밀하게 잘가르치고 

최대한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함 

 컨셉들이 갑자기 많이 어려워지고 파워포인트에 추가할 노트도 

많으니 수업에 꼭가야함 – 따로 문제도 같이 많이 해줌 

 이분 시험이 더어려움 

 Professor Datong Song: rating – 5 

 앞두교수들이 너무 잘가르쳐서 그런지 많이 비교가됌 

 수업이 재미없고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이라 졸림 

 하지만 도움은 정말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수업에서 문제들을 

엄청 많이 풀어봄 

 이그젬은 이교수가 거의 다쓰기때문에 수업에서 풀어보는 

문제들이 중요함! – 시험 문제 난이도는 수업문제들보다 조금 

어려운정도?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2 Midterms (either both 12.5% or both 20%) + 1 Final Exam (either 50% or 

35%) 

o Part multiple choice, part short answers (around 70 marks total) 

o Easy to find past tests 

o Format similar to past tests but difficulty changes every year 

 Tutorials: 5% (best 3 out of 4 quizzes) 

 Lab: 20% 

 

2. Lab/Tutorial/Assignments: 

 Lab: yes + pre- & post- lab + lab quiz 

 Tutorial: yes + tutorial quiz 

 Assignments: none (except pre- & post- labs) 

 

Difficulty: 7 

 랩과 튜토,퀴즈 이런건 쉽지만 시험들이 어려운편 

 Test format은 매년 비슷해서 무슨 문제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되나 

molecule 들과 mechanism 은 매년 달라져서 결국엔 past test 만 

푸는걸로만으론 안됌 

 

Study Tips!: 

 교수들 파워포인트 스타일이 다많이 달라 교수바뀔때 좀헷갈리지만 

빨리 익숙해지는게 중요 

 TLS Seminar 를 꼭가라하지만 복습 제때하고 시험전에 노트만들면 

굳이 갈필요는 없다 생각함 (텀테원은 공짜니 공짜는 가기!!) 

 컨셉 이해도 중요하지만 외우는것도 은근히 많음! 특히 

이그젬때는! - 기본상식부터 mechanism 하나하나 다나옴 

 튜토 question 올라오는거 텍스북꺼 튜토에서 하는거 둘다 꼭 

풀어보고 수업노트 텍스북 참고해서 노트만들어서 외우기! 

 페테들 많이 풀어보기! 

 튜토퀴즈는 랜덤이니 튜토는 꼭매주가기! - TA 잘만나면 review 도 

제대로 해줘서 도움도 많이됌 

 퀴즈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않으나 문제 예상하기 어렵고 part mark 가 

없어서 틀리면 점수가 뚝뚝떨어짐 

 튜토 questions 풀어보고 이해하면 퀴즈는 괜찮을듯 



 

 프리랩은 꼭미리미리하기! 은근 길어 시간많이 뺏김 

 포스트랩은 매년 문제들이 비슷하니 선배들꺼 참고하기! 

 랩퀴즈는 프리랩을 제대로하면 다풀수있는 문제들이니 프리랩 

열심히하기! 

 랩이랑 텀테들이랑 weighting 이 비슷하니 랩에서 방심하지말기 

 학기 끝날때쯤 Course Review Survey 같은거 보너스 점수주니 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