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101Y1: Democracy, Dictatorship, War and Peace 

Academic Year Taken: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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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Kopstein & Wong 

-Kopstein: 글이 많이 없는 슬라이드 몇 개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함. Tends to go off 

topic a lot, important to identify which points are important. 

-Wong: Student-friendly, 슬라이드에 information 이 많고 복잡한 부분들을 자세히 

집으면서 가르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MC and Essay. 페테 포맷 비슷한데 질문은 많이 다름. 리딩 어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페테 보면서 공부하면 질문들이 예상 됨. 

2) Lab/Tutorial/Assignments: 

-Tutorial: 매주 있지는 않고 에세이 due date 이나 exam 전에 있음. 코스 인롤 할 때는 

투토리얼 인롤 안 하지만 학기 시작하고 나서 blackboard 로 신청. 직접 TA 와 

시간을 정할 수 있음. 

-Assignments: 1 학기때랑 2 학기때 에세이 두 번 씀. 5 장 넘어가면 안돼서 concise 

하게 써야 함.  



 

 

 
 

Difficulty (Scale 1 to 10):  

7 

 리딩이 많은 편이라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과생으로선 

가장 배울점이 많은 코스.  

 

Study Tips! :  

 외우기보단 컨텐츠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opinion 이나 

argument 를 가지고 있어야 함. 리딩을 읽지만 말고 글쓴이가 무슨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리딩의 main argument 를 자신의 argument 에 

어떻게 apply 할지 생각하면서 읽는걸 추천. 렉처 빠지면 안됨.  

 

 

 

 

 

 

 

 

 



 

 

 
 

POL101Y1: Democracy, Dictatorship, War and Peace 

 

Academic Year Taken: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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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Political Science 

 

Professor: Professor Jeffrey Kopstein , Professor Josph Wong 

-워낙 유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내용과 수업이해도 모두 괜찮음. 

 

Course Outline : 

 

1) Test format : 
-Mid-term Exam : 15% 

-Final Exam : 35% 

 

2) Lab/Tutorial/Assignment” 

-Tutorials : 10% 

-5 page paper : 20% 

 

Study Tips! : 

 

 튜도리얼 참석은 mandatory 이고 1 년간 코스중에 paper 와 exam 의 모든 정보를 

가르쳐줌은 물론이고, 리딩과 렉쳐내용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봐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됨. 튜토리얼 중에 질문과 발표를 많이 해야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은 질문과 발표 추천. 

 5 page paper 가 두개가 있고, 토픽은 이미 정해져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생각해놓는 것이 좋음.  

 Syllabus 에 다음 렉쳐에서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 다 나와있고 리딩도 미리 

올라와 있기 때문에, 리딩은 미리 끝내 놓는 것이 좋음. 또한, 에세이 topic 도 

미리 써있기 때문에, 리딩을 읽으면서 어떤 에세이에 어떤 examples 들을 쓸 

것인지 미리 적어놓는 것이 에세이 쓸 때 도움이 됨.  



 

 

 
 

Difficulty (Scale 1 to 10):   

7-8. 

 아무래도 정치관련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리딩을 

꾸준히하고 렉쳐에서도 교수님들의 말씀을 잘 귀기울이고 렉쳐노트로 

집중해서 받아 쓴다면, 어렵지 않을 듯함. 

 비전공자들에게는 어려울 수업이지만, 전공학생들에게는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수업이라고 할수 있음. 

 

 

 

 

 

 

 

 

 

 

 

 

 

 

 

 



 

 

 

 

POL101 : Democracy, Dictatorship, War and peace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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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Simone Chambers  - 굉장히 지루함  - 강의의 핵심 단어들만 

파워포인트에 띄워주기 때문에 지루한 내용들도 놓지지 말고 노트에 담아야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Course Outline: 

1). Paper, 1500 words 

- proposal (500 words) : 10%  - First Draft (100 words) : 10%  - Second Draft (1500 

words) : 15% 

2). Mid-Term Exam : 20% 3. Final Exam: 35%    4. Tutorials : 10% 

 

Difficulty (Scale 1 to 10):  

8 

 매주 따라 잡아야 하는 리딩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말고 각 

리딩마다 주제 파악 및 컨셉들을 잘 이해 하여야 함  

 미드텀 멀티플, 에세이 모두 시험 전에 주제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양을 

다 커버 해야함. 특히 멀티플 초이스 questions들은 많은 양의 리딩에 관해 

디테일 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리딩을 철저하게 커버 해야 함.  

 에세이 questions역시 여러개가 주어주기는 하나 여러가지 political 

concepts중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 해야 할 양이 많음.   



 

 

 

 

Study Tips! :  

 교수님이 노트를 따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 설명하시는 주제 

핵심단어 1-2 개만 올려주심) 강의 를 절대 빠지지 말것. 굉장히 지루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정신차리고 노트테이킹을 놓지지 말아야 함. (나중에 

multiple choices questions 을 보고 당황 할 수 있으니 철저한 노트정리는 

필수!)  

 리딩 절대로 절대로 밀리지 말것. 서머리 필수, 다른 친구들과 summary를 

공유하면 내가 놓친 부분들을 알 수 있음.  

 튜토리얼 출석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함.  

 에세이는 티에이와의 충분한 discussions이 필수! office hours놓지지 말고 

찾아가서, 이해한 내용을 점검하고  에세이 계획을 상의할것!  

 문법 하나 하나 점수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peer editing은필수! 

꼼꼼하게 어느 실수 하나 놓치지 말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