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102H1: Social Inequality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L. Tepperman 
- 거의 슬라이드 읽는 방식으로 수업해서 지루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3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Term Tests 25% (each) 
- Final Exam 5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 
 
Difficulty (Scale 1 to 10): 
 
7 
 
l 외울 내용이 너무 방대함 
l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수업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Study Tips! : 
 
l 적어도 시험 2주전부터는 Textbook 다 읽고 정리하는거 마무리하기 
l 수업중에 나온 Example 만큼은 확실히 외우기 
l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는게 외우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됨 
l 시험전 주에 있는 Review Session (1hr) 꼭 가기 
 
 
 
 
 



	  

	  

 
 

 
SOC102H1: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al Inequalities 

Academic Year Taken: Fall 2014-2015 

Course Type: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Lorne Tepperman 

-  수업노트는 강의와 Black Board에서 참고 가능 
-  Textbook들(무려3권)을 교수가 직접 출판함 하지만 내년부턴 이교수가 안 가르친다고 들
엇음 

-  교수가 잘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슬라이드를 읽는듯한 그래서 지루함 
Syllabus: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25% each) + 1 Final Exam (50%) 
-  All multiple choice question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7 

-  리딩이 너무 많음.. 책3권 
-  공부해야할게 너무 막연함 

Study Tips:  

-  Textbook 꼭 읽기 –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음 그래서 시험보기 2주전부터 책 읽고 정리하는
게 좋음 

-  많은 학생들이 일렉코스로 많이 듣는데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음 
 



	  

	  

 
SOC102H1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Year taken: 2014/ 2015 
Professor: L. Tepperman 
Syllabus: 
1) Test format + past test: - 2 Term Tests 25% (each) - Final Exam 50%  
2) Lab/Tutorial/Assignments: None/ Yes / No 
 
Difficulty:  
7 

• 리딩 양이 어마어마함 
• 책이 3권으로 나눠져 있어 커버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섹션으로 분포되어있음 

Tip:  

• 노트 정리는 생명: 되도록이면 타이핑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한 파일에) 
• 리딩은 하루 밀리면 끝날때까지 못한다(귀찮더라도 처음부터 꾸준히) 
• 어쩔수 없는 경우엔 렉쳐는 빠지되 리딩은 제시간에 하면 진도는 꾸준히 따라갈수있다 
• 렉쳐=파워포인트 낭독시간 (리딩과 혼자 시간에 하는 노트정리가 렉쳐가는것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점) 

	  

 
 
 
 
 
 
 
 
 
 
 
 
 
 
 

 



	  

	  

  
SOC102H1 

 
Academic Year Taken: 2013/14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Lorne Tepperman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All Multiple Choice 
- Tepperman 교수는 Past test에서 문제를 많이 Recycle 하기로 유명함 
- 페테를 꼭 구해서 풀어보고 갈 것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2주에 한번 
- Assignments: Only assigned readings 
- Tepperman 교수가 아닐 경우 Online Assignments가 새로 생겼다고 들음 
 
Difficulty (Scale 1 to 10):  
6 
- Textbook reading만  제때  한다면  컨셉을  이해하기  어려운  코스는  아님  
 
Study Tips! : 
 
- Sociology를 전공하려면 SOC101Y1 코스를 하나 듣거나 SOC102H1F + SOC103H1S 두개를 
나눠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SOC102 + SOC103가 에세이가 없는 코스라서 
추천합니다. 
- Past test를 보는 것이 중요한 코스 
 
 
 
 
 
 
 
 
 



	  

	  

 

 
SOC102: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al Inequalities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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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Lorne Tepperman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 test + 1 Final Exam 

- All Multiple Choice 

- very similar to past test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mandatory but attendance is not for marks)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5 

- lecture material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흥미로움. 허나 required textbook reading의 
양이 상당히 많음. 

- 25% Term Test 1, 25% Term Test 2, 50% Final Exam 

- 모든 문제가 multiple choice이지만 문제의 양이 어마합니다. 

Study Tips!: 



	  

	  

- lecture concept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common sense로 풀수있을만큼의 시험 
난이도입니다. 

- 렉쳐 recording하시고 lecture ppt slide에 annotate 하세요 
- 직접 노트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기에 시간투자가 아까우면 타 학우들이 정리한 
노트로 복습하는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