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M100Y1: Intro to Management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None 
 
Breadth Requirement: None 
 
Professor: John Oesch/Michael Khan 
- 수업노트는 강의와 BlackBoard참고 가능 
- 교수가 매우 지루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 1 Final Exam 
- First Midterm = All MC, Final Exam = MC + Written Exam  
-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ne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5 

 수업이 매우 주리함 

 택스북이랑 랙쳐노트 많이 읽을수록 점수가 높이 나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읽을거랑 외울게 엄청 많아요. 

 

Study Tips! : 

 

 택스북 꾸준히 읽어요 

 Definitions + Names 다 외우기! 

 Video 내용 다 외우기! 

 Past Tests 많이 풀고 가세요 

 랙쳐 슬라이드 다 외우기! 

 

 

 

 



 

 

RSM100Y1: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Rotman Commerce Prerequisite Course 

Breadth Requirement: None 

Professor: J. Oesch (Fall)/ M. Khan (Winter) 

-Oesch (에쉬)는 아주 지루함.  

-반에서 이상한 조크를 많이 하고 많이 걸어다녀서 시선이 분산이 됨 

-슬라이드에서 읽는형식으로써 반이 아주 재미가 없음 

-Khan (칸)은 반을 재밌게 하고 슬라이드 보다는 본인이 준비한걸 많이 함. 슬라이드는 그냥 

참고용 

-수업 노트가 올라옴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Oesch: 5/ Khan: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practice midterm + 1 midterm + 1 final exam 

- Multiple choice mostly and few short answer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ne 

- Assignments: Research assignments, writing assignments 

Difficulty (Scale 1 to 10) 

6 

 Multiple choice라고 하여 더 쉽다고 생각할수있지만 문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야 하는 정보의 양도 많음 

 하지만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응용이 필요한 eco나 mat보다는 훨씬 쉬움 

Study Tips: 



 

 

 교수들이 주는 슬라이드 보다는 textbook위주로 공부할것.  

 무조건 reading은 그날마다 하고 복습 그리고 정리 할것 

 Flash card가 많이 도움이 됨 (암기도움 카드 

 
 
 
 
 
 
 
 
 
 
 
 
 
 
 
 
 
 
 
 
 
 
 
 
 
 
 
 
 
 
 
 
 
 
 
 
 
 
 
 
 

 



 

 

RSM100Y1: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Rotman Commerce Prerequisite Course 
 
Breadth Requirement: None 
 
Professor: J. Oesch (Fall) / M. Khan(Winter) 
- 기본 상식적인 얘기들도 들어야되는 반면 처음 듣는 생소한 경영 단어들과 스토리에 조금 
지루할수있음 

- Oesch는 unorganized 교수로 Lecture Slides가 textbook reading이 조금 다름 
- Khan은 반면에 organize 도 잘되고 학생들의 의견, 피드백에 귀 기울이는 교수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4 (Oesch) / 7 (Khan)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December Term Tests 38%, Final Examination 50% 
- My Writing Lab 4%, Writing Assignment 6% 
- Research Requirement (one per term) 2%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  
- Assignments: Yes (My Writing Lab 4%, Writing Assignments6%, Research Requirement 2%) 
 

Difficulty (Scale 1 to 10): 

6 

 커머스 1학년에게는 필수 과목, 무조건 암기 필수! 암기에 약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음 

 Textbook, Slides, Required Reading 인지하고 암기하면 충분함, 그러나 암기 할 양이 너무 

많음 

 Research Requirement는 참여만 해도 다 점수를 줌 

 Writing Lab은 주로 영어 Grammar, Structure등을 온라인으로 제시됨. Writing Assignment는 

assigned reading에 맞춰 글을 쓰면 됨 (에세이처럼 형식적인 글 아님) 

Study Tips! : 

 

 Textbook 리딩은 미리미리, 꼭 다 읽어야함! 양이 많기때문에 나중에 다 외우려면 힘듬 

 Final Exam 은 Cumulative 가 아니기때문에 2학기 내용부터 시험에 들어감 

 Past Test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암기가 중요함 

 수업시간에 보는 slides 랑 textbook reading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에, slides에 나온것들과 

required reading도 빠지지 않고 다 읽고 외워야함 

 특히 2학기부터 수업시간에 video와 guest speakers 가 와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빠지지 않는게 좋음 (Blackboard에 올려주지 않음) 



 

 

 
RSM100Y1: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Commerce 
 
Breadth Requirement: None 
 
Professor: John Oesch and Michael Khan 
- 1학기엔 John이 2학기엔 Michael 이 가르침 
- John수업은 재미없음 하지만 교수는 시원시원하고 착함 
- Michael잘 가르치고 재미있음 participation 매우 중요시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 1 Final 
- Midterm: all multiple choice 
- Final Exam: 88 multiple choice + 2 short answer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ne 
- Assignments: Yes (One essay, one online writing lab, and two research requirements) 
 

Difficulty (Scale 1 to 10): 

7 

 1학기떄 내용은 어렵지 않음.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반복같이 보여 주의 해야함. 

 2학기때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음. 전문적인 commerce에 대해 배움  

 

Study Tips! : 

 

 writing lab는 미리미리 해두는것이 좋음.  그리 어렵지 않으나 writing lab 처음 quiz결과에 

따라 master 해야하는 skill sets (problem sets)  가 결정됌 

 Research requirements 는 게을리 해선 안됌. 얼마 안걸리고 쉬우니 둘다 가는것이 좋음 

 텍북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Multiple 문제의 대부분이 텍북에서 나옴 

 1학기때 required reading 은 그때 그때 해놓는 것이 좋음  나중에 밀리면 읽을 양이 너무 

많아짐 

 2학기때 수업내용 엄청 중요함  수업시간에 한 discussion 문제들이 final에서 short 

answer로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