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157Y1: Analysis Ⅰ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Edward Bierstone 
-수업노트는 올려주지 않으심. 수업 빠질 생각이라면 댓츠 노노 
-차근차근 기본부터 잘 가르쳐주심. 맨 처음 수업시간에 high school stuff review시간이 있어 
매우 유용하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못 하면 
굉장히 실망한 눈빛을 하신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열심히 알려주신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신다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10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3 Midterms + 1 Final Exam 
-All written 
-많은 경우 lecture나 problem sets에 나왔던 문제들이 응용되어 나온다. 딱 한 번 past test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말곤 그다지 겹치는 문제들은 없었다. 
 
2) Lab/Tutorial/Assignments: 
-Lab: None 

-Tutorial: Yes 

-Assignments: Yes (Problem sets: every week) 

Roughly 20 problem sets throughout the whole year 

 

Difficulty (Scale 1 to 10): 

8 

 들리는 풍문으로는 MAT157Y가 제일 어려운 calculus course라고 한다. 그만큼 

lecture시간에 proof를 많이 하고 다소 abstract한 concept들도 배우게 된다. 그래도 다른 

calculus course들에 비해 intellectually stimulating하다. 

 Problem sets이랑 lecture시간에 강조하시는 것들이 많이 겹친다. Problem set들 문제들이 

종종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 problem set에서 증명하라고 한 것을 다음 

problem set에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등..) 

 배우는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작 점수 따기는 쉬운 것 같다. 매 problem 

set들마다 bonus question이 있기도 하고 midterm들에서도 실수를 아예 안 하면 50점 만점에 

52점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수님이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매우 관대하시다. 무엇보다 시험에 



 

trick question이나 괜히 계산만 더러운 짜증나는 문제들이 없다. Material은 쉬운데 시험이 

뭐 같아서 점수를 낮게 받느니 material은 어렵지만 시험 자체는 괜찮아서 점수를 그럭저럭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 

 

Study Tips! : 

 lecture는 꼭 가기: you guys are paying like…how much?수업노트 올려주시고 그런 거 없다. 

그냥 가서 열심히 듣자. 

 tutorial도 가자. Tutorial 시간에 problem set 힌트들을 ta들이 마구마구 뿌려준다. 이 정도면 

안 가는 게 바보다. 

 시험 대비할 때 proof들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수업시간에 proof 많이 배우고 그래서 

걱정 많이 할 텐데 시험에는 problem set에서 여러 번 나오거나 교수님이 강조한 문제들이나 

증명들만 나온다. Problem set에 나온 문제들 열심히 풀고 별표(*) 쳐진 문제들도 꼼꼼히 다 

풀어보자 

 

개인적인 코멘트:  

MAT157Y1은 1학년 때 들었던 수업들 중 내가 제일 좋아했던 수업이다. 교수님도 정말 잘 

가르치시고, material도 재미있고, 심지어 점수까지 잘 받을 수 있으니……모두가 “woo~157…so 

hard” 이런 식으로 기피해도 겁 먹을 거 없다. 정말 수학 좋아하고 재미있으면 꼭 들어라. 두 

번…아니 두 번은 듣지 말고 한 번 들을 때 쌈박하게 잘 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