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270H1 – Animal Physiology I 

 

Academic Year Taken: 2014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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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Garside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 교수님의 모노톤…. 지루해요 

-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은 하시는데 지루해요... 

- 그래도 시험문제는 straightforward!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One mid-term (30%) and one final exam (40%) all multiple choices 

 

2) Lab/Tutorial/Assignments: 

Each laboratory is worth 15% (2 labs) 

- 2% for the pre-lab quiz 

- 13% for the written laboratory assignments 

   * 6% for the pre-lab assignment 

   * 7% for the lab assignment 

 

Difficulty (Scale 1 to 10): 7 

 

Study Tips! : 

- 교수님의 문제들은 straightforward 하기 때문에 렉쳐 위주로 공부하면 

좋은점수 받으실거에요! 

- 텍스트북은 이해안가는 부분만 봐도 문제 없어요 

- 랩은 최대한 past lab 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게 좋을거에요 대충 

아웃라인을 참고하면 좋은 점수 받으실거에요 (plagiarism 은 금지!) 

- 랩어싸가 시험을 제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기! 



 
BIO270H1 – Animal Physiology I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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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s Biology)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Dr. Chris Garside 

- 열정적으로 가르치나 열정에 비해 렉쳐 진행이 빠르고 흥미가 

떨어진다.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test + 1 Final Exam 

- All Multiple Choice 

- Testing format is within the ranges of practice questions provided by the 

professor.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2 Pre labs and 2 labs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 (written assignment after every pre-lab and lab/ total of 4 

assignments) 

 

Difficulty (Scale 1 to 10): 6 

- 코스가 physiology 이다보니 알아야할 mechanism 이 많고 그에 따른 

detail 들도 외워야할 양이 미리 안하면 벅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 BIO271 에 비해 비교적 더 이해하기 쉬운 lecture topic. 

- 30% Laboratories, 30% Mid-Term Test, 40% Final Exam 

 

Study Tips!: 

- 교수의 lecture slides 가 textbook 의 내용 동일하기에, 수업에서의 교수 

설명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고 더 자세하게 나와있는 

textbook 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됩니다. 



 

- Lecture recording 은 blackboard 에 제공되지 않으며 recording 을 

통해서 복습 추천 (교수가 강의를 할떄 slide 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할때 dictate 추천)  

- Lab assignment 는 Pechenik JA 저자의 A short guide to writing about 

biology 에 나오는 guideline 으로 TA 가 체점하기 때문에 꼭 참고 

- Lab 들어가기 전에 procedures, background information, relevance to 

lecture material 숙지하고 들어가면 더 많이 배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