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136H1S: Calculus 2 
Academic Year Taken: 2015 Spring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Anthony Lam 
- 열정적으로 가르침 
- 개인적으로 수학 교수들 중에 최고 
- 시험 문제 담당 교수님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 (30%) + 1 Final Exam (65%) 
-MC and short answers 
-Format is very similar to past tests. .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5%  tutorial quiz (best 5 out of 6)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8 

 

 MAT135 코스와 다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감 

 처음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편 

 튜토리얼 퀴즈는 난이도 낮음 

 

Study Tips! : 

 

 **Past test 많이 풀어보기!**  test format 이 매우 비슷함 

 외워야 하는 부분들 (convergence/divergence test) 완벽히 외우기 

 

 

 

 

 

 

 



 

 
MAT136H1S: Calculus 2 

 

Professor: Anthony Lam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30% each) + 1 Final Exam (65%) 

o Multiple choice + short answers 

o Past tests available 

o Format very similar to past tests but final question on tests always very different and difficult 

- Tutorial: 5% (best 5 out of 6 quizze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s: no 

- Assignments: no 

- Tutorials: yes 

  

Difficulty (Scale 1 to 10): 

  

6 

  

● 고등학교때 AP AB Calculus와 BC Calculus를 들었다면 쉬움. 보통 12학년level이랑은 

차원이다름. 

● 시험이랑 파이널은 연습문제보다 X5배 어렵게 나옴. 

● 튜토리얼 퀴즈는 쉬움 

● Integral이랑 series and sequences배움. 

  

Study Tips! : 

  

● 미리미리 연습하고 문제들 풀어보면 시험볼때 더 준비가 잘되있을꺼에요 

● 질문있을땐 Office hour찾아가기 

● Textbook에 빨간 문제 (challenge problems) 풀어보기 

● 튜토리얼 가서 질문하고 퀴즈보기 

 

 



 

  

 
MAT136H1S: Calculus 2 

 

Professor: 

– 8 

o 열심히 잘가르침 

o 수학교수들이 많지만 그중에 최고 – 시험도 이분이 여태껏 써왔기에 가장 코스에 대해 

잘아는거같음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Midterm (30% each) + 1 Final Exam (65%) 

o multiple choice + short answers 

o Past tests available 

o Format very similar to past tests but final question on tests always very different and difficult 

 

 

2. Lab/Tutorial/Assignments: 

 

 

 

  

Difficulty: 

8 

텀테후엔 렉쳐가는거 추천 – 수업은 쉽지만 시험이 어려우니 기본부더 잘배워두기! 

배웠어도 또 가서 배우기!! 

튜토퀴즈는 멀티플이고 난이도도 낮아 정말 쉬움 

랑 비교안되게 어려움 – 첫몇문제는 쉬우나 끝으로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고 정답에 

확신 없게 됨 

들 꼭잘외워두세요 

 

Study Tips! : 

텀테 끝나고 나서부턴 수업가기!! 그후부턴 기본부터 아는게 좋을듯 

수업을 결국엔 안갔다면 TLS Seminar가는거 추천! 

들도 달달외우고 써보기!! 어느상황에 뭘써야되는지 바로 



 

알아야함 

페테들 많이 풀어보기!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거 추천 

o 해도 잘모르겠는 문제들은 텍스북에서 쉬운문제들부터 다시 풀어보기 

랑 비슷할꺼 같다고 게으름피우고 코스를 시험전까지 잊고 있으면 안되는거같아요. 

생각보다 확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심하면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