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235Y1: Calculus II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Nara Jung  
-한국인 교수님, 그러나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전혀 득 될 것은 없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4 Midterms + 1 Final Exam (drop 1 lowest midterm) 
-short answer and multiple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2) Lab/Tutorial/Assignments: 
- Tutorial: Yes,  
- Assignments: no 
 

Difficulty (Scale 1 to 10): 

 

7 

 

 계산이 쉽지 않음 

 튜토리얼에서 10번의 퀴즈를 보는데 높은점수의 5개만 점수에 들어감 

  

Study Tips! : 

 

 Textbook 문제들 시험 전 한번씩은 꼭 풀어보기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 문제 유형에 

적응 

 제공되는 Tutorial problems 꼭 풀기  가장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 

 Calculus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있어야함 

 원래는 course avg가 40점대였던 살인적인 코스였는데, 2010년도부터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 난이도가 꽤 많이 줄어들었음  

 Final이 많이 어려운편임. 미드텀을 쉽게내고 파이널 때 점수를 꽤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적당히 어려워야하는데, 많이어려움. 식을 세워서 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푸는 

과정도 너무 길어서 시간이 모자를 정도이고, 손을 못댈수도 있는정도.  



 

 
MAT235Y1: Calculus II 

 

Professor: Sungmun Cho 

- 교수가 한국사람임 

- 교수의 유머감각이 뛰어남, 수업이 재밌음 

- 풀이과정이 뚜렷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줌 

- 영어발음이 안좋음 

- 수업노트 안올려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4 Term Tests (45%) + 10 Quizzes (10%), Final Exam (45%) 

- All written 

- 3 Best tests will be chosen out of 4 tests 

- 5 Best quizzes will be chosen out of 10 quizzes 

- Format is similar to past exam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Quizzes: every week)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8 

● 계산은 쉬운 편 하지만 이해력이 많이 필요함   

● Quizzes 난이도는 낮지만 시간이 부족함 (10분) 

  

Study Tips! : 

  

● 수업은 꼭 들어가서 이해가 안되더라도 노트 테이킹은 꼭 하기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써줌) 

● Quizzes 는 학기초에 난이도가 쉬움. 10개중에 5개만 점수 들어가기 때문에  학기초에 5개 

백점 맞아야 편함. 



 

● 시간이 필요한 Integral 문제들은 시험보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면 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