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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271 
 
YEAR TAKEN 2020 Winter 

BR 4 

PROFESSOR Dr. Jessica Pressey 
 

교수님께서 설명을 교과서 읽듯이 하세요. 그래서 

BIO270보다는 수업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winter 

term부터 새로 오신 거로 보아 내년부터는 BIO270과목도 이 

교수님께서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 잘 

챙겨주시고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요,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길 추천합니다. 

GENERAL 
INFORMATION 

BIO270과목과 연계되는 동물생리학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두 

과목 모두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시험공부 할 때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PDF나 E-Book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별도로 영상, 음성 레코딩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신경계, 순환계, 호흡계의 원리를 배웁니다. 

GRADING SCHEME 30% - Laboratories 
5% - In Class Assignments/Participation  
30% - Mid-Term Test  
35% - Final Exam 

TEST FORMAT Mid - term: All MCs 
Final Exam: All MCs 

LAB & TUTORIAL & 
ASSIGNMENTS 

랩은 과목 수강 중 2회 있음. 회당 15% 차지. 

 • 2% for the pre-lab quiz 

Pre - Lab instruction이 올라오는데 그걸 읽어보고 4문제의 

퀴즈를 풀면 됩니다. 

 • 6% for the Pre-lab assignment 

 • 7% for the Lab assignment  

두 과제 모두 정해진 format 하에 report를 제출하면 됩니다. 

In class assignment - 5% 

매 수업시간에만 열리는 Quiz가 있습니다. 당일 강의에 관한 

퀴즈가 4~6문제 정도 나오는데 정답 여부와 관련 없이 참여만 

하면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퀴즈에 참여하려면 access cod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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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강의 시작 전에만 알려주기 때문에 강의에 가지 

않으면 퀴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COURSE AVERAGE TBD 

STUDY TIPS 매주 주 중에 Pre-Lab, Lab assignment 작성을 도와주는 Help 

room이 열립니다. 채점하는 TA들이 직접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꼭 찾아가서 피드백을 받는 걸 추천해 드려요. 

시험은 모두 MC라서 공부만 잘해가면 성적 받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암기량이 많은 과목이라 미리미리 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드텀을 어렵지 않게 출제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균점수가 65%였어요. 파이널은 랩 세션과 중간고사 범위도 

포함하니 공부시간을 더 들여야 합니다. 

ppt에 없어도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필기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이론과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문제들이 출제되니 꼭 모든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