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Y151H1: Foundations of Physics I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Phys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aniel James 
- 교수님이 활기차게 수업진행을 잘하심! 
-교수님의 착한 얼굴만 믿고 시험을 보면 안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25%) + 1 Final Exam(50%) 
-all written 
- past tests all provided by professor 
 
2) Lab/Tutorial/Assignments: 
- Practical(15%): 3 hours of lab(2 hours)+ tutorial(1 hour) for every week – 프랙티컬을 할 때 네명씩 
pod를 정해줘 한꺼번에 점수가 매겨짐 
- Assignments: Yes – weekly problem set(10%) 
 
Difficulty (Scale 1 to 10): 

8 

 시험에서 아는 문제를 먼저 풀려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맨 뒷장으로 옴 

 랩 점수를 깐깐하게 줌 

  

Study Tips! : 

 

 교수님이 잘 가르치시니 수업을 들어가면 분명 큰 도움이 됨 

 시험범위가 작년 제 작년 계속 바뀌어 페태를 다 풀어 봐봤자 소용이 없음 (for midterm only) 

 Equation formula가 주어지는 만큼 모든 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함 

 이왕이면 python(코딩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 가는 것이 좋음! 시험에도 꼭 한 문제씩 나옴 

  



 

 

 

PHY151H1: Foundations of Physics Ⅰ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aniel James 
-수업노트는 올리지 않으신다 
-교수님이 정말 재미있으시다. Demonstration도 많이 하시고 유머감각도 좋으시다. 
(트레이드마크는 lab coat에 노란색 yoyo)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9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 + 1 Final Exam 
-All written 
-Format is really similar to past tests 
 
2) Lab/Tutorial/Assignments: 
-Lab+Tutorial = practical : yes 

-Assignments: Yes (Problem sets: every week) 

 

Difficulty (Scale 1 to 10): 

7 

 기본적인 역학이라 익숙한 material이다. 맨 처음에 special relativity를 배우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practical 때도 

연습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우면 괜찮다. 

 assignment는 쉽다. Practical 첫 시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들을 다같이 푸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숙제 문제들이 이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랑 매우 흡사하다. 

 

Study Tips! : 

 lecture, practical 모조리 가기. Lecture야 어차피 노트가 올라오지 않으니 가야 할 

것이고(교수님이 워낙 재미있으셔서 지루하지도 않다) practical은 lab 점수도 있을 뿐 더러 

숙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 꼭 가도록 하자. 

 



 

 

 

 

 textbook 문제들 시험 전에 풀어보기. Mazur textbook이 visualization도 잘 되어 있고 

예제들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다. 연습 차원에서 잘 풀어보도록 하자. (홀수 번호들은 

답들도 다 있다) 

 시험 대비를 위해선……practical 시간에 푼 문제들+assignment 문제들+past test (반복되는 

것들도 꽤 많다) 이렇게 쭉 풀어보면 you’re pretty much all set. 

 Don’t be afraid of asking questions! Get to know your Prof. 질문하면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시듯이 정말 열심히 알려주신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해보자. 

 

개인적인 코멘트:  

이 코스를 듣는 사람들이면 십중팔구 물리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기본적인 

역학 이외에도 special relativity도 배우고 흥미로운 material들을 배우게 되니 마음껏 

기대해라!!교수님이 재미있는 demonstration도 가져와서 설명해주시니 물리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점수는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키면서 (lecture, practical 가고 숙제 꼬박꼬박 하고) 듣고 

past test들 열심히 풀어보면 웬만해서 잘 나올 것이다. 물리 입문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과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