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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Avi Cohen (7/10) 
교수님이 쉽고 이해 잘가게 잘 가르치시는데 점수가 좀 짠편이에요.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데 연락 답장이 느려요. 이번 코로나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시스템 

문제 때문에 피해 입은 학생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메일 답을 안해주시거나 엄청 

늦게 해주셨어요.  

GENERAL 
INFORMATION 

비교적 쉬운 코스에요! 하지만 온라인이어서 혼자 페이스 조절 잘 해야해요. 

렉쳐가 은근 길지만 주말에 시간 날때 두시간 정도 집중해서 투자하면 밀리지 

않을거에요. 시험도 굉장히 공평했어요. 하지만 1 년 짜리 코스라서 중간에 

드랍한다면 피해가 좀 클거에요. 오프라인도 있는데 오프라인은 과제가 한두개 

없는 대신 시험이 1 개 대신 4 개에요. 만약 시간 투자 줄이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추천 드려요. 그리고 교수가 직접 쓴 텍북을 사라고 하는데 만약 CR/NCR 

생각중이시고 BR 만 채우시려면 굳이 필요는 없어요. 이 코스는 이콘 전공보다 BR 

채우는 쪽으로 쓰시거나 궁금해서 이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 드려요. 

GRADING SCHEME 오프라인: 
Warm-Up Exercise and Survey 2% 
MyEconLab Quizzes 9% 
Test 15% each, 4 total 
Article Abstract Exercise 5% 
Op-Ed Assignment 14% 
Final Exam 25% 
온라인: 
Warm-Up Exercise 2% 
MyEconLab Quizzes 12% 
Midterm 20% 
Article Abstract Exercise 6% 
Op-Ed Assignments 15% each, 2 total 
Final Exam 30% 

TEST FORMAT Some MC some short answer 

LAB & TUTORIAL & 
ASSIGNMENTS 

튜토리얼은 옵셔널이고 오프라인용인데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 가능해요. 

어싸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기사에서 찾으시고, 배웠던 토픽중 아무거나 

찾으셔서 쓰시면 돼요. 컨셉은 쉬운데 점수를 좀 짜게 줍니다. 그리고 매주 퀴즈가 

있는데 퀴즈를 보려면 연습 퀴즈 4 개를 꼭 만점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한번씩 

기사 같은거 올려주시는데 그건 어싸는 없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COURSE AVERAGE N/A 

STUDY TIPS 온라인 들으시면 매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렉쳐 듣고 프랙티스 퀴즈 몇개 

바로 끝내시는걸 추천 드려요. 매주 2-3 시간 투자 하시고 시험 보기 전 리뷰 조금 

하시면 패스하기엔 가뿐할거에요. 시험 전에 페스트 테스트 보시는걸 

추천드리고, 렉쳐 노트 잘 적으신거 리뷰 하세요! 기사 올려주시는거 읽으시면 

좋은데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만약 시간이 없다면 생략하셔도 패스 

가능하실거에요. 이콘에 기본 지식 없이도 잘 이해할수 있는 코스니까 시간 투자 

조금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