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130H1: Molecular & Cell Biology 

Academic Year Taken: 2014 Spring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cience,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Yip 

-재치있고 재밋게 잘 가르킴. 보통 렉쳐 2 시간, 투토리얼 1 시간으로 

3 시간을 연속으로 진행. 지루하지않고 귀에 잘 들어옴.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 (30%) + 1 Final Exam (40%)  

All multiple choice  

Past tests available  

Reading quizzes: 2% (unlimited attempts & best 8 out of  

10 quizzes)  

Lab: lab work (14%) + lab quizzes (9% & best 3 out of 4) 

 + library assignment (5%)  

2) Lab/Tutorial/Assignments:  

Lab: yes 

Tutorial: 1 hour right after lecture, every week 

Assignments: library assignment 

Difficulty (Scale 1 to 10): 

7 

 



 

Study Tips! 

-이해하기는 쉽고 straightforward 하지만 외워야 하는 양이 많습니다. 

텍스트북은 읽으실필요없고 렉쳐슬라이드 보고 컨셉을 이해하면 문제들이 

잘 풀립니다. 

-랩 퀴즈, 어싸인먼트 이 점수가 거저주는점수나 다름없어서 미드텀이랑 

파이널만 어느정도 유지만하시면 반 평균이상은 나옵니다. 물론 랩퀴즈는 

랩에서 한 것에 대해 다오기떄문에 pre-lab 준비도 해오시는걸 꼭 

추천합니다. 

- 시험같은경우는 보통 바이오 130 프로페서들이 돌아가면서 재출합니다. 

아무타임에 인롤해서 시험내는 교수 클라스를 가는걸 추천합니다. Neumann 

은 렉쳐리코딩이 올라오기때문에 안가도 괜찮지만 너무 지루해서 졸립니다. 

- YIP 교수같은경우는 모든 렉쳐를 리코딩해서 듣고 또듣는게 중요합니다. 

보통 컨셉은 한번듣고 이해하기 어려운부분도있어서 듣고 또듣는게 

좋습니다. 

 

 

 

 

 

 

 

 

 

 

 

 



 

BIO130H1: Molecular & Cell Biology 

Academic Year Taken: 2015 Spring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cience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Kenneth Yip 

- Bio 130 교수 중 최고 (저녁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다른 시간대 학생들까지 

넘쳐나서 아이디 체크를 할 정도) 

-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줌 

- 수업이 지루하지 않음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보여줌  쉽고 빠른 이해) 

- 노트 받아 적을 시간을 충분히 줌 (몇 번씩 repeat 해줌) 

- 한 챕터나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넘어갈 때 항상 review 를 해줌  

- 일주일에 한번 3 시간짜리 수업 (마지막 1 시간은 Q&A 시간)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9.5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 + 1 Final Exam 

-All MC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14% 

- Lab quizzes: 9% (best 3 out of 4) 

- Reading quizzes: 2% (unlimited attempts & best 8 out of 10) 

- Tutorial: None 

- Assignments  Library assignment (5%) 

  

Difficulty (Scale 1 to 10): 

 

7 

 

 BIO120 에 비해 테스트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더 straight forward 한 편 



 

 Library assignment 도 BIO 120 에서 쓰는 scientific proposal 보다 쉬운 편 

Study Tips! : 

 

 BIO120 에서 했던 lab 난이도와 전혀 다름 

 pre lab assignment 꼭 하기! (랩 시간 도중 보는 랩 퀴즈를 잘 보려면) 

 Reading quizzes 빼먹지 않기 

 리코딩 들어보면서 노트를 review 

 

 

 

 

 

 

 

 

 

 

 

 

 

 

 

 

 

 

 

 

 

 

 

 

 

 

 

 

 

 

 

 

 

 



 

BIO130H1: Molecular & Cell Biology 

Academic Year Taken: 2015S 

 

Course Type: Biology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Professor Melody Neumann; Professor Jennifer Mitchell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Neumann – 6.5 

Mitchell –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30%) + 1 Final Exam (40%) 

o All multiple choice 

o Past tests available 

- Reading quizzes: 2% (unlimited attempts & best 8 out of 10 quizzes) 

- Lab: lab work (14%) + lab quizzes (9% & best 3 out of 4) + library 

assignment (5%)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yes 

- Tutorial: none 

- Assignments: library assignment 

 

Difficulty (Scale 1 to 10): 

 

6.3 

 

 공부하는만큼 점수가 나온다. BIO120 보다는 더 engaging 해서 재밌다.  

 Mitchell 이 더 잘 가르친다.  

  

Study Tips! : 

 

 랙쳐 노트 많이 읽으세요 

 GO TO CLASS  

 Note Taking 에 습관을 들이세요 



 

BIO130H1: Molecular & Cell Biology 

 

Course Type/ Breadth requirement: Biology / 4 

 

Year taken: 2015 Spring 

 

Professor: 

 Professor Melody Neumann: rating – 6 

o 잡담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해서 노트만 많아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매번 렉쳐를 끝내다가 끝에 

다끝내려고 고생했음 

o 슬라이드에 매번 뭐라고 쓰는데 하나도 못알아보겠음 집에서 

리코딩 따로 보면서 그건 fill-in 해야함 

o 이번학기만 특별한 프로젝트로 렉쳐슬라이드와 오디오를 

비디오로 만들어 올려줬지만 그래도 이교수는 수업가는거 추천 

– 노트는 거의 다렉쳐에서 적고 집에서는 듣기만 하기 

o 시험은 어려운편은 아님 – 특히 토픽들이 12 학년때 

배웠던거라 금방 외울수있고 straight forward 하게 내는 편 

 Professor Jennifer Mitchell: rating – 7 

o 잡담없고 딱 렉쳐에만 집중함 – 하지만 그렇게 재치는 많이 

있는편은 아니어서 조금 지루함 

o 렉쳐 안가고 리코딩비디오만 봐도 됌 

o 파이널 렙파트빼고 렉쳐파트는 이교수랑 evening 교수 (Yip)이 

같이다냄 – 생각보다 어려움. 열심히 외워야함 

Syllabus: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 (30%) + 1 Final Exam (40%) 

o All multiple choice 

o Past tests available 

 Reading quizzes: 2% (unlimited attempts & best 8 out of 10 quizzes) 

 Lab: lab work (14%) + lab quizzes (9% & best 3 out of 4) + library assignment 

(5%) 

2. Lab/Tutorial/Assignments: 

 Lab: yes 

 Tutorial: none 



 

 Assignments: library assignment 

 

Difficulty: 6 

 2014/2015 학년에 벌어진 스트라이크 때문에 코스가 많이 바꼈었음 – 

렙도 하다 말았고 library assignment 도 없어지고 랩퀴즈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해서 결국엔 텀테와 파이널만 잘보면 됐었음 

 하지만 (듣기론) library assignment 도 점수박기 쉽고 랩들도 

하라는대로만하면 점수 잘나오고 해서 결국엔 시험들만 잘보면 됨 

Tip: 

 Pre-lab assignment 꼭 하기! 그래야 랩매뉴얼도 읽고해서 랩퀴즈도 

잘할수있음 

 리딩퀴즈도 빼먹지 말고 하기 

 렉쳐 리코딩도 미리미리 듣고 노트정리 잘해놓기 

 텍스북 읽는건 비추천 – 너무 detailed 하고 불필요한 info 들이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