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B170Y1- Biology, Models and Mathematics 

Course type: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Year taken: 2014/2015 

Professor: Joe Repka : 3 

- 너무 지루함. 

- 느리게 말함 

- 수업 안가도 모름. 듣다가 나가도 신경 안 씀 

- 시험 매우 쉬움- 노트 들고 들어갈 수 있음 시험장에 

Course outline: 

- 3 midterms + 1 final 

- Both multiple choice and written 

- 페테랑 거의 똑같이 나옴.  

- No labs no tutorials 

- Problem sets: due every week 매우 쉬움 

- One essay: 토픽이 까다로움. 여기서 점수 많이 깍임. 

 

Tip: - 아무리 귀찮아도 problem set 해서 내는 게 좋음 

- 족보 사야됨. 족보만 있으면 매우 쉬움. 

-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패테 한번씩 흘터 보는 게 좋음 

 

 

 



 

 

JMB170Y1- Biology, Models and Mathematics 

 

Professor: Joe Repka 

- 목소리가 작아서 집중하기 어렵고 지루함 

- 시험이 past tests 와 매우 비슷함 

- 시험=오픈북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3 Midterms (10%/10%/5%) + 1 Final Exam (40%) 

-Written 

-Format is very similar to past tests. .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ne 

-  

  

  

Difficulty (Scale 1 to 10): 

  

3 

  

● 유티의 버드 코스 중 하나 (특히 for 라싸) 

● 시험 볼 때 족보, past tests, 노트 아무거나 다 참고해서 볼 수 있음 

● 매주 해야 하는 problem set 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Final Essay 또한 제작년까지 만해도 쉬웠는데 이번년에는 marking이 

굉장히 까다로웠음 

  

Study Tips! : 

  

● 선배들의 노트와 past tests 들이 모아져 있는 족보 사기 필수*** 

● Problem sets 꼬박꼬박 하기 



 

● 시험 전 족보에 있는 노트 and past tests review 하기 시험 보는 양이 

많아서 시험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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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o 지루하고 너무 천천히 말하고 말하는 소리도 작고 집중을 못함 

o 결국엔 수업도 안가게 되고 그래도 딱히 지장없음 

o 시험은 페테들과 매우 비슷함 – 오픈북이기도 해서 시험에 노트들고갈수 

있음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o Short answers 

o Past tests available 

o Format very similar to past tests 

- very similar to past years 

- 토픽도 까다롭고 점수도 짜게주는편 

2. Lab/Tutorial/Assignments: none but the essay + problem sets 

  

Difficulty: 3 

이게 유티가 맞나 싶을정도로 쉬움 

아무거나 시험장에 들고갈수있고 심지어 파이널까지 그전해랑 거의 

비슷해서 그냥 페테풀이만 가져가도 점수나옴 

도 20개정도 하니 하나가 점수 안나온다해도 점수엔 크게 

지장없음 

에세이는 research, reasoning, topic description, expression, editing 으로 

마킹이 되니 이거에 잘맞춰서 써야하는듯 

 

Tip: 

족보 꼭 사기! 페테, past exams, problem set들어있어 도움많이됌 – 족보 

들고 시험장에 갈수있어서 더좋음! 

은 정말 많이 귀찮지만 적어도 반이상은 꼭하고 내기! – 



 

아니면 A이상 나오기 어려움 

시험전에 족보노트 읽어보고 페테 한번씩 풀어보고 어떤 문제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잘봐두기 – 문제 찾아 헤매다 시간 부족할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