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A126Y1: Elementary Human Anatomy  

 

Academic Year Taken: 2013-2014 Ful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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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Required 1
st
 year course for Kinesiology or Phys.Ed Students.  

 

Professor: Wiley  

Wiley 는 수업내용이 script+slide 식으로 전부 올라왔고 사진들이 많음. 사진을 

이해하고 외워야됨.  

 

Course Outline: 

1)Test format + past test 여부:  

-1
st
 Term 은 Divided into 2 parts, 20 MC and Bell Ringer Questions (시간제한 있는 

문제들). Weight About 10%/test in 1
st
 term. No past test.  

-2
nd

 Term 은 also Divided into 2 parts, 40-50 MC and Bell Ringer in labs (사람시체 

놓고 Bell Ringer questions 풀어야 됨). Weigh about 30% per test. No past test.  

2)Lab/Tutorial/Assignments:  

-Optional Lab, once per week for 4 hours.  

-Optional Tutorial available; random time.  

-Online quizzes which weighs about 10-15%. Each quiz equals to 0.5% of final mark.  

 

Difficulty (Scale 1 to 10): 7  

 

Study Tips! : 

 이해하기는 쉽고 straightforward 하지만 외워야 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Muscle 의 Origin, Insertion, Innervations, Actions 을 다 

외워야 되고 Histology 랑 Nerve system 에 대해서도 조금 배웁니다. 양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재미있습니다.  

 만약 Life Science 학생들 중에서 이 과목을 듣고 싶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잇다 생각됩니다. 물론 이 코스를 배우면 나중에 신체에 대해 

배울 때 좀더 쉽게 배울 순 있지만 이 과목은 1 년짜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학기 때 배우는 게 2 학기 때 배우는 

거보다 쉽습니다.  



 

 옵셔널인 랩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시체 놓고 벨 링어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체를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랩을 들려서 꼭 복습해야 합니다.  

 가끔 MC questions 에 프로페서가 가끔 흘리는 말로 말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렉쳐 가서 리코딩을 하는 건 필수입니다. 렉쳐 가서 

꼭 노트 테이킹도 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short cut 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줄줄이 외워야 합니다.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하루 안에 이 많은 것들을 외울 순 없기 때문에 매일 

반복으로 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