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100H1F: Intro to Environment 
Academic Year Taken: 2014 Fall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Stephen B. Scharper 
-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함 
- 친근한 수업방식 
- 코스 자체는 많이 interesting 하지 않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30% each) + 1 Final Exam (40%) 
- MC + one essay question 
- Past tests: available.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ne 
- Assignments: none 
  
Difficulty (Scale 1 to 10): 

 

5 

 

 강의를 가서 내용을 이해 하는 게 좋음 

 텀테 시험을 보기전 미리 essay question 으로 나올 수 있는 sample questions 를 줌 

 대부분 그대로 시험에 나옴 

 가끔 guest speaker 가 와서 강의를 함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Study Tips! : 

 

 Reading 밀리지 않고 하기  

 Sample question 으로 provide 되는 examples 다 풀어보고 미리 essay 쓸 준비하기 

 Guest speaker 로 오는 사람의 이름과 강의 내용 기억하기 

 

 

 

 



 

 
ENV100H1F: Intro to Environment 

 

Course Type/ Breadth requirement: Social Science / 3 

  

Year taken: 2014 Fall 

  

Professor: 

– 7 

o 교수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수업을 많이 아끼는게 느껴짐 

o 따뜻하고 학생들과 얘기해보고 하는걸 많이 좋아함 

o 코스를 잘가르치는거 같고 시험에 중요한것들을 다딱말해줌 

o 하지만 코스가 재미없음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Lab/Tutorial/Assignments: none 

 

  

Difficulty:  

5 

멀티플은 수업가고 페테나 연습문제들을 풀어보면 쉬움 

텀테 에세이문제는 “sample questions”라며 시험전에 2문제정도 미리주고 매번 그문제들이 

결국엔 시험에 나왔음 – 그문제들로 에세이 뭘쓸지 정해서 가면 문제없을듯 

파이널 에세이문제들은 아무것도 안주지만 텀테문제들 연습해보고 리딩노트만들어 놓으면 

괜찮음 

 

Tip: 

리딩이 정말 재미없지만 꼭읽고 미리 노트만들어놓기! 

에세이 문제들도 미리 준비해서 시험전에 외워서 가기! – 에세이를 어떻게 쓸껀지 까지 

정해놓는걸 추천, 쓰다보면 시간이 좀 부족할수 있음 



 

교수가 수업중간에 “word of the day”나 “bird call”같은걸 함 – 꼭 적어두고 외워두기! 텀테랑 

파이널에 보너스 문제로 나옴 

게스트스피커가 말하는 토픽과 이름 또 수업에서 보는 영화들 제목과 토픽들은 알아두길 – 

멀티플로도 나올수도있고 에세이에도 쓸수있음 

 절대로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재미없고 리딩이 쓸데없이 길다보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시험다가올때 고생만하게됨 – 꼭 방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열심히 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