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230: From Genes to Organisms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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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s Biology)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Darrell Desveaux (Regulation of Genome Expression), Tony Harris 

(Cell signaling, molecular basisof development and cancer) 

- 두 교수님도 열정있게 가르치시지만 Yip 교수에 비해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Test + 1 Final Exam 

- All Multiple Choice 

- Questions are in similar formats as tests from previous year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5 labs 

- Tutorial: No 

- Assignments: Yes 

 

Difficulty (Scale 1 to 10): 7 

- 상당히 많은 내용의 암기를 요구하는 코스입니다. 

- 30% Mid-term, 40% Final Exam, 13% Labs, 6% Lab quizzes, 2% textbook 

on-line quizzes, 4% annotated bibliography, 5% revised annotated bibliography 

 

Study Tips!: 

- 렉쳐에서 렉쳐슬라이드에 아직 없는 내용들 필기하세요. 

- 렉쳐를 통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textbook 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우세요. Textbook 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만 

동시에 쉽게 이해하게끔 되어있으니까요. 

- 컨셉들과 디테일들이 완전히 내꺼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BIO230: From Genes to Organisms 

 

Academic Year Taken:  

2014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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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Breadth Requirement:  

4 

 

Professor:  

Yip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10 

-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 교수님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친절하세요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One midterm (30%) and one final (40%) (All multiple choices) 

BIO130 의 연장선이므로 130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문제 없을거에요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페테 잘보기! 

 

2) Lab/Tutorial/Assignments: 

Lab work (13%) similar to Bio130 lab 

Lab Quizzes (6%-best 3 out of 4): easy mark! Study for it! 

Textbook Quizzes (2%): multiple attempts, easy mark! 

Assignments: Annotated bibliography (draft 4%, revised 5%)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하기! 

 

Difficulty (Scale 1 to 10): 7 

외울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게 핵심!  

 

Study Tips! : 

YIP 교수님수업이 비록 저녁이여도 꼭 가세요!  

노트들이 fill in the blank 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업에 꼭 가세요! 

반복 또 반복, 슬라이드 서로 연결지어가면서 공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