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137Y1: Calculus!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Alfonso Saz-Garcia 
- 수업노트는 강의와 코스웹사이트 참고 가능 
- 교수가 매우 잘 가르침 하지만 성격은 시크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6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4 Midterms + 1 Final Exam 
-All written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starting from 2014). .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Problem sets: every 2-3 weeks) 
 

Difficulty (Scale 1 to 10): 

 

8 

 

 계산은 쉬운 편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많이 연습해 보지 못한 Proof 문제들이 주요 

포커스가 됨!!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Assignment = Problem sets 난이도 매우 높음 

  

Study Tips! : 

 

 Problem sets 는 최소 2주전에는 시작!  코스에서 큰 비중 차지 (약 20%) 

 Textbook 문제들 시험 전 한번씩은 꼭 풀어보기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 문제 유형에 

적응 

 제공되는 Tutorial problems 꼭 풀기  가장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 

 Proofs, Theorems, Definitions 무조건 외우기!!  

 

 

 



 

 
MAT137Y1: Calculus! 
MAT137Y1: Calculus! 

 

Professor: Alfonso Saz-Garcia 

- 137교수중 노트를 제일 잘 적어줌 

-학생들에게 기대를 많이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4 Midterms + 1 Final Exam 

-Multiple Choice 없음 가끔 True/False 

-2014 페테랑 format은 비슷함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없음 

- Tutorial: 있음 (가는거 추천 ) 

- Assignments: 있음 (제일 어려움) 

  

Difficulty (Scale 1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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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은 어떻게든 할만하지만 Proof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야함 

● Problem sets 난이도 매우 높음 (시험문제들 보다 어려움) 

  

Study Tips! : 

  

● Problem sets 은 최소 2주전에는 시작하고 사람들과 같이 푸는걸 추천 

● Textbook 문제들 미리미리 풀어놓기 

● Tutorial problems 꼭 풀기 >>> Tutorial 가시면 몇문제는 TA들이 풀어줌 

● Proofs, Theorems, Definitions 달달외우기 

  

 



 

 

 

 
MAT137Y1: Calculus! 

  

Professor: Alfonso Saz-Garcia 

- 교수님 글씨체가 엉망..이라 노트 받아 적기가 힘들 때가 있음 

-매우 잘 가르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4 Midterms + 1 Final Exam 

-Midterms: all written; Final: written + 6 T/F 

-미드텀들이 10문제가 넘지 않음 ( 파트마크도 잘 주지 않음!)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2주 꼴에 한번씩 있는 Problem sets 

  

Difficulty (Scale 1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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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수학을 기대하고 들어왔다 큰고 다칠 수도 있음! 전혀 다른 난이도의 문제들 

● 벨커브 안주기로 유명함 

  

Study Tips! : 

  

● 수업만 꼬박꼬박 들어가도 패스는 가능함 

● Problem Set 는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친구들과 같이 모여 푸는 것을 추천! (많은 생각과 다른 

approach 를 필요로 함) 

● 교과서에 네모 쳐진 theorem/ proof 들은 달달 외워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