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TKSA 23

UTKSA 코스백과

Course Type – Breadth Requirement
BR 1 (Creative and Cultural Representations) 
BR 2 (Thought, Belief, and Behavior) 
BR 3 (Society and Its Institutions) 
BR 4 (Living Things and Their Environment) 
BR 5 (The Physical and Mathematical Universes)

Grading Scale 
A+ A A- B+ B B- C+ C C- D+ D D- F

4.0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Course Code SMC219

Year Taken 2018/19

BR 1+3

Professor Paolo Granata (5/10)
교수님의 Italian 발음이 심하셔서 가끔 알아듣기 어려울때도 있습니
다.

General Information 이 수업은 Book and Media major 학생들이 듣는 코스입니다. 일
학년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 교양으로 듣는 학생들이 많은 수업입니다.

Evaluation
/Grading Scheme

Participation (15%)
Media History Project (15%)
Midterm (25%)
Multimedia Essay (15%)
Final Exam (30%)

Test Format Midterm: 25 multi format questions; open book test이니 
weekly reading, lecture notes등 프린트 해가시는걸 추천드립니
다.
Final Exam: 30 multi format questions; lecture slides와 
weekly reading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Opt1)
 At least 1.0 credit in each of 4 of the 5 
Opt2) 
At least 1.0 credit in each of any 3 of the 5 and 
at least 0.5 credits in each of the oth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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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Tutorial
/Assignments

Participation (15%)
1학기때는 출석체크 하지않으셨지만 2학기부터 하시니 꼭 확인하시고 
수업 참여하세요.

Multimedia Essay (15%)
교수님이 랜덤으로 배정해주시는 3명의 philosopher에 대한 
devotional card를 쓰는 과제입니다.

Media History Project (15%)
다른 조원들과 하는 그룹 과제임으로써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그
룹에 랜덤으로 주어진 media device로 그것에 중요성 또는 활용성
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제입니다.

Course Average C+

Study Tips 처음에는 점수받기가 쉽다 생각이 들수 있는데 final exam이 상당히 
어려운편이니 weekly reading를 밀리지않고 꾸준히 읽으시는걸 추
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때 했던 말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수업을 꼭 참석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Participation 경우네는 교
수님 office hour, 또는 교수님이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개최하시
는 presentation session을 참여하시면 점수를 받으실수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