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105Y1: Principles of Economics for Non-Specialists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A. Cohen 
- 레코딩을 올려줌 
- 수업진행/구성이 괜찮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4 Midterms (only best 3 out of 4) 45% 
- Quizzes 10% 
- Writing Assignment 15% 
- Final Exam 25%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  
- Assignments: Yes 
 

Difficulty (Scale 1 to 10): 

6 

 보통 경제학수업이 그래프 위주인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말과 설명으로 구성 

 거의 2 주에 한번씩 퀴즈를 봐서 미리미리 공부해야함 

 

Study Tips! : 

 

 Textbook 문제들 시험 전 한번씩은 꼭 풀어보기 

 Past Test 다 풀기 

 수업중에 나온 Example 만큼은 확실히 풀수 있게 공부하기 

 수업을 안갈경우 레코딩은 꼭 듣기 

 시험전 주에 있는 Review Session (1hr) 꼭 가기 

 

 

 

 

 



 

 
ECO105Y1: Principles of Economics for Non-Specialists 

 
Course Type: Economics  

Breadth requirement: 3 

Year taken: 2014 

Professor: Cohen 

- 솔직히 수업을 가지도 않아도 선생님이 매 렉쳐를 리코딩해서 (그것도 비디오로) 

올려주기때문에 집에서도 공부 할 수 있음 

- 텍스트북을 자기가 쓰는데 그래서 오타 찾는 사람한테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 주고 막 

그럼 (에디션 바꾸고 그거 써야한다고 하는데 그 전 에디션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음) 

- 렉쳐 내용은 지루하지 않고 책 읽는거에 추가로 렉쳐는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렉쳐에서만 다루는 economic issue 같은거 시험에 T/F 로 많이 나옴  

-  

Professor Rating: 9/10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T/F + MC + Short Answer 

시험 총 4 개에 파이널 보는데 term test 는 4 개중 가장 잘한 3 개만 쓸 수 있음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없고 Tutorial 는 시험전에만 리뷰 세션 해줌. 티에이 오피스아워 따로 있어서 그냥 

개인 시간에 가면 됨  

- 챕터 2 개당 온라인 퀴즈 해야함. 이게 좀 귀찮지만 책 다 안 읽어도 뒤에 섬머리만 

보면서 해도 80%은 나옴. 꾸준히 하는게 좋고 이거 쌓여서 점수 많이 됨  

 

Difficulty:  

7 



 

Study Tip:  

- 아침 8 시 수업이라 렉쳐 안가도 렉쳐 리코딩 해주는거는 꼭 듣고 노트 만들기  

- 온라인 퀴즈 놓치지말고 꼭 모두 하기  

- 머티플은 쉬운데 Short answer 가 막상 시험 볼때면 어려움. 책을 아무리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꼭 거기서 백지상태됨…  

 

 

 

 

 

 

 

 

 

 

 

 

 

 

 

 

 

 

 

 

 

 

 

 

 

 

 

 

 

 

 

 

 

 



 

 
ECO105Y1: Introduction to Economics for Non-Specialists 

 
Academic Year Taken: Fall-Winter 2014/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Avi Cohen 

- 교과서를 직접 쓰셔서 강의 진행이 수월함 
- 렉쳐 동영상이 myeconlab 에 올라옴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4 term tests + 1 final exam 
Test: 10 T/F questions, 20 MCQs, 3 SAP 
 
Format is all similar to past tests except 2012 
Past tests available on portal (myeconlab) 
Only 3 best test results are calculated on final mark 
 
2) Lab/Tutorial/Assignments: 
No tutorials or labs 

10 online quiz assignments, it can be tricky 

1 op-ed assignment on current economic issue 

 

Difficulty (Scale 1 to 10): 

5 

- 교과서 내용과 렉쳐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Media Story 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가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렉쳐 가는게 필수입니다. 

- 텀 테스트는 제일 잘본 3 개만 파이널 마크에 들어갑니다. 

 

 

Study Tips! : 

- 2 주마다 한번씩 풀어야 하는 온라인 퀴즈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쉽게 보지 마시고 

weekly assignment (textbook questions and myeconlab sample problems) 꾸준히 하시면 점수 

잘 나옵니다. 



 

- 텍스트북 안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지만 교수님이 렉쳐 중 커버하신 media story 에서 

시험문제가 꼭 나옵니다. TF 가 될수도 있고 SAP 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 중요 핵심내용 

만은 다 정리하세요 

- 가끔 교수님이 전년도 패테에서 문제를 끌어다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T/F 나 

MCQ 한정입니다 

- 수학이 들어가는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 Op-Ed 는 괜히 어려운 주제 고르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접할수 있는 경제학에 관련된 

이슈를 고르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