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 Fall 

Course Type: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두분이서 같이 가르치심 

 출장이 잦으심 

 졸려운 목소리 아님 

 드립이 난무해 재밌게 흘러가는 강의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9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Clicker quizzes in lectures (6%) - Clicker quizzes in tutorials 

(6%) -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5%) - Term Project (8%) -Midterm test (25% 

or 35%) - Final exam (50% or 4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 Tutorial: yes (클리커퀴즈) - Assignments: yes 

(온라인 어싸이먼트 매주 있음)     (Term Project Plan, Term Project)  

Difficulty (Scale 1 to 10):  6.2 

 버드라고 해서 듣었는데 쉬운듯 아닌듯 (처음은 쉬워서 신남) 

 밑텀은 괜찮은데 파이널이 방대한  

 

 

 수업가서 컴퓨터에 노트정리 필요 

 클리커 마크가 은근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람 

 혹시나 랙쳐를 못가게 될경우를 대비해 온라인 클리커는 집에섣 가능하여 

그부분은 괜찮은듯함 



 

 하지만 가끔 수업중 커넥션 문제로 문제에 정답을 누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김 

 튜토리얼은 귀찮더라도 꼭 갔으면 함 가서 쓸데 없는 이야기하는것 같아도 

시험에 그 이상한 얘기들이 기출 문제로 상당히 나와 당황스럽게함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15 

Course type: Science 

BR: 5 

Professors: M. Reid, B. Netterfield 

Professor rating: 10 

Course Outline: 

- Test format: One midterm (25%/35%), Final exam (50%/40%) 

- Tutorial and Lecture: Clicker quizzes (12%) 

- Assignments: Term project (8%), online assignments (5%) 

Difficulty:  

3 

-쉽고 재밌음. 교수들 설명 알아듣기 쉽게 함. 버드코스. 리딩만 꾸준히 하면 A 

나옴.  

-튜토리얼 참석 필수.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 

Course Type: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r.M.Reid & Dr.B. Netterfield 

-수업노트와 렉쳐슬라이드는 BlackBoard Learn 웹사이트에 떠있음. 

-수업에 학생들이아무리 많아도 항상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가르치는 방법을 

새롭게 기발하는 성격.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Clicker quizzes in lectures  

-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 Term Project  

- Midterm+Final Exam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clicker quiz) 

- Assignments: yes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Term Project Plan, Term Project) 

Difficulty (Scale 1 to 10): 6 

- 어싸랑 리딩이 많이 있지만 꾸준히 열심히하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됨. 



 

- Clicker Quiz 와 매주 있는 어싸들은 대충 렉쳐 슬라이드랑 리딩을 읽으면 

잘됨, 하지만 Term Project Plan 은 약간 오래 걸릴테니 일찍 하는게 좋음.  

Study Tips! : 

- 렉쳐 슬라이드와, 리딩은 필수! 물론 수업들과, 튜토를 가서 clicker quiz 를 

꼭 하고요. 

- Mobile Clicker 보단 (핸드폰 앱) UT bookstore 가서 클리커를 사세요! 

새로운걸 사실수있지만, 가서 찾아보시면 쓰던겄도 있어여 (가격이 좀 더 

내려가있죠).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 

Course Type: Science 

Breath Requirements: 5 

Professor: Dr. M Reid & Dr. B Netterfield 

-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가르침 

- Reid 는 정말 잘 가르침 그리고 질문 잘 받아줌 

- Netterfield 는 좀 더듬거림 그래도 잘함 

Professor Rating: 둘다 9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Clicker quizzes in Lectures and tutorials (12%) 

-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5%) 

- Term Project (8%) 

- Midterm Test (25% or 35%) 

- Final Exam (50% or 4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clicker quizzes) 

- Assignments: Yes 

Difficulty: 5 

- 배우는거 자체는 쉬움 

- 몇몇 처음 배우는 concept 만 어려움 

- Midterm 을 잘 보냐 final exam 을 잘보냐에 따라서 둘의 점수 배분이 달라짐 

Study tips: 

- 수업은 clicker quiz 때문에 매번 가야함 

- 렉쳐 노트 보다는 교수말에 집중하는게 좋음 

- 텍스트북은 꼭 읽어야함 



 

- 매주 있는 assignment 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답 나옴 

- 튜토리얼도 꼭 가야함 clicker quiz 있음 

- Past test 에 비슷한 문제들 많이 나옴 꼭 풀어보는게 좋음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 

 

Course Type: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r.M.Reid & Dr.B. Netterfield 

 목소리가 특이함 

 무지 착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9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Clicker quizzes in lectures (6%) 

- Clicker quizzes in tutorials (6%) 

-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5%) 

- Term Project (8%) 

-Midterm test (25% or 35%) 

- Final exam (50% or 4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없음 

- Tutorial: 있음 (가서 클리커 퀴즈해야함) 

- Assignments: 있음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는 온라인으로 매주있음) 

    (Term Project Plan, Term Project) 

 

 

Difficulty (Scale 1 to 10): 

6 

 1200 명이 듣는만큼 호불호가갈림  

 Midterm 보다 Final 이 확실히 어려움 



 

 

Study Tips! : 

 

 수업시간에 집중하는게 제일제일제일 중요함 

 나중에 텍북으로 이해하기엔 어려운부분이 많음 

 Clicker Quiz 는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혼자힘으로 하는것이 중요 

 Lecture Slide 보단 텍북을 추천함 

 모바일 클리커 추천안함 렉걸리면 점수날라감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Course Type: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r.M.Reid, Dr.B. Netterfield 

- 설명 잘 가르침 

- 반이 커서 목소리 잘 안들림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Course Outline: 

- Clicker quizzes in lectures (6%)  

- Clicker quizzes in tutorials (6%)  

-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5%)  

- Term Project (8%)  

- Midterm test (25% or 35%)  

- Final exam (50% or 40%) 

 

Difficulty (Scale 1 to 10):  

5 

- 어싸 다 풀고 클리커 퀴즈 집중해서 다 하기 

- 시험 전에 택북, 어싸 한번씩 읽고 가기 

Study Tips! : 

- 클리커 퀴즈 다 채우기 

- Slide 다 읽고 택북 다 읽고 가기 

- 어싸, 텀 프로젝트 무조건 하기 

 



 

AST101H1 

Academic Year Taken: 2014 

 

Course Type: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Dr.M.Reid & Dr.B. Netterfield 

• 말이 많아요 

• 착해요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Clicker quizzes in lectures (6%) 

- Clicker quizzes in tutorials (6%) 

-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5%) 

- Term Project (8%) 

- Midterm test (25% or 35%) 

- Final exam (50% or 4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 

- Tutorial: Yes (Clicker Quizzes) 

- Assignments: Yes (Mastering Astronomy Assignments: every week), (Term Project 

Plan, Term Project) 

     

 

 

Difficulty (Scale 1 to 10): 

8 

● 미드텀 잘봤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파이널에서 망할수 있음 

● 101 이 적성에 맞으시면 201 도 추천 함 

 

 

 



 

Study Tips! : 

 

● 수업시간에 집중하시면 클리커 퀴즈 만점 가능. 단톡 방 파는걸 추천 

● 텍북 리딩 머스트  

● Lecture Slide 만 외우시고 시험보러 가시면 안됨 

● 외우는거보다 이해하는것이 중요해요 

● 책에 나온 그림 다 외우기 

 

 

 

 

 

 

 

 

 

 

 

 

 

 

 

 

 

 



 

AST101H1F: Sun & Its Neighbours 
 
Academic Year Taken: Fall 2014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cience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1 Midterm, 1 Final exam 
 
 
2) Lab/Tutorial/Assignments: 

Lab 이 일주일에 1 번있습니다. 랩에서 받을수 있는 클리커 퀴즈로 마크 boost 

가능하고, 믿텀이나 파이널때도 도움이 되니 꼭 가세요. 

Online assignment 는 일주일에 한번씩 pearson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정 모르겠다면 텍북 뒤져보거나 구글링하세요. 

In-class clicker quiz 는 participate 만 해도 2 점중 1 점을 줍니다. 렉쳐 가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어싸로 Photo assignment 가 있습니다. 

 

Difficulty (Scale 1 to 10): 

7 

고등학교 physics 설명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믿텀까지가 힘들었습니다. 

10 학년때 공통 과학이후로는 물리와 인연이 없어서요…ㅠ 아 물론 수학은 나오지 

않습니다 

 

Study Tips! : 

-렉쳐, 랩 가셔서 클리커 퀴즈로 마크 올리시구요 

-어싸 준비는 제때제때 하시는게 좋아요. 정 별이나 달 사진 찍기 시간이 없으시면 

리스트 4 번 (태양계 행성들 물건으로 비유)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