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T201H1S: Stars and Galaxies Academic 

Academic Year Taken: 2015 spring 

Course Type: Science  

Breath Requirements: 5  

Professor: Dr. M Reid & Dr. B Netterfield  

 2 학기엔 Netterfield 교수님이 알래스카에서 돌아오시면서 수업 분량이 많이 

지심 

 Reid 교수님보단 조용하신 느낌 

 하지만 역시 드립이 난무 (두분다 말개그가 코드) 

Professor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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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밑텀은 항상 아주 즐거움, 재밌음 ,신남 

 그리고 파이널 보고 화남 

Study Tip!: 

 101 에서 망했다면 아스트는 깨끗하게 포기하기 바람 

 2 학기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음 

 오히려 일학기가 더쉬움 

 막 대학 들어와서 막 적응하면서 듣기 시작하여 101 이 끝나며 아 2 학기엔 

201 들으면 이제 조금 적응이 됐겠지 하는 마음이라면 곱게 접길 바람 

그렇지 않음 



 

 Physics 가 재밌는 사람은 들어도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큼 

 외우는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시한번 생각 권유 

  텍스트북은 개개인이 다살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음 몇명이서 나워봐도 

될정도 

 

 

 

 

 

 

 

 

 

 

 

 

 

 

 

 

 

 

 

 

 



 

AST201H1S: Stars and Galaxies Academic 

Academic Year Tak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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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라고 소문났지만 절대 버드가 아닙니다 

 

Study Tips! : 

● 수업시간에 집중하시면 클리커 퀴즈 만점 

● 텍북 리딩 머스트 

● Lecture Slide 만 외우시고 시험보러 가시면 안됨 



 

AST201H1S: Stars and Galaxies Academic 

 

Academic Year Tak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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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200 명이 듣는만큼 호불호가갈림  

 

 



 

Study Tips! : 

 

 수업시간에 집중하는게 제일제일제일 중요함 

 나중에 텍북으로 이해하기엔 어려운부분이 많음 

 Clicker Quiz 는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혼자힘으로 하는것이 중요 

 Lecture Slide 보단 텍북을 추천함 

  

 

 

 

 

 

 

 

 

 

 

 

 

 

 

 

 

 

 

 



 

AST201H1S: Stars and Galaxies Academic 

Academic Year Tak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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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201H1S: Stars and Galaxies Academic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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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John Oesch and Michael Khan 

- 두 교수 모두 재미있게 잘 가르침 

- 농담도 많이 하고 엄청 friendly 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9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1 midterm + 1 Final 

- Midterm: 18 multiple choice + 4 short answers 

- Final Exam: 50 multiple choice + 5 short answer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Clicker Quiz) 

- Assignments: Yes (One term project) 

 

Difficulty (Scale 1 to 10): 5 

 수업만 잘들어도 점수 잘 나옴 

 수업과 튜토리얼은 Clicker Quiz 때문에 가는것이 중요 

 하지만 과학 싫어하는 사람에겐 비추 

 

Study Tips! : 

 AST101 을 들었으면 한결 쉬움 

 수업전에 텍북 한번 읽어가면 정말 도움 많이 됨 (Clicker quiz 거의 다 맞춤)  

 시험 공부할때 Lecture slide 를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slide 에 있는 내용 

완벽이해가 중요 

 헷갈릴 경우나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경우 텍북을 읽는 것을 추천 (시험 

공부할때 왠만하면 읽는것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