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103H1S –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Academic 

Academic Year Taken: 2015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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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Riva Lieflander 

• 랙쳐 중간 중간 파워포인트 낭독 중 수업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자주 
빠지신다 

• 본인 이야기 하길 굉장히 좋아하시는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3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2 midterms and 1 Final (25%/25%/35%)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Participation 
Assignment,  

• 방식은 온라인으로 TA들마다 만들어진 방들에 주어진 주제로 문제를 
제시하거나 답을 하여 총 두개의 커멘트를 달면 되는 형식 

• 하기만하면 그냥 주는 점수이지만 시간을 잘 지켜  서밑해야한다 

Difficulty (Scale 1 to 10):  

5 l 

Study Tips! : 

• 역시나 102와 같은 방식으로 랙쳐가 파워포인트 낭독 식으로 진행되고  
• 딱히 가지않아도 진도 따라가는데에 큰 문제는 없다 
• 하지만 리딩을 얕보고 게을리 한다면 점수에 큰 타격이 갈것 
•  노트는 리딩 위주로 짜집기하고 



	  

	  

• 페이스북에 담당 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정보나 도움을 얻을수있으니 꼭 
가입하길 바람 

 

 

 

 

 

 

 

 

 

 

 

 

 

 

 

 

 

 

 

 

 



	  

	  

 SOC103H1 
 
Academic Year Taken: 2013/14 Winter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2 
 
Professor: Lorne Tepperman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5 
 
Course Outline: 
2 Term tests & Final test 
 
1) Test format + past test: 
- All Multiple choice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None 
- Assignments: Only reading assignments  
 
Difficulty (Scale 1 to 10): 8 
- 개인적으로 Soc102에 비해 더 어렵고 점수가 안 나왔던 코스입니다. 
- Midterm 에서 Past test를 Recycle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교수가 바꼈을 경우 
문제가 완전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Study Tips! : 
- Lecture는 Textbook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버드코스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엄연히 
Sociology 전공 필수 과목이므로 CR/NCR 을 쓸게 아니라면 Elective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SOC103H1S –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Academic Year Taken: 2015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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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Riva Lieflander 

- 수업노트와 렉쳐슬라이드는 BlackBoard Learn 웹사이트에 있음. 
- 수업은 그냥 렉쳐슬라이드에서 그대로 읽는다. 
- 수업중에 계속 딴 애기를 한다.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3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and 1 Final (25%/25%/35%)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Participation Assignment 

Difficulty (Scale 1 to 10): 

5 

Study Tips!: 

-수업은 안간다도 Participation Assignment은 꼭 하세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가요 안하면…) 

-Midterm이 쉬웠다고 Final을 무시하지 마세요, 확실히 더 힘들어요. 

 



	  

	  

  
SOC103H1S –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Academic Year Taken: 2015 Spring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Mathematics 
 
Breadth Requirement: 5 
 
Professor: Riva Lieflander 
- 수업노트는 강의와 코스웹사이트 참고 가능 
- 교수가 매우 잘 가르침 하지만 성격은 시크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3 
정말 렉쳐 안 가도 충분히 따로 공부해서 점수 잘 받을수있습니다. 렉쳐가면 교수가 
자기 얘기만하다가 렉쳐 슬라이드 올라오는거 그대로 똑같이 읽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지만 몇번 가다가 다들 안 갔습니다. 정말 재미도 없고 불편한 
교실에서 듣기 힘듭니다.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and 1 Final (25%/25%/35%) 
past test있습니다. 이번년도에 교수가 달랐기에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드텀은 
엄청쉬웠고 파이널은 말도안되게 어려워서 점수조정이 있었고 각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6.25%가 올라갔습니다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Participation Assignment, TA들이 Topic을 줘서 Forum처럼 
300자정도의 댓글을 일주마다 2개씩 달면 2%줍니다. 총 15퍼. 이거는 거의 
100퍼주는 점수라고 봐도됩니다. 대신 내라는 시간까지 못 내면 점수를 
안주기때문에 잘 보셔야됩니다. 
Difficulty (Scale 1 to 10): 
5 
l 일단 15퍼를 주고 시작한거나 다름없기에 미드텀이랑 파이널 잘 못 봐도 
무난하게 끝낼수있는 코스입니다. 이번년도에 미드텀은 쉬웠으나 파이널이 
너무 불공평해서 학생들이 이메일 보내고 문제가 많아서 아마 코스자체를 
수정할거처럼 보입니다. 

Study Tips! : 
l Participation Assignment는 무조건 해야됩니다. 게으르다가 1주에 2점 다 
놓치면 정말 아쉽습니다. 꽁짜 점수는 무조건 받아먹고 시작해야됩니다! 

l Cumulative여도 파이널같은경우는 마지막 1달동안 배운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투자하면서 어느거에 집중해야되는지 알아야됩니다. 



	  

	  

l 이번년도에는 파이널에 년도, 이름, 퍼센트 이런게 많이 나와서 파이널 평균이 
엄청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기로 아마 Theory에 더 테스트를 
많이할거같습니다. 사람이름, 뭘했는지만 알아도 점수 잘 나옵니다. 

 

 SOC103H1: Introduction to Sociology: Soci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Academic Year Taken: 2015S 
 
Course Type: Sociology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Professor Riva Lieflander 

- 교수가 자기얘기하느라 바쁩니다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3 (수업이 정말 도움이 안됨)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2 midterms and 1 Final (25%/25%/35%)  

o Past test available, won’t help because prof changed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Participation Assignment,  
 

Difficulty (Scale 1 to 10): 
3 
l 수업가도 안가도 랙쳐공부하면 쉽습니다 
l 반평균이 너무 높아서 파이널을 힘들게 냈지만, overall easy. 

 
Study Tips! : 
 
l 랙쳐노트!! 
l Note Taking에 습관을 들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