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100Y1: Spanish for Beginners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Language 
 
Breadth Requirement: 1 
 
Professor: Anna Limanni 
- 착하고 very helpful함  
- expects participations from students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3 term tests + 1 final exam 
- Term tests: One reading passage (5 true and false and 5 multiple choice) + another reading passage 
(short answer questions) + one writing  
- Final Exam: 2 reading passages (T/F questions + multiple choice) + Grammar and Vocabulary 
(matching, ordering sentences, T/F, multiple choice)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Yes (Two per semester) 
- Tutorial: Yes (Two times a week) 
- Assignments: Yes (online quiz, presentation) 
 
Difficulty (Scale 1 to 10): 
 
8 
l 고등학교떄 spanish를 들었을경우 1학기내용은 쉬움 
l  하지만 2 학기땐 난이도가 확달라지기 떄문에 주의 (이때 드롭하는 사람들 많음) 
 
Study Tips! : 
 
l Tutorial 을 다 참석하여 수업시간에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 
l Language course 이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공부를 안하면 쉽게 잊어버림 à 자주 
복습하는것이 좋음 

l 수업시간에 배우는 단어나 문법을 잘 알아놔야함 
l Online quiz는 해당범위를 텍북에서 읽고 이해하고 하면 쉬움 
 
 



	  

	  

 

 
SPA100Y1: Spanish Language for Beginner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Course Type: Language 

Breadth Requirement: 1 

Professor:  

Ø  Instructor- Erin Hamlyn 일주일에 렉처에서 한번 가르침, 필기는 필요없음 

Ø  Teaching Assistant- Mariya Dzhyoyeva 일주일에 두번 튜토리얼을 가르침, 수업 설명 잘 들
으면 도움됨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4 

Course Outline: 

Ø  3 Term Tests= 30% 

Ø  Online quizzes(Best 15 out 19)= 10% 

Ø  2 Class Quizzes = 10% 

Ø  Group Presentation= 5% 

Ø  Participation(2 Labs per semester, Tutorials, Lectures)= 15% 

Ø  Final Exam= 30% 

Difficulty (scale 1 to 10): 2 

Ø  언어 공부 열심히 외우면 됨 

Ø  Beginner 콜스여서 수업 집중 잘 하고 택북 외우기 

Study Tips! : 

Ø  택스트북 달달 외우기 

Ø  수업 빠지지 않고 다 가기 



	  

	  

Ø  온라인 퀴즈 15개는 무조건 채우기 

Ø  Final Exam 쉬움 

 

 
 
 
 
 
 
 
 
 
 
 
 
 
 
 
 
 
 
 
 
 
 
 
 
 
 
 
 
 
 
 
 
 
 
 
 
 
 
 
 
 
 
 
 
 
 



	  

	  

 SPA100Y1: Spanish Language for Beginners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Language 
 
Breadth Requirement: 1 
 
Professor: 교수가 아닌,  Instructor과  Teaching Assistant가 가르침 

- Erin Hamlyn(Instructor) 일주일에 한번 렉처에서만 볼 수있지만, 지나치게 빨리 
설명하거나 자신의 필기로 수업을 가르치지만 지루하고 도움 되지 않 

-  Mariya Dzhyoyeva (Teaching Assistant) 나머지 수업을 TA가 하게 되는데 주로 기본적인 
설명과 수업을 TA와 하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Instructor 3, TA 5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3 Term Tests (3x10%) = 30% 
- Online Quizzes (Best 15 out of 19) = 10% 
- Listening/Reading/Writing Assignments (2x5%) = 10% 
- Group Oral Presentation= 5% 
- Participation (Lectures, Tutorials, Lab) =15% 
- Final Exam 3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Yes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  
 
Difficulty (Scale 1 to 10): 
 
4 
 
l 아무래도 언어이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감 
l 단어랑 grammar가 어렵지 않아서 자주자주 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짐 
 
Study Tips! : 
 
l 진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놓치면 안됨 
l 튜토리얼과 Lab은 참석만 해도 점수를 만점받을 수 있음 
l online assignment 는 매주 내는걸로 예습해서 문제풀이를 해야함 
l Final Exam은 Term Test 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옴 
 



	  

	  

 
SPA100Y1: Spanish Language for Beginners 

Academic Year Taken: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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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th Requirements: 1 

Professor: Anna Limanni (TA: Penny) 

-‐ 교수가 아주 착함.  
-‐ 중간에 반이 못알아듣는다 싶으면 영어로 설명해줌 
-‐ 슬라이드를 위주로 반을 가르치고 말하는게 재밌음 
-‐ TA인 Penny도 아주 착하고 아주 친절하게 답해줌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Professor: 8/ TA: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3 Term Tests = 30% 
-‐ Online Quizzes (Best 15 out of 19) = 10% 
-‐ Listening/Reading/Writing Assignments (2 X 5%) = 10% 
-‐ Group Presentation = 5% 
-‐ Participation = 15% 
-‐ Final Exam = 30%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Yes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 

Difficulty (Scale of 1 to 10): 

7 

-‐ 처음부터 스페인어로 반을 하고 외울것이 많기때문에 언어를 잘 못배우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어려움 

 

 



	  

	  

 

Study Tips! : 

-‐ 진도가빨리 나감 
-‐ 혼자서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연습해야함 
-‐ 튜토리얼은 매주가서 아주 많은걸 물어볼수있으니 꼭 가는게 좋음 
-‐ 랩은 정말 쉬움 15분동안 가서 그냥 말하고있음 됨 
-‐ 온라인 퀴즈는 아주 쉬움 인터넷 사전 찾아보면서 번역해서 하면 거의 100점 
-‐ Final exam과 term test는 보통 문법에 집중을 많이함 
-‐ 문장들을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문법과 단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게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