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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132 
 
YEAR TAKEN 2020 Winter 

BR 5 

PROFESSOR Dr. Carolyn Sealfon 
 
교수님께서 정말 열정적이시고 In class participation을 

중시하세요. 학생들에게 대답을 유도하시는데 설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답하면서 따라가면 개념 이해가 수월합니다. 

수업시간에 문제 풀어주시는 것들은 모두 풀이가 업로드되니 

concept에 관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필기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GENERAL 
INFORMATION 

파동과 전자기력, 빛의 굴절을 배우는 물리 과목입니다. 

PHY131과 연계되는 과목으로 겨울학기에만 개설됩니다. 

교과서는 공부할 때, 과제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E-Book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Video와 Audio recording이 모두 업로드 되니 강의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Online class도 있지만, 강의 때 보여주는 실험을 관찰하기 

어려우니 in-person class를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GRADING SCHEME Practicals: 20% 
Midterm 1: 15% 
Midterm 2: 15% 
Classwork*: x% where 0<x<15 depends on earned classwork 
credits throughout the semester 
Cumulative Final Exam: (50-x)% * 

TEST FORMAT Final 은 COVID-19 로 인해 취소되어 format 을 파악할 수 없었음. 

Mid term 은 모두 format 이 동일합니다. 1 개의 short answer 

question 과 20 개의 MC question 입니다. 

Short answer question 은 풀이과정이 긴 문제를 단계별로 

풀이과정을 적는 문제인데 매주 과제로 나오는 practical 

question 과 유형이 같습니다. 

LAB & TUTORIAL & 
ASSIGNMENTS 

Practicals: 20% 
 
 매주 1 회씩 TA 들과 함께 주어진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 풀이과정을 TA 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COURSE AVERAGE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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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IPS 물리라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나온 

개념이 뒤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강의와 Practice 진도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학기 중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PHY131 에서 배운 개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물리에 취약하다면 미리미리 

복습해두시길 바랍니다. 
 
Help room 이나 온라인으로 다른 친구들과 Discussion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도움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도움받기를 권장합니다. 
 
A4 1 페이지 분량의 Cheat sheet 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 개념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MC Question 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Short answer question 은 학기 중에 올라오는 practical 

question 이랑 format 이 동일합니다. 교수님께서 풀이도 

올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면 

고득점을 받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