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Calculus 시험 변경 관련 안내 

1. COVID-19으로 인해 AP Cal 시험 포멧과 시험 범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험 시간이 3시간 15분에서 45분으로 단축되었고, 시험 보는 토픽 역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유지 및 변경되는 세부 토픽은 별첨하여 보내드립니다.  

 

2. 가장 큰 변화는 MCQ(4지선다 객관식)이 없어지고 FRQ(주관식) 3문제로만 학생들의 실력을 평

가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4월 초 발표가 되겠으나 현행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주관식 한 문제가 연관을 갖는 (a)~(d) 형태로 세분화되어 출제가 되었고 한 문제에 배

정된 총 점수가 9점, 각각의 세부 문제에 1~3점 사이에 배점이 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 틀은 유지되리가 봅니다.  

 

3. 정답이라도 중간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혹은 중간 과정이 다 맞았지만 답에서 오류가 있더라

도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완벽한 답안을 내는 것

이 더욱 시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08점 만점이었던 시험이 27점에 해당하는 비율로만 남게 

되었으니 중간 과정 배정된 1점 1점이 결국에는 점수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4. ESC AP Calculus는 변경 전부터 이미 ‘모든 학생 FRQ 답안지 첨삭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

었고 바뀐 시험 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이 추가된 토

픽은 없고 빠진 토픽만 변경하여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출제될 토픽들에 대한 예상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기존에 시행 중인 첨삭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하단에 첨부된 변경된 토픽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5. 새로운 시험 유형과 포멧은 기존 5점 커트라인을 이미 완전하게 넘어간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

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을 선호하는 5점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생들에

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부가 다소 부족했던 학생들에게는 20% 

이상의 토픽이 시험에서 빠졌으므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

서 동요 없이 저희를 믿고 계속 시험준비에 만점을 기했으면 합니다. 

 

6. 새로운 온라인 시험은 시행 보다 채점 및 grading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기존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온라인 시험 대신 기존의 진행되었던 포멧으로 시험

이 진행될 가능성 역시 지금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으니 변경된 토픽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진

행하며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it 1: Limit and Continuity  

finding limit algebraically and graphically, limit at infinity, definition of continuity 

 

Unit 2: Differentiation definition and rules  

finding derivative by limit process, cusp, power, product, quotient, 6 trig rules 

 

Unit 3: More differentiation technique  

chain, inverse trig, inverse function, implicit differentiation 

 

Unit 4: Contextual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 

Meaning of derivative in context, Relate rates, Kinematics, L’Hospital rule, Local linearization 

 

Unit 5: Analytical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 

Mean Value Theorem, Extreme Value Theorem, 1st and 2nd derivative tests, fining absolute max/min, Point 

of inflection, Sketching graph, Optimization problem) 



Unit 6: Integration and Accumulation of changes 

Areas with Riemann Sums,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and definite integration, finding antiderivative, 

U-substitution 

 

Unit 7: Differential Equations 

Solve differential equation - Separation of variables (general and particular solutions), Slope field, Logistics 

differential equations.  

 

Unit 8: Application of integration 

Average value, Kinematics, Net change theorem, Disk and Washer methods, Volumes with known cross-

section.  

 

Unit 10: Infinite series 

Geometric series, Harmonic and P-series, Alternating Series Tests, Ratio Tests, Finding Taylor Polynom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