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Statistics 시험 변경 관련 안내 

1. COVID-19으로 인해 AP Statistics 시험 포멧과 시험 범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

화는 시험 시간이 3시간 10분에서 45분으로 큰 폭으로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시험 토픽 역시 

큰 변화는 아니지만 10%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유지 및 변경되는 세부 토픽은 별첨하여 보내드

립니다.  

 

2. 가장 큰 변화는 MCQ(5지선다 객관식)이 없어지고 FRQ(주관식)만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한

다는 점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4월 초 발표가 되겠으나 현행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

면 주관식 한 문제가 연관을 갖는 (a)~(c) 형태로 세분화되어 출제가 되었고 한 문제에 배정된 

총 점수가 7.5점, 세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가 주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적인 틀은 유지되리라 봅니다.  

 

3. 통계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아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하게 과정까지를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점수로 연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 특

히 MCQ에서 고득점을 받아 전체 전수를 올리려는 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4. ESC AP Statistics 수업은 이미 ‘모든 학생 FRQ 답안지 첨삭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바

뀐 시험 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이 추가된 토픽은 없

고 빠진 토픽만 변경하여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출제될 토픽들에 대한 예상 문제를 선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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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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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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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동요 없이 저희를 믿고 계속 시험준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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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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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s covered 

Unit 1: Exploring One-Variable Data 

Unit 2: Exploring Two-Variable Data 

Unit 3: Collecting Data 

Unit 4: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Unit 5: Sampling Distribution 

Unit 6: Inference for proportion 

Unit 7: Inference for Mean  

 

Topics NOT covered 

Unit 8: Inference for categorical data (Chi-square tests) 

Unit 9: Inference for regression 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