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Statistics Syllabus 

 수업 시간 

1st Session: 6/8/2020~7/11/2020 화, 목, 토 7:00~9:00 

2st Session: 7/13/2020~8/15/2020 화, 목, 토 7:00~9:00 

 수업 교재 

The Practice of Statisitcs by Starnes, Yetes, Moore 5th Edition (Ebook 제공), PPT, 연습문제 

 과목 소개 

통계학은 모든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과목입니다. 즉, AP Calculus와 함께 커버하는 

전공의 범위가 가장 넓은 과목입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물론, 심리학, 교육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로 이론이나 직관을 검증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과목에서 통계학은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 아무리 냉철한 직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데이터로 검증 받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따라서, 아직 전공이나 진로를 고민중이거나 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AP 

Calculus와 함께 전공 불문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은 매우 어려운 과목입니다. 복잡한 숫자를 쓰면서도 수학과는 그 특성이 완전히 

완전히 다른 과목입니다. 매우 어려운 Theorem과 복잡한 이론들, 학자들마다 견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등 공부를 잘 하고 수리적인 이해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조차 넘기 힘든 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AP Stat은 쉽게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15회 수업을 통해 

앞으로 학교에서 배울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업 회차 수업 내용 

1 Descriptive Statsitics, Location, , Normal Distribution 

2 Bivariate Data and Regression 

3 Design of Study 

4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 

5 Binomial Distribution 

6 Test for Chapter 1~6 

7 Sampling Distribtion  

8 Confidence Interval 

9 Significance Test (1) 

10 Significance Test (2) 

11 Inference for Two samples 

12 Inference for Categorical Data  

13 Inference for Regression  

14 Test for chapter 7~12 

15 Introduction to AP Exam 



상담문의: 02)540-5900 

 

김기종 선생님 강의는 다릅니다!! 

 

 저자 직강의 깊이 있는 강의! 

김기종 선생님은 모든 수업을 자체 제작된 수업 노트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노트를 바탕으로 한 15 년간의 강의 노하우가 담긴 한국인 최초의 SAT Subject Test 교재가 

2013 년 출간되어 교보문고 및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또한, 새롭게 바뀐 New 

SAT 의 경향을 완벽 분석한 교재 역시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강의 VOD 를 통한 무한 리뷰! 

이번 여름 ESC 에서 진행되는 김기종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VOD 로 제작되어 수강 기간 

내에 별도의 비용 없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수학은 무엇보다 연속성의 학문이기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수업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SC 에서 진행되는 

모든 김기종 선생님 수업은 VOD 를 통해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진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강함으로서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One-Stop 자료 제공! 

김기종 선생님의 수업은 전자 패드를 이용한 전자 필기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이지만 수학 공부에서 리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VOD 와 함께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모든 

자료가 실시간 공유됩니다.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수업 노트, 숙제 제출 및 확인, 숙제에 

관한 정답, VOD 시청이 한 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전담 TA 및 수업용 카페 통한 지속적 관리! 

수업을 마친 후 혹은 다음 수업 전 숙제를 다 한 것을 확인 받아야만 다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담 TA 를 통해 숙제 상황이나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 진행되는 TA  세션을 통해 그 날 배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복습과 이해를 보장합니다.  

 

 자체 제작된 계산기 tutorial! 

수업이나 시험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미국식 수학식 제도의 특성 상 계산기를 잘 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자체 제작한 tutorial 을 통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계산기를 시험에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