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Calculus AB/BC Syllabus 

 수업 시간 

1st Session: 6/8/2020~7/11/2020 월, 수, 금 7:00-10:00 / 화, 목, 토: 4:00~6:00 

2st Session: 7/13/2020~8/15/2020 월, 수, 금 7:00-10:00  

 

 수업 교재 

Calculus (10th edition) by Ron Larson (E-book 제공), 연습 문제집 및 자체 수업 노트 

 

 과목 소개 

Calculus 는 명실공히 ‘수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Prealgebra 에서부터 Precalculus 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학적 체계가 Calculus 를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해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 수학에서 calculus 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Calculus 는 

크게 AB 와 BC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문과 계통으로 진학할 경우 굳이 BC 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Calculus 는 이유불문 무조건 BC 를 수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된 칼럼에 자세하게 상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는 15 번의 수업으로 향후 1 년간 학교에서 배울 Derivative (미분) 및 Integration (적분) 및 

Infinite Series 까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선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회차 수업 내용 

1 Limit, Continuity, Definition of Derivative, 4 Basic Rules 

2 6 Trigonometry Rules, Implicit Differentiation 

3 Related Rates, Critical Points and 1st derivative test, 

4 2nd derivative test and point of inflections, 3 Important Theorems 

5 Finding Absolute max, Sketching Graphs and Optimization Problem 

6 Riemann Sum, Definition of Inegration, 1st FTC, U-Substitution 

7 Calculus for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s 

8 Various Theorem, Position-Velocity-Acceleration Problem 

9 Differential Equations, Volume by Roation and Cross-section Problems 

10 Euler’s Method, Integration by Two Parts, Arc Length 

11 Partial Fration, Improper Integral, Logistic Fnc 

12 Parametric Equations, Polar Curve 

13 6 Convergence Tests 

14 Taylor Series and Remainder 

15 Introduction to AP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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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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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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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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Calculus AB 와 BC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Calculus,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미적분으로 통하는 이 과목은 명실공히 수학의 꽃이라 불릴 만 합니다. 즉, 학교에 

들어가 수학을 처음 배운 이래로 Prealgebra, Algebra 1 and 2, Geometry, Precalculus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목들이 이 

Calculus 라는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긴 위한 과정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의 Calculus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AP Calculus 점수를 대학에 리포트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의 Calculus 과목은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Regular Calculus,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 가 보통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이 Multivariable 

Calculus 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칼럼을 통해 추후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갖고 Calculus 에 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마다 각자 

처한 위치와 수학을 대하는 부담 정도가 다르겠지만 감히 이야기하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명심해야 할 

Golden Rule (황금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학년에 반드시 AP Calculus BC 크레딧을 가지고 졸업해야 한다!” 

우선, AP Calculus AB 와 BC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드야겠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AB 는 문과 미적분, 

BC 는 이과미적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C 시험 문제 중 AB 에도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으며 따라서 

BC 시험을 보면 BC 점수와 함께 AB 에도 출제된 문제들에 따로 AB 에 대한 sub-score 가 따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BC 에서 4 점을 받더라도 AB 시험을 보았다면 5 점 혹은 4 점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빠르신 학부모님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 혹은 반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문과 

계통 특히 어학 혹은 문학 쪽으로 지원하려 하는데도 BC 시험을 봐야하나요?” 제 대답은 그래도 BC 수업을 듣고 시험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컬리지보드에서 제공한 2015 년 score distribution 자료에 의하면 AB 시험의 경우 총 응시생의 21.8%가 5 점을 받은 반면, 

BC 시험에서는 45.4%가 5 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BC 시험을 본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이 AB 시험을 보았다면 

몇 점을 받았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인 BC Subscore 의 경우에도 56.1%의 학생이 5 점을 받았으며 이는 BC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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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이었지만 AB 로 변환하면 5 점이라고 판정을 받은 학생이 추가적으로 약 11.3% 존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BC 가 더 어렵게 출제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스코어 구조 상 응시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5 점을 

부여하는 가장 generous 한 시험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 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점수표를 보시면 더더욱 이 시험이 얼마나 관대한 시험일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전체 108 점 만점에 5 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69 점 정도 수준입니다. SAT 1 이 54 문제 모두를 맞추어야 Math2C 

시험이 50 문제 중 45 개 이상을 맞추어야 만점이 가능한 데 비해 이 시험은 70% 미만을 받고도 5 점을 받을 수 있고 

전체 학생 중 반이 5 점에 도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BC 시험의 토픽이 AB 에 비해 많이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AB 와 BC 는 

사실 토픽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BC 에 출제되지만 AB 에는 출제되지 않는 토픽을 보면 크게 보면 Infinite 

Series 파트인데 이는 1~2 번의 수업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또한, 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AB 에 대한 기초만 튼튼히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 할 수 있는 토픽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게임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수학’ 시험으로 볼 것인가 수학 ‘시험’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선택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요. 즉, 시험은 

시험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과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한 수학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접근하신다면 더 적은 시간과 공력을 투입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음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