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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구성 

및 

시간 배분 

FRQ 2 문제 출제 (Unit 6 제외) 

1. 첫번째 FRQ 문제 

- 2 개의 short free-response questions 

- 25 분간 문제 풀고, 5 분간 답 업로드  

- 전체 점수의 55% 차지 

2. 두번째 FRQ 문제 

- Long free-response question 

- 15 분간 문제 풀고, 5 분간 답 업로드 

- 천체 시험 점수의 45% 차지 

추가 시험 

정보 

1. 첫번째 FRQ 문제는 기존 시험 FRQ 2 번 3 번 문제를 합하여, 

1 문제로 출제되며, 두번째 FRQ 문제는 기존 시험 FRQ 

1 번문제 형식으로 출제 

2.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려 분석 해야 하는 문제 출제 

3. 계산기 사용 가능 

시험 출제 

방향 분석 

기존의 시험의 출제 패턴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오픈 노트/ 오픈 북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위해, 단순한 정의와 이론을 묻는 문제들보다,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시험  

준비 방법 

1. 오픈 노트/북 시험이라는 점에 혹하여,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할 경우, 5 점과 4 점을 가르는 killing 문제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의 모든 개념들을 철저히 암기하고 학습해야 함. 

2.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자체는 출제되지 않으나, 그래프 

분석을 하지 않고는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그래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부가 

필요함. 

3. Collegeboard 에서 오픈한 모든 FRQ 문제를 풀어서 

FRQ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야 함. 특히, FRQ 를 풀고 나서 

답지를 확인하여,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답을 작성하는 

요령을 습득해야 함.  

4. 짧은 시험 시간동안, 노트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만의 써머리 노트를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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