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AP Biology 시험 업데이트

1. 시험날짜가 한국시간 5월 19일 화요일 새벽3시(미국 동부시간 5월 18일

월요일 오후2시)온라인 테스트로 정해졌습니다.전 세계 학생들이 같은시간에 동시

진행됩니다.학생들은 테스트 시작하기 30분전에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준비

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시험은 총2문제이며 1번 문제를 읽고 답하는 시간이 25분이며 자신의 답을 업

로드하는 시간이 5분 주어집니다.1번 문제를 업로드 한후에 2번문제를 시작할수

있으며 2번 문제를 푸는시간은 15분입니다.정답을 타이핑한 후에 업로드 하는시

간은 동일하게 5분이 주어집니다.총 시험시간은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50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1번 문제를 답하고 제출한 후에는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3. 시험에서 각 문제비중은 1번문제 65%이고 2번문제는 35%입니다.

4. 각 문제마다 여러 part 로 나뉘어지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번문제는 data문제로 구성되어있는데 중요한Data들이 표나 그래프로

주어지며 총 4part로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Part A:  생물학적인 개념,과정,예시들을 설명

Part B:  실험에서 필요한 과정들을 구별하고 설명

Part C: Data 분석

Part D: 상황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이유 설명



* 2번 문제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변화가 생긴 문제가 주어지며 학생들은

총 4part로 이루어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Part A:  생물학적인 개념이나 과정을 맥락에 맞춰서 표현

Part B: 이에 연관된 개념이나 과정을 심도있게 설명

Part C:  생물학적인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이유나 효과를 예측

Part D: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서술

5.  여기서 주목할점은 1번문제는 기존 FRQ 1번문제와 유사할 것이며 2번문제는

기존 FRQ 4번과 유사할것입니다.

6.  오픈 북/노트 시험이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사용을 거의 못한다고 생각

하면됩니다.문제를 풀고 답을 써내는데 충실해야 하기때문에 완벽히 내용을 학

습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것이 최선의 준비 방법을 것입니다.

7.  미국시간으로 6월 3일 추가 시험이 있을수 있으나 학생들이 선택하기 보다 5

월 정규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령 인터넷 접속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

유가 있는 학생들만 예외적으로 허락될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기에  정규시험

이 있는 한국시간 5월 19일날 시험 응시하는것이 최선입니다.

8. 출제될 토픽은 Unit 1~6 까지이며 unit 7, 8 (evolution, ecology)는 이번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걸로 공지되었습니다.각 unit마다 나오는 토픽들은 아래와 같습니

다.



Unit 1- Chemistry of life: Structure of water and Hydrogen bonding, Biological 

macromolecules.

Unit 2 - Cell structure and function:  cell size, membrane, permeability, 

transport

Unit 3 - Cellular Energetics: Enzyme, Cellular respiration, photosynthesis

Unit 4 - Cell communication and Cell cycle:  Signal transduction, Cell cycle, 

Mitosis

Unit 5 - Heredity: Meiosis, Mendelian Genetics, environmental effect on 

phenotype

Unit 6 – Gene expression and regulation:  DNA, RNA, protein, Replic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 Gene regulation, Mutation, Bio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