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psychology 수업 계획서 (외고,특목고반) 

 

지도 강사  

이자영 선생님 

 

▶기간: 겨울방학 1/10~2/16 (6주)  

▶요일 및 시간: 1월 10, 12, 17, 19, 26, 31일(화,목) 

2월 2, 7, 9, 14, 16일(화,목) 10 am-1 pm 

▶방학: 1월 24일 구정 연휴   

▶수업 시수: 3시간씩 11회 총 33시간 완성 

▶수업 목표:  

시험에 꼭 나오는 개념을 정리하고 각 단원에 중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명확하고 요약 정리된 개념 설명과 응용 문제풀

이로 AP시험을 대비시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개념 정리와 단원별 MCQ 

문제풀이와 FRQ 유형별 에세이쓰기를 다룹니다.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풀세트 기

출 문제풀이가 1회 포함됩니다  

▶강의 특징: 

1. 2020 년 이후 한층 어려워진 AP Psychology 에 대한 완벽한 대비시켜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예시를 다루는 문제 응용력 배양  

-도표, Chart, Graph 활용 문제 대비 

- Main theory 외 secondary theories까지 대비 



 

 

 

-자체 교재로 진행하며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교재비 2만원)  

-족집게식으로 요약 정리된 필수 개념 정리와 각 단원의 핵심개념이 기출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연습문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실제 기출 문제 포함).  

-수업시간에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는 과제로 나갑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AP Psychology 5점을 향한 가장 명확하고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수업 커리큘럼  

횟수 날짜 시

간 

내 용 

1 1월 10일 

(화) 

3 Prologue & Chapter 1  

-Research Methods (with Statistics) 

과제: MCQ문제풀이  

2 1월 12일

(목) 

3 Chapter1, 2 

-Biological Bases of Behavior (Brain, Endocrine system) 

과제: MCQ문제풀이   

3 1월 17일 

(화) 

3 Chapter 3, 4  

-States of Consciousness (Sleep, Dream, Drugs) 

-Nature and Nurture (Gene, Evolutionary perspective) 

과제: MCQ문제풀이 

4 1월 19일 

(목) 

3 Chapter 5 

-Developmental Psychology (Stage theories of personality 

cognition, & morality) 

과제: MCQ문제풀이  

5 1월 26일 

(목)  

3 Chapter 6,7 

-Sensation & Perception, 

-Learning  



 

 

 

(Classical/Operant conditioning, Cognitive learning) 

과제: MCQ문제풀이  

6 1월 31일 

(화)  

3 Chapter 8,9  

-Memory 

-Thinking and Language 

과제: MCQ문제풀이  

7 2월 2일 

(목)  

3 Chapter 10  

-Test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Psychometric test & Intelligence) 

과제: MCQ문제풀이 

8 2월 7일 

(화)  

3 Chapter 11, 12 

-Motivation 

-Emotion and Stress 

과제: MCQ문제풀이 

9 2월 9일 

(목)  

3 Chapter 13, 14 

-Personality(Freudian theory, Trait theories)  

-Social Psychology (Social relation, Group dynamics) 

과제: MCQ문제풀이  

10 2월 14일 

(화)  

3 Chapter 15,16 

 -Abnormal Psychology (Mental disorders & DSM-5)  

 -Treatment of Psychological disorder 

과제: MCQ문제풀이 

11 2월 16일 

(목) 

3 기출 문제 풀세트 1회 MCQ 100문제 해설  

에세이 기본 유형 강의  

과제: MCQ문제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