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토 수학 고득점 N제 정오표 (6.24)
2쇄 -> (2쇄도 수정) 이라고 적힌 부분만 수정
3쇄 -> (3쇄도 수정) 이라고 적힌 부분만 수정

<문제편>
P17 첫 번째 줄 中
다시 봤을 때 틀리면 -> 다시 봤을 때 맞추면
P25 표현상 수정 (2쇄도 수정)

(해설편 P22도 동일)

    에서    에 그은 접선이

P26 표현상 수정 (2쇄도 수정)
    에서 그은 접선과

->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이

(해설편 P25도 동일)

->     에서의 접선과

P21 글자체 수정 (2쇄도 수정) (해설편 P10도 동일)

MN  
a  a   → 
MN  
    
P32 삼차함수를 -> 삼차함수

(해설편 P44도 동일)

P34 ∠BAD

→ ∠BAE

(2쇄도 수정)

P42 (가)조건에 내용추가 (2쇄도 수정) (3쇄도 수정) (해설편 P72도 동일)
(가) a<0, b<0 이면 -> (가) 임의의 실수 a,b에 대하여 a<0, b<0 이면
P93 네 번째 줄 中
직선 m과 점 P의 최단거리의 -> 직선 m과 점 P의 거리의
P94 (단, k > 0 이다.) ->

(단, 원판의 두께는 무시한다.)

(해설편 p219도 동일)
(해설편 P223도 동일)

<해설편>
P12 보충설명 (2쇄도 수정)

P24 b=2 -> b= -2 (2쇄도 수정)

P36 두 번째 줄 (2쇄도 수정) (3쇄도 수정)
   에서 접선의 방정식 ->

   에서 접선의 방정식

P41 가 삭제

P42  →   (2쇄도 수정) (3쇄도 수정)

P45 내용 추가

(2쇄도 수정)

내용추가 : (단,    와    가  의 값이 커질 때 함숫값이 커지는 함수이면)

(반례:     )

P46 출제자의 한마디 中 (2쇄도 수정)
(다) 조건 -> (나) 조건

P61


BH → 
AB (2쇄도 수정)

P74 ⑧ ⅰ)에서

(2쇄도 수정) (3쇄도 수정)

(나) 조건 x ->  ′≠
P80 3번째줄 수정 (2쇄도 수정) (3쇄도 수정)

   →   
P83 출제자는 -> 출제자가

P87 출제자의 한마디 中
   →   

P93 (2쇄도 수정)
접어 올린 후 극값을 조사하면 2개가 나오겠죠? -> 2개를 3개로
   →   

P99 1의 위치 이동 (2쇄도 수정) (3쇄도 수정)

P139 5번째 줄 (2쇄도 수정)

 ′        와  ′       
->  ′       와  ′       

P165 출제의도 中
찾 수 있는가? -> 찾을 수 있는가?
P168 4번째줄 (2쇄도 수정)
연속활률변수 -> 연속확률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