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T (강대 고급 국어) 2017 수정 사항 (9/6일까지)
「본문」
23쪽 그림에서 ⓑ와 ⓒ를 다음과 같이 수정.
ⓐ

비행기

ⓑ

ⓒ

수면

폭탄

→ ⓑ와 ⓒ 위치가 바뀌었음

117쪽 세포분열 지문의 17번 문장의 차이때문에->차이 때문에
208쪽 4번 문제의 각 선지에 밑줄 추가.
①번 떨거지, ②번 년, ③번 녀석, ④번 푸네기, ⑤번 떼,에 밑줄.
254쪽 보기의 그림에 ㉣과 ㉤이 없음, 다음과 같이 수정.

300쪽 작품의 1연 1행이 299쪽 맨 아랫줄에 있음.
311쪽 1번 문제 ②번 선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해설」
5쪽 문제 1번의 선지 ③번 설명 8번째 줄 ‘골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를 ‘돌에 구멍을’로 수정
6쪽 2번 문제 해설 3번째 줄에 ‘자연 현상의 원리는’을 ‘원리를’로 수정

9쪽 3번 문제 해설에서 그림 왼쪽에 붙어 있는 설명 ‘나쁜 일과 관계된 앎은 좋다는 진술은
㉠의 전계가 될 수 있음’에서, ‘전계’를 ‘전제’로 수정.
12쪽 왼쪽 단 두 번째 단락 스타일 통일시켜야 함.
52쪽 2번 문제 해설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변경함.
2. ①
초경 3점: (북1 징3) × 5 = 북5 징15
초경 4점: (북1 징4) × 5 = 북5 징20
초경 5점: (북1 징5) × 5 = 북5 징25
이경 1점: (북2 징1) × 5 = 북10 징5
이경 2점: (북2 징2) × 5 = 북10 징10
이경 3점: (북2 징3) × 5 = 북10 징15
⋮
삼경 1점: (북3 징1) × 5 = 북15 징5
삼경 2점: (북3 징2) × 5 = 북15 징10
삼경 3점: (북3 징3) × 5 = 북15 징15
⋮
사경 1점: (북4 징1) × 5 = 북20 징5
⋮
5경 1점: (북5 징1) × 5 = 북25 징5
5경 2점: (북5 징2) × 5 = 북25 징10
5경 3점: (북5 징3) ×1 = 북5 징3
모두 합산함.
∴ 북 295번, 징 303번

71쪽

문제 1번의 5번 해설 마지막 줄에 “[A] 이전에는 심생 중심으로, [A]는 심생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를 “[A] 이전에는 처녀 중심으로, [A]는 심생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로 수정

87쪽 1번 문제 해설 6번째 줄 ‘②번 선지가’를 ‘⑤번 선지가’로 수정.

①번 선지 해설에서 ‘생황의 노래’를 ‘생활의 노래’로 수정.
89쪽 어부단가 1번 문제의 정답을 ⑤ → ②로 수정.

---------------------------------------------------------

『9월 6일 추가 수정 사항』
본문 231쪽 [A] 묶음 부분의 마지막을 ‘-방장부절’에서 끝냄. ‘남의 일만 하느라고 ∼’ 부분을
[A]로 묶지 않음.

[A]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어, ∼ 길 잃은 어린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 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
가에 기별하기, 계칩불살(啓蟄不殺) 방장부절(方長不折)
남의 일만 하느라고 돈 한 푼도 못 버니 놀보 오죽 미워하랴.
*

*

해설 51쪽 2번 문제 ③번 선지 해설 ‘265일’을 ‘365일’로 수정.

해설 74쪽 2번 문제 ③번 선지 해설 첫째 줄에서 ‘#50에서 딸의 혼사가’를 ‘#50에서 유진의

혼사가’로 수정.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