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GRIT 필수편 정오표 (0419까지)
페이지

이전 내용

수정 사항
19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다스리지
문제편 p.6
19번 문장

19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20

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단락 구분 잘못되어 있음)

못하였습니다.

20

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19번 문장을 20번 문장
앞으로 붙이기)

문제편 p. 18
본문 3번째 단락

문제편 p.27
4번 문항 1번 선지

‘천명(天命)’

‘천명(天命)’

(네모박스 삭제)

모자 광고로 인한금전적인

모자 광고로 인한 금전적인
(띄어쓰기)

본문에 들어가 있는 ‘비교
문제편 p.28
17번 다음 문장

우위란 국제 무역에서, 한

17번 문장의 ‘비교우위’에 대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 지닐

각주 설명으로 이동

수 있다는 개념이다.’를

(첨부된 한글 파일 참고)

삭제
문제편 p.29

ㄹ. ~ 프랑스 토지의

4번 문항 <보기2 ㄹ>

생산성이

문제편 p.39
3번 문제 <보기>

ㄹ. ~ 프랑스 토지의 절대적
생산성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추가)

X⇔Y

X⇔Y

X⇔Y

X⇔Y

X⇔L

X⇔L

X⇎L

Y⇔L

Y⇔L

Y⇔L

Y⇔L

문제편 p.40

<보기1>

갑, 을, 병, 정

4번 문항 보기, 2번 선지

갑,을,병,정

(띄어쓰기)

X⇎Y

문제편 p.40
4번 문항 보기, 2번 선지

문제편 p.40
4번 문항 보기, 2번 선지

문제편 p.102

문제편 p.102
2번 문항 2번 선지

<보기2> (나)

상품 Y를 수입했으나

상품Y를 수입했으나 ~

상품 Y를 수입했다.

상품Y를 수입했다.

(띄어쓰기)

관세동맹

풀이시간 3분 30초

“모든A는 B의 속성을~”

ㄷ. 자연이 한결같지 않은
문제편 P. 103
2번

경우, 대안 방법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귀납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관세 동맹
(띄어쓰기)

풀이시간 4분 30초

“모든 A는 B의 속성을~”
(띄어쓰기)

ㄷ. 자연이 한결같지 않은
경우, 대안 방법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면 귀납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해설편 빠른 정답
PART 02 사회

정답 ⑤

정답 ④

정답 ⑤

정답 ④

6. 베이즈 주의

해설편 P.38
5번

해설편 P. 43
5번

④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④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X) 6번 문장을 보면, 발생
여부에 따라 ‘예측’과 ‘설명’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즉 ‘E의
연역’이 현상 E가 이미 발생하
였다면 ‘설명’이 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측’이 된
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아
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이었던 것이, 발생을 하
고 난 후에는 ‘설명’이 됨을 알
ㄴ. (X) 예측 또한
해설편 p.101
2번문제 ㄴ해설 교체

수

있다.

‘예측’이었던

것이

설명항을 피설명항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만약 발

연역하는 설명의 과정을

생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통해 도출되므로 설명이

아닌 ‘예측’이 된다. 하지만 반

아닌 예측은 불가능하다.

대로 이미 발생한 ‘설명’이, 발
생하지 않은 상태의 ‘예측’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설
명’이 아닌 ‘예측’은 가능하지
만, ‘예측’이 아닌 ‘설명’은 가
능하지 않다. '설명'은 E가 발
생되지 않은 상태의 연역(예측)
에서 E가 발생이 되어 가능해
진 것으로, '설명'이라 해서 동
시에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