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TEST 공식가이드(2020년 개정판) 정오표
페이지
p13

p21

현행
<예제>의 그림에서 3사분면 검은색
실선 화살표
<해설>에서
… 기회비용은 7만8.000원이다.
하단 <그림>의 범례에서...

p44

A의 수요량
B의 수요량

p84
p84
p86

p97

p106
p109
p110
p124

해설의 두 번째 줄에서...
수량에 따른 할인으로써

… 기회비용은 7만8,000원이다. (금
액 천 단위 표기 수정)
A의 수요량→C의 수요량
B의 수요량→D의 수요량
수량에 따른 할인으로서

과점시장Oligopoly (영문 첫 글자 대

과점시장oligopoly

문자 처리)

마지막 문장에서...

즉, ‘모두에게 유용한 공공재의 공급

즉, 모두에게 유용한 ‘공공재의 공급

을 … 과소공급’되는

을 … 과소공급’되는

(홑 따옴표 위치 조정)

하단 그림의 거래량(ℓ)

거래량(개)

상실된다는 뜻이다,

상실된다는 뜻이다.

표 내용 중...
과표소득(taxable income)에서
뒷 페이지
발문에서...
아래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옳은...
A는 경제가 침체상태일 때 정부의 적

(1) 보기 3에서...Y16에 비해
(2) 보기 5에서...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p145

모양으로)

<기출문제> 04번의 발문에서...

<기출문제> 01번 중...

p144

을 나머지 화살표와 같도록 (갈고리

정답 ②

극적 개입을 주문한다.
p143

3사분면 검은색 실선 화살표 끝 모양

정답 ⑤

예제의 |보기| ㉡에서...
p141

수정

과표소득(taxable income) 삭제
다음 페이지
아래의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옳은...
A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1) Y16년에 비해
(2) 부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A국의 실질...

이를 바탕으로 2019년 A국의 실질...

(단, 기준연도는 2019년이며…)

(단, 기준 연도는 2018년이며…)

해설 셋째 줄에서...
2017년 실질이자율은 2%이다.

2017년 실질이자율은 -2%이다.

고용통계상 인구분류 그림에서...

p159

(직선 화살표 삭제)
p161

<실업의 종류> 표에서...
계적적 실업
<확장적 재정정책의 파급경로> 그림에서

p177

<투자지출 감소>에서 <총수요 증가>
로 음영이 단절
예제의 |보기|에서...
㉠ 중앙은행의 채권 매각

p182

후술하는 첫 번째 문장(중앙은행이 채
권을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보관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감소
하게 된다.)

p191

p191

p472

로 그림의 음영이 이어짐
㉠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후술하는 첫 번째 문장(중앙은행이 채
권을 매입하고 매입자금을 지급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금리인상'에

이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발언을 하였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다. (밑줄 친 부분 표시)

보기 ④에서...
올해 3%대 성장’

올해 3%대 성장 (홑 따옴표 삭제)

(1) 해설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1): 160만원이다.

238만원이다.

(2): 238만원이다.

(2) 해설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서...

(해설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한 세 번째

160만원이다.

줄의 값과 네 번째 줄의 값을 바꿈)

따라서 A씨는 18,000원을 추가증거금
으로...

p564

<투자지출 감소>에서 <총수요 증가>

<NEWS> 마지막 문장

해설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서...
p511

계절적 실업

<모의고사> 61번 보기의 그림에서...
평군상영비

따라서 A씨는 17,000원을 추가증거금
으로...
평균상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