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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글 읽기에서 형태소정보의 미리보기 효과

   이   상   은1)          주   혜   리1)†         고   성   룡1)2)

1)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2)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안구운동 추적 기법을 통해 우리글을 읽을 때 중심와(fovea)의 주변에서 형태소 정보가 

추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수 영어권 연구에서는 경계선 기법(Rayner, 1975)을 사용하여 중심와주변

(parafovea)에서 형태소 정보가 추출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Pollatsek, & Rayner, 2001; Rayner, Balota, & 

Pollatsek, 1986 등). 그러나 우리글인 한글은 영어와 같이 음소문자체계이면서 또한 모아쓰기를 하기를 때문

에 한 자가 형태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불규칙용언은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영어권의 결과와 다르게 글을 

읽을 때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다. 실험은 경계선 기법으로 불규칙용언을 써서 미

리 보기 네 조건-동일조건(예: 구워), 형태소 조건(예: 굽다), 시각유사조건(예: 굼다), 무관조건(예: 죨어)-으로 

제시했다. 실험 결과는 단일고정시간에서 형태소조건은 동일조건보다는 반응시간이 길었지만 시각유사조건

과 무관조건에서는 이득효과가 있었다. 첫고정시간과 주시시간에서 형태소조건이 시간유사조건과 무관조건

과 차이가 없었지만 무관조건보다 더 이득효과가 있었다. 이는 우리글 읽기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가 추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읽기, 안구운동 추 , 읽기형태소 정보 추출, 심와주변 미리보기효과, 경계선 기법, 어간 불규칙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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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버스에서 듣다 노래가 참 좋았다.

 | *

어제 버스에서 들은 노래가 참 좋았다.

(그림 1) 경계선 기법의 . 의 그림에서 *는 의 치를 나타내고 |는 가상의 경계 치를 나타낸다. 

의 그림은 이 ‘버스에서’에 응시할 때 심와주변 정보로 ‘듣다’가 제시되어 있다, 이 움직여 가상의 

경계를 넘으면 ‘듣다’가 ‘들은’으로 바 다. 피험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눈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이 ‘눈’과 ‘사람’ 두 가지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그 뜻을 파악한다. 이처럼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 별로 단어를 분리하고 처리한다(Taft, 1981; Taft & Forster, 1975, 1976). 이러한 형

태소 처리가 중심와(fovea)가 아닌 중심와의 가장자리 부근에서는 비교적 흐리고 선명도가 떨어

지는 영역인 중심와주변(parafovea)에서 이루어지며, 중심와주변에 미리보기로 주어졌을 때 글읽기

에 이득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음소문자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연구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처리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Juhasz et al., 

2009; Kambe, 2004; Lima, 1987), 음절문자를 쓰는 중국어권의 연구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Yang, 2012; Yen et al., 2008). 우리글 읽기 연구에서는 중

심와주변에서 시각처리와 음운처리를 확인한 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민철홍, 2012; 김정태와 고

성룡, 2008, 2010) 형태소 처리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다.

경계선 기법과 읽기에서 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

인지 실험 심리학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점화효과(priming effect)라고 한다. 먼저 제시된 단어는 점화 단어(prime)라고 하고, 나

중에 제시된 단어는 표적 단어(target)라고 한다. 이 때 표적 단어를 이해하는데 걸리는 반응시간

은 앞의 제시된 점화 단어에 영향을 받아 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이 점화효과는 

많은 언어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중심와주변의 역할보다는 암묵적 기억과 관련되

어 설명되고 낱말 수준 연구에 그쳤다.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 처리에 대한 연구는 눈이 한 고정과 그 다음 고정 사이 미리 정한 

경계선을 넘을 때 다음 고정에서 보이는 화면 정보를 바꾸는 방법인 경계선 기법(boundary 

technique)이 고안되고부터 가능하게 되었다(Rayner, 1998 참조). 경계선 기법은 그림 1과 같이 시

선이 표적자극 앞에 있는 가상의 경계선을 넘을 때 자극을 재빨리 바꿔 그 고정시간을 측정하

는 기법으로 보통 표적 전 영역에서 표적영역으로 도약(saccade)이 일어날 때에는 시각정보의 수

집이 억제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글을 읽으며 자극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은․주혜리․고성룡 / 우리  읽기에서 형태소정보의 미리보기 효과

- 27 -

다. 그럼에도 표적자극과 시각적으로 혹은 음운적으로 비슷한 자극이 미리보기로 주어질 때 무

관련 자극일 때보다 더 빠른 고정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러한 시각처리 상의 

이득을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parafoveal preview benefit effects)라고 한다(Rayner, 1998). 경계선 

기법을 통해 눈이 표적전 어절에 있더라도 표적전 어절이 어느 정도 처리되면 눈은 이미 처리

차원, “주의”가 다음 단어로 향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다수이다. 이런 주의 때문에 눈이 

비록 표적전어절에 있더라도 표적의 시각, 음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 기법을 통해 중심와주변 미리보기로 의미자극(형태소)을 제시 하였을 

때 글읽기의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권 읽기 연구에서 나타난 심와주변 형태소 정보처리

경계선기법의 출현으로 다양한 언어권에서 중심와주변 정보처리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Rayner(1975)는 이 경계선 기법을 사용해서 글읽기 시 유효한 시각장 범위(지각폭)을 탐색했다. 

그는 표적단어에 대한 고정시간을 분석했는데 고정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7~12 자 떨어진 범위

에서 미리보기 정보가 추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용되는 정보에 관해서 

단어의 형태, 첫 글자와 끝 글자 등 일부 시각적 정보에 제한되어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Rayner(1975) 이후, 영어를 중심으로 경계선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적 혹은 음운적 미리보기 효과

를 관찰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Balota, Pollatsek와 Rayner, 1985; Inhoff 1989; Pollatsek, Lesch, Morris

와 Rayner, 1992; Rayner, McConkie와 Ehrlich, 1978; Rayner, McConkie와 Zola 1980), 형태소과 같은 

의미적 미리보기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Altarriba, Kambe, Pollatsek와 Rayner 2001; Rayner, Balota와 

Pollatsek, 1986; Rayner, Schotter와 Drieghe, 2014). Rayner, McConkie와 Ehrlich(1978)는 명명단어와 철

자의 시작과 끝은 동일하지만 의미적으로 무관한 단어가 선행되었을 때(예: 명명단어가 palace일 

때 police) 촉진효과를 확인 하였다. Rayner, Balota와 Pollatsek(1986)은 경계선 기법을 사용하고 의

미적 미리보기 효과의 유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표적단어(예: song)에 대응하는 미리보기 

단어로 의미적 관련어(예: tune) 조건, 무관단어(예: door) 조건, 시각적으로 유사한 비단어(예: 

sorp) 조건, 그리고 처음부터 표적단어를 제시한 동일조건을 설정했다. 실험 결과 시각적 유사 비

단어 조건에서 큰 폭의 미리보기 효과가 나타났고, 그 고정시간은 동일조건과 비슷한 수준이었

다. 반면 의미적 관련 조건은 무관조건과 차이가 없었다.

이후 영어권 연구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의미 정보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통해 미리보기 

이득 효과를 확인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Kambe(2004)이 접두사(예: rehsxc)와 어간(예: zvduce)

의 형태소가 동일한 비단어를 미리보기로 주고 표적영역(예: reduce)에서 고정시간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미리보기 효과를 관찰 할 수 없었고 영어권 독자들은 글을 읽을 때 중심와주변에서 형

태소 정보를 처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Inhoff(1989)는 cowboy와 같은 복합어(compound wor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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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t과 같이 복합어처럼 보이는 의사복합어(pseudocompound word)를 이용한 실험에서 표적영역

(예: cowboy)에 대한 형태소 일치 미리보기 조건(예: cowxxx)과 형태소 불일치 미리보기 조건(예: 

cowbxx)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Juhasz et al.(2008)도 중심와 미리보기에서 형태소

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들은 표적단어에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단어가 조성되

어 있는 조건(예: popcorn-pop orn/diploma-dip oma)과 보존되어 있지 않은 조건(예: popcorn- popc 

rn/diploma-dipl ma)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그 결과 ‘popcorn’과 같은 복합어에서 첫단어 ‘pop’은 

전체 단어의 구성요소였지만 ‘diploma’과 같은 의사복합어의 첫단어 ‘dip’은 전체 단어와 연관성

이 없음을 확인하고 형태소 정보가 중심와주변에서 처리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복합어가 발달되어 단어가 긴 것이 특징인 핀란드어도 영어권과 마찬가지로 글읽기에서 중

심와주변 형태소 정보처리를 관찰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Hyönä, Bertram, 그리고 Pollatsek 

(2004)은 띄어쓰기가 없는 핀란드 복합어에서 두 형태소 사이에 경계선을 둔 경계선 실험을 진

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두 번째 형태소에서의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했지만 첫 형태소의 고정

시간에서는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독자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된 형태소를 중

심와주변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Bertram과 Hyönä(2007)도 핀란드어의 복

합어들의 첫 3~4자를 조작하여 중심와주변 형태소 정보처리를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영어와 핀란드어 글읽기 연구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처리를 확인 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가 미리보기 정보로 주었을 때 이득 효과를 확인하였다. 

Deutsch와 그의 동료들(2005)은 히브리어 독자에게 표적단어에 대해 동일조건, 형태소연관조건, 

철자연관조건을 가진 경계선 실험을 실시하였고 철자유사조건보다 형태소유사조건에서 더 큰 

미리보기 이득 효과를 확인했다. 영어와 핀란드어와 달리 히브리어 글을 읽을 때 중심와주변에

서 형태소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형태소가 배치되는 구조 차이 때문이다. 히

브리어에서는 모든 동사와 많은 명사, 형용사들이 의미와 형태소로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어의 

어근은 보통 세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어패턴은 모음들 혹은 모음과 자음의 조합으로 구

성된다(Deutsch et al., 2003). 즉 히브리어에서는 영어권과 달리 단어 전체에 어근이 중간 중간 끼

워지는 방식으로 단어가 짜여있고, 어근과 전체단어 간에 공간 상 분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

고 이렇게 어근이 중간 중간 끼워지는 구조(interleaved structure)에서는 어근과 단어패턴을 구성하

는 글자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철자와 음운구조가 형태소를 암시하지

도 않는다. 따라서 형태소 연관 미리보기 조건에서 보이는 모든 미리보기의 효과는 오로지 중심

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는 히브리어처럼 단어식별에 있어서 형태소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국어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를 대표하는 형태소는 그 글자가 쓰여 있는 단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예: 華(빛날 화)- 1)뜻: ‘중국’ 華僑(화교), 華語(화어) 2)뜻: ‘화려한, 웅장한’ 華麗(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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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貴(화귀)]. Yen과 그의 동료들(2008)은 모양이 같지만 뜻이 다른 글자로 구성된 미리보기 단어

와 비교해 모양과 뜻이 모두 같은 글자로 구성된 미리보기 단어가 더 큰 미리보기 효과를 보였

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Yang(2012)은 두 가지 부수로 구성된 중국어 글자의 복합어들을 실험자

극으로 하여 중심와주변에서 의미정보를 처리하는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형태소가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는 영어와 핀란드어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처

리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형태소의 구조가 얽혀있는 히브리어와 표의문자체계인 중국어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처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의 특징과 심와주변 형태소 정보처리 연구의 필요성

우리글은 기본적으로 영어와 같은 음소문자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알파벳을 길게 풀어서 

쓰는 영어권과는 달리 음절문자처럼 모아쓰기를 하는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house’라고 풀어서 표기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ㅈㅣㅂ’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이라고 모아

서 표기한다. 따라서 영어권과를 달리 우리글을 읽는 독자들은 글자정보를 더 집약적으로 처리

할 것이고,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가 추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글의 특징 중 하나는 불규칙 용언이다. 용언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나타내는 동사와 형

용사인데 이 용언 중에는 기본형과 모습이 다르고 수의적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불규칙 활용이 

있다. 예컨대 규칙활용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지만(예: 기

본형 ‘먹다’ → ‘먹고’, ‘먹어’), 불규칙 활용 용언은 규칙활용 용언처럼 어간 변화 없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예: 기본형 ‘눕다’ → ‘눕고’, ‘누어’). 이러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은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 언어들에서는 드문 현상이고 우리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활용 용언은 ‘눕다’-‘누워’의 경우처럼 어간

이 바뀌어 첫 음절의 음운정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중심와주변에서 음운정보로 인해 처리 이

득이 생긴다는 가능성을 통제하고 형태소 정보가 추출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좋은 재료이다.

영어권 및 다른 언어들에서는 중심와주변에서 의미 정보 추출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우리글 연구에서는 아직 중심와주변에서에서 의미 정보 미리보기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 기법을 통해 동일조건(불규칙변형조건), 형태소동일 조건(기

본형조건), 시각유사조건, 무관조건 총 네 가지의 조건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글을 읽을 때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에 의한 미리보기 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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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 36명(남: 21명, 여: 15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참가비로 현금 6000원을 지급받았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으며, 정상시력 또는 정상인 교정시력을 가졌다.

도구

안구 운동은 EyeLink II(캐나다, 온타리오)로 추적했다. 이 장비는 동공을 추적하는 비디오기반 

추적 장치로 초당 500번 눈의 위치를 파악하며, 최대 공간 해상도가 0.01도였다. 자극은 삼성 

SyncMaster 927 컬러 모니터에 해상도 800*600, 주사율 200㎐로 제시되었다. 문장은 한컴바탕 글

꼴의 한 줄로 표시되었다. 글자 크기는 20pt였고 한 글자는 시각(視角) 0.83°였다. 배경색은 회색, 

글자색은 검정색이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글을 두 눈으로 읽었지만 오른쪽 눈의 안구 운동만

을 관찰하였다.

자극

글을 읽을 때 맥락예측 정도가 높을 경우 표적자극을 건너뛰고 읽을 가능성이 크다. 안구운동 

실험 전, 실험에 사용될 실험문장을 추리기 위해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변형 용언 22 개를 활용

하여 총 202 문장을 만들었다. 어간이 바뀌는 ‘ㅅ’, ‘ㄷ’, ‘ㅂ’ 불규칙변형용언의 어미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어간이 바뀌는 ㅅ(예: ‘낫다’의 경우 ‘나아, 나은, 나을’), ㄷ(예: 듣다’의 경우 

‘들어, 들은, 들을’), ㅂ(예: ‘쉽다’의 경우 ‘쉬워, 쉬운, 쉬울’) 불규칙변형용언의 어미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2개의 동사에서 세 어미 당 두 문장씩 총 여섯 

문장을 선별한 후 다시 가장 맥락예측도가 높은 동사 2개를 뺀 20 동사 120 문장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여기서 맥락예측도는 이전 어절들의 맥락이 표적자극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이 예측 정도가 너무 높을 경우 표적자극을 건너뛰고 읽을 가능성이 커

질 것이다. 그런데 경계선 기법의 특성 상 실험참여자가 표적자극을 건너뛰고 읽게 되면 올바른 

측정과 분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전 어절들의 맥락이 표적자극을 예측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집한 남녀 33명에게 맥락예측도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2개 문장에서 각 문장의 맥락예측도 점수(전혀 아니다 1점, 예측이 쉽다 5점)평균이 5점 이상

인 문장들을 모두 뺀 후 다시 용언 별 6 문장씩을 선별하고 가장 맥락예측도가 낮은 20 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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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120 문장을 최종적으로 골랐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각각 표적어절에 대해 네 가지 조건의 미리보기가 제시되었다. 동일조

건에서는 표적과 동일한 미리보기가 제시되었고 형태소조건에서는 표적과 같은 형태소를 가진 

‘-다’형태의 기본형의 미리보기가 제시되었다. 시각유사조건에서는 첫 음절의 모양이 표적자극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다’ 형태의 비단어가 제시되었으며 무관조건은 표적자극과 두 어절 모두 

다른 비단어가 제시되었다. 예컨대 그림 2와 같이 표적자극이 ‘쉬워’인 경우에 동일조건에서는

‘쉬워’가, 형태소조건에서는 ‘쉽다’가, 시각유사조건에서는 ‘쉭다’가, 무관조건에서는 ‘경아’가 각

각 미리보기로 제시되었다. 문장이 처음 제시될 때에는 표적 단어가 조건 별 미리보기의 형태로 

제시되었다가 참가자의 시선이 가상의 경계선을 넘으면 표적 단어의 형태로 다시 바뀌었다. 경

계선의 위치는 표적 전 어절 마지막 글자의 3/4지점이었다.

표적에 대한 미리보기 정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표적 직전의 어절은 모두 4

음절로 통일시키고 표적 단어들을 문장의 세 번째 어절에 배치하도록 문장을 만들었다. 이는 표

적 전 어절과 표적어절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거나 짧은 경우에는 도약안구운동 시 미리보기 

정보가 추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습시행은 총 10개의 문장이었으며 실험문장 120개와 메꾸개(filler) 문장 60개, 총 180 문장은 

모두 무선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자극이 특정 조건에 배당되는 방식은 실험 참가자 별로 역균등

화(counter-balanced)되었다.

a. 동일조건(불규칙변형어간조건)

 * |

우종이는 통계학이 쉬워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b. 형태소조건(기본형조건)

 * |

우종이는 통계학이 쉽다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c. 시각유사조건

 * |

우종이는 통계학이 쉭다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d. 무관조건

 * |

우종이는 통계학이 경아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그림 2) 실험 문장 조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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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한 실험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가자는 약속한 시간

에 실험실을 방문하여 실험자에게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읽고, 안구운동 추적 장치와 실험 전반

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이 후 참가자는 안구운동 추적 장치를 머리에 착용한 후 정위

(calibration) 과제를 수행하였다. 정위는 화면에 9개의 점이 제시되는 절차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는

데, 계산된 눈의 위치와 제시된 점의 위치의 차이가 0.5도 이하일 때 정위로 보았다. 약 3분 정

도의 정위와 확인 뒤에, 화면 중앙에 한 점을 제시하여 눈의 미끄러짐(drift)을 수정했다. 연습시

행과 본 시행 모두 자극은 한 줄씩 제시되었는데 참가자가 지시된 버튼을 누르면 다음 줄이 제

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평상시 본인이 읽는 방식대로 눈으

로만 읽도록 지시 받았으며, 문장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중간 중간 직전

문장에 대한 간단한 2지선다 문제가 전체 문장의 ⅓비율로 제시되었다.

결  과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알아보는 이해검사의 정확률은 평균 94%로 높았다. 보통 고정 시

간이 50ms 미만이거나 1000ms를 넘는 고정은 시각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거나 경로이탈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Rayner & Pollastsek, 1989). 또한, 경계

선기법 실험의 특성상 표적 영역에 눈을 고정하기 직전의 고정이 표적 직전 영역의 경계선 이

전 부분이 아닌 시행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건의 사례 수가 너무 적으면 편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 조건 당 2 이하의 고정수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표적영역에서는 30명 자료의 41.75%, 표적 전 영역에서는 29명 자료의 40.72%, 표적 후 영역에

서는 25명 자료의 50.5%가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영역은 눈이 표적전 어절에 있더라도 표적전 어절이 어느 정도 처리되면 독자의 처리차

원, “주의”가 다음 단어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준 기존의 경계선 기법을 사용한 글읽기 안구운동 

연구들과 같이 세 영역; 경계선 기법에서 눈이 경계선을 넘으면 변하는 영역인 표적 영역, 그 

표적 전 영역, 표적 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 영역에 대해 분석의 대상이 된 측정

치는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으로 Rayner (1998)에 따르면 첫고정시간은 눈이 어절에

서 처음 머문 고정의 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은 해당 어절에 단 한번 고정한 경우의 고정시간, 

주시시간은 눈이 어절에 머물기 시작한 때부터 그 영역을 벗어나기 전까지 이루어진 고정들의 

시간 총합으로 정의되었다. 표적 전 영역, 표적 영역, 표적 후 영역에 대한 첫고정시간, 단일고

정시간, 주시시간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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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표적전 표적 표적다음 표적전 표적 표적다음 표적전 표적 표적다음

동일 224(44) 228(47) 212(44) 229(52) 232(49) 212(45) 267(64) 241(54) 238(58)

형태소동일 220(34) 248(66) 233(47) 230(46) 249(71) 233(50) 278(56) 267(73) 270(64)

시각유사 224(39) 257(61) 227(38) 230(50) 266(72) 229(45) 303(83) 278(75) 276(74)

무관 219(44) 265(65) 227(47) 221(49) 271(71) 227(47) 295(87) 287(74) 259(67)

<표 1> 표 단어의 조건에 따른 표  , 표 , 표  다음 단어의 단일고정시간, 첫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

(ms)  표 편차( 호 안)

실험 분석은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는 

조건으로, 무선효과(random effect)는 문장과 실험참가자로 하여 분석하였다(Baayen, Davidson, & 

Bates, 2008). 모든 실험결과는 R i386 3.1.2 버전의 lme4 패키지를 이용해 분석되었다.

표   어  분석

표적 전 영역에서는 뚜렷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술통계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첫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에서는 모든 조건들이 서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주시시간에서는 약간의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동일조건과 형태소조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b=12.96, SE=10.75, 

t=1.21, p=n.s.), 동일조건과 시각유사조건, 그리고 동일조건과 무관조건간에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동일&시각유사, b=48.30, SE=10.59, t=4.56, p<.001; 동일&무관, b=37.94, 

SE=10.48, t=3.62, p<.001). 형태소조건과 시각유사조건, 형태소동일과 무관조건은 각각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형태소동일&시각유사, b=35.34, SE=10.35, t=3.41, p<.001; 형태소동일

&무관, b=24.98, SE=10.24, t=2.44, p<.05). 마지막으로 시각유사조건과 무관조건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b=-10.36, SE=10.09, t=-1.03, p=n.s.). 이 결과는 표적전 어절이 4자로 길어

서 착지오류에 따른 고정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일 조건에서의 평균 고정수

는 1.21 회로 형태소조건(1.28)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조건(시각유사조

건 1.35 무관조건 1.33)보다 적었다(동일&형태소, b=0.064, SE=0.057, z=1.13, p=.n.s; 동일&시각유

사, b=0.13, SE=0.055, z=2.34, p<.01; 동일&무관, b=0.11, SE=0.055, z=2.03, p<.01, 빈도 자료이므

로 분석은 glmer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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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후 어  분석

표 1을 보면 모든 측정치에서 동일조건의 고정시간이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빠른 수치였다. 그러나 표적 전 영역과 마찬가지로 표적 후 영역에서도 

동일조건을 제외한 조건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동일조건이 빠른 

까닭은 아마도 표적영역에서 중심와주변에서 거의 처리한 표적을 빨리 처리하고 다음 어절로 

주위를 더 쏟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어  분석

첫고정시간의 추론통계치를 살펴보면, 동일조건은 다른 세 조건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동일&형태소동일, b=26.13, SE=6.72, t=3.89, p<.001; 동일&시각유사, 

b=34.80, SE=6.61, t=5.26, p<.001; 동일&무관, b=43.01, SE=6.54, t=6.58, p<.001). 형태소조건은 

무관조건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시각유사조건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형태소동일&무관, b=16.88, SE=6.37, t=2.65, p<.01; 형태소동일&시각유사, b=8.68, 

SE=6.44, t=1.35, p=n.s.). 또한 시각유사조건과 무관조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

다(b=8.20, SE=6.27, t=1.31, p=n.s.).

형태소동일 시각유사 무관

pMCMC

(Pr(>|t|))

pMCMC

(Pr(>|t|))

pMCMC

(Pr(>|t|))

동일 t=3.89, p<.001 t=5.26, p<.001 t=6.58, p<.001

형태소동일 t=2.65, p<.01

시각유사

<표 2> 표  단어의 첫고정시간에 한 선형혼합 효과 분석을 통한 조건별 비교

단일고정시간에서는 동일조건의 고정시간이 나머지 세 조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빠르

게 나타났고(동일&형태소동일, b=23.81, SE=7.22, t=3.30, p<.001; 동일&시각유사, b=41.45, 

SE=7.12, t=5.82, p<.001; 동일&무관, b=47.23, SE=7.13, t=6.62, p<.001) 형태소조건 또한 모든 조

건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형태소동일&시각유사, b=17.64, SE=7.08, t=2.49, 

p<.05; 형태소동일&무관, b=23.42, SE=7.08, t=3.31, p<.001). 그러나 시각유사조건과 무관조건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5.78, SE=7.02, t=0.82,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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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동일 시각유사 무관

pMCMC

(Pr(>|t|))

pMCMC

(Pr(>|t|))

pMCMC

(Pr(>|t|))

동일 t=4.34, p<.001 t=5.89, p<.001 t=7.41, p<.001

형태소동일

시각유사

<표 3> 표  단어의 단일고정시간에 한 선형혼합 효과 분석을 통한 조건별 비교

주시시간은 첫고정시간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일조건은 다른 세 조건들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동일&형태소동일, b=33.68, SE=7.76, t=4.34, p<.001; 동

일&시각유사, b=44.98, SE=7.64, t=5.89, p<.001; 동일&무관, b=55.90, SE=7.55, t=7.41, p<.001) 형

태소조건과 무관조건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b=22.22, SE=7.35, t=3.02, 

p<.01), 형태소조건과 시각유사조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b=11.29, 

SE=7.44, t=1.52, p=n.s.), 시각유사조건과 무관조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b=10.92, SE=7.25, t=1.51, p=n.s.).

형태소동일 시각유사 무관

pMCMC

(Pr(>|t|))

pMCMC

(Pr(>|t|))

pMCMC

(Pr(>|t|))

동일 t=4.34, p<.001 t=5.89, p<.001 t=7.41, p<.001

형태소동일 t=3.02, p<.01

시각유사

<표 4> 표  단어의 주시시간에 한 선형혼합 효과 분석을 통한 조건별 비교

종합 논의

중심와 정보처리 탐색이 중심이었던 글읽기 안구운동 연구는 Rayner(1998)의 경계선 기법 등장

으로 빠른 정보 처리인 중심와주변 정보 추출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글읽기 중심와주변 정보 추출은 시각정보, 음운정보, 의미정보 등으로 나누어 그 효과

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수이지만 의미정보 추출에 대해서는 언어의 특징에 따라 상반된 결과

가 나타난다. 우리와 같이 음소문자이지만 풀어서 쓰는 영어의 경우, 글읽기에서 형태소가 중심

와 주변에 추출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Lima, 1987; Drieghe, Pollatsek, Juhasz, & Rayn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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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어가 발달하여 단어가 긴 핀란드어 글읽기에서도 형태소 중심와주변 정보추출에 대한 증거

는 찾지 못했다(Hyona, Bertram, & Pollatsek, 2004). 반면, 히브리어 글읽기 연구에서는 형태소 미

리보기 효과를 확인하였다(Deutsch, Frost, Pollatsek, & Rayner, 2000). 반면 단어식별에 있어서 형태

소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히브리어(Deutsch, Frost, Pollatsek, & Rayner, 2000)와 표의문자인 중

국어의 경우(Yen et al, 2008; Yang, 2012), 형태소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글 읽기에서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의 정보가 중심와주변에서 추출

되고 우리글 읽기에서 중심와주변 의미 정보가 어느 정도 처리에 이득효과가 있음 확인하였다. 

우리글은 영어와 같이 음소문자이지만 모아쓰기를 한다. 또한 다른 언어들에서 없는 불규칙용언

을 자극으로 삼아 안구운동 추적 경계선 기법을 통해 형태소의 정보가 중심와주변에서 추출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가지의 조건인 동일조건(불규칙변형조건), 형태소동일 조건(기본형

조건), 시각유사조건, 무관조건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표

적 전 어절, 표적어절, 표전 후 어절을 구분하여 각 영역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의 반응시간을 관찰하여 형태소 정보 추출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형태소조건(예: 굽다)와 시각

유사조건(예: 굼다)이 시각적으로 비슷했지만, 시각유사조건은 무관조건과 유의미 하지 않은 반

면, 형태소조건은 무관조건보다 유의미하게 짧은 고정시간을 관찰 하였다. 이는 우리글 읽기에

서 중심와주변에서 형태소 미리보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우리글 읽기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에서 형태소 정보를 주어 의미적인 

효과를 추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을 위해 불규칙용언을 자극으로 사용하기 

적절하였지만 그 수가 제한되어 있어 자극 통제가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중심와주변 

정보추출 연구들과는 달리 중심와주변에서 시각유사 조건으로 비단어를 사용하였고 선별한 불

규칙용언 자극들 사이에 또 다른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운정보에 대한 통

제가 분명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글에서 불규칙 용언 기본형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의미 있는 형

태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 보다 철저한 자극 통제가 부족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각유사와 무관 두 조건의 주시시간이 동일과 형태소 조건의 주시시간

보다 긴 결과를 표적 전 어절이 4자이기 때문에 착지오류에 따른 재고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

나 이는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에 표적의 음운정보 추출이 표적 

전 어절의 읽기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말 음운답지 않은 조건이 처리가 어렵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라면 시각유사조건이 음운추출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

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무관조건은 맥락과 다른 상위의 정보가 작용해서 표적 전 어절

을 더 어렵게 느끼게 했을 수도 있다. 우리글에서 형태소 미리보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통제된 자극과 다양한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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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phological Parafoveal Preview Benefit Effects

in Reading Korean

   Lee, Sangeun1)          Choo, Hyeree1)          Koh, Sungryong1)2)

1)
Cognitive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re is no evidence for parafoveal processing in alphabetic languages such as English and 

Finnish, there is some evidence that morphological information is processed in syllabic languages like 

Chinese. Korean writing system, Hangul, would be able to provide morphological preview benefit effects 

since it is an “alphabetic syllabary” which contains both alphabetic and syllabic features. This study 

explored morphological parafoveal preview benefit effects during reading Korean using irregular verbs, which 

have phonological and orthographical differences between fundamental and conjugated forms. In the 

Experiment, the target word was irregular conjugated form, and there were four preview conditions: 

identical (e.g. 구워), fundamental form (e.g. 굽다), orthographically related (e.g. 굼다), and unrelated 

control (e.g. 죨어). In the result of study, identical was shortest and morphological, orthographical, 

unrelated preview were followed. Moreover, measures of first-pass reading of morphological preview were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ose of unrelated control preview. This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of 

morphological preview benefit effects in Korea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morphological information preprocessing, parafoveal preview benefit effects, boundary paradigm, irregular 

conjugated word, eye movemen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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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철홍이는 낚싯줄을 이어 마술도구로 사용했다.

철홍이는 낚싯줄을 잇다 마술도구로 사용했다.

철홍이는 낚싯줄을 임다 마술도구로 사용했다.

철홍이는 낚싯줄을 닥혀 마술도구로 사용했다.

2 호연이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지각을 했다.

호연이는 지난번에 잇다 오늘도 지각을 했다.

호연이는 지난번에 임다 오늘도 지각을 했다.

호연이는 지난번에 시져 오늘도 지각을 했다.

3 철수는 신발끈을 이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철수는 신발끈을 잇다 생각은 하지 못했다.

철수는 신발끈을 임다 생각은 하지 못했다.

철수는 신발끈을 뎌요 생각은 하지 못했다.

4 전작의 신기록을 이을 대단한 후속편이 나왔다.

전작의 신기록을 잇다 대단한 후속편이 나왔다.

전작의 신기록을 임다 대단한 후속편이 나왔다.

전작의 신기록을 규어 대단한 후속편이 나왔다.

5 어머니의 손재주를 이은 큰딸이 가업을 물려받았다.

어머니의 손재주를 잇다 큰딸이 가업을 물려받았다.

어머니의 손재주를 임다 큰딸이 가업을 물려받았다.

어머니의 손재주를 송여 큰딸이 가업을 물려받았다.

6 조개껍데기를 무명실로 이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

조개껍데기를 무명실로 잇다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

조개껍데기를 무명실로 임다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

조개껍데기를 무명실로 뵤여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

7 자람이는 판소리를 지어 스승님께 불러 드렸다.

자람이는 판소리를 짓다 스승님께 불러 드렸다.

자람이는 판소리를 직다 스승님께 불러 드렸다.

자람이는 판소리를 벼어 스승님께 불러 드렸다.

8 탄로날 거짓말을 지어 망신당할 바에는 진실을 말하자.

탄로날 거짓말을 짓다 망신당할 바에는 진실을 말하자.

탄로날 거짓말을 직다 망신당할 바에는 진실을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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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로날 거짓말을 뎌어 망신당할 바에는 진실을 말하자.

9 지금 생각하면 지을 필요가 없었던 이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짓다 필요가 없었던 이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직다 필요가 없었던 이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서 필요가 없었던 이름이었다.

10 유은이는 오곡밥을 지을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유은이는 오곡밥을 짓다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유은이는 오곡밥을 직다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유은이는 오곡밥을 셔어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11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고의로 살인죄를 짓다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고의로 살인죄를 직다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고의로 살인죄를 샤어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12 댄스가수 이민우가 지은 그 노래는 어제 대상을 받았다.

댄스가수 이민우가 짓다 그 노래는 어제 대상을 받았다.

댄스가수 이민우가 직다 그 노래는 어제 대상을 받았다.

댄스가수 이민우가 향는 그 노래는 어제 대상을 받았다.

13 손목을 손톱으로 그어 빨갛게 자국이 났다.

손목을 손톱으로 긋다 빨갛게 자국이 났다.

손목을 손톱으로 급다 빨갛게 자국이 났다.

손목을 손톱으로 죠어 빨갛게 자국이 났다.

14 준영이는 칠판에다 그을 분필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준영이는 칠판에다 긋다 분필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준영이는 칠판에다 급다 분필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준영이는 칠판에다 뷰어 분필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15 소희에게 골판지에 그을 커터칼을 빌려주었다.

소희에게 골판지에 긋다 커터칼을 빌려주었다.

소희에게 골판지에 급다 커터칼을 빌려주었다.

소희에게 골판지에 비뎌 커터칼을 빌려주었다.

16 미리 절취선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자를 때 편리하다.

미리 절취선을 긋다 놓으면 나중에 자를 때 편리하다.

미리 절취선을 급다 놓으면 나중에 자를 때 편리하다.

미리 절취선을 휴어 놓으면 나중에 자를 때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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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로 모서리를 그은 후에 접기 시작하세요.

자로 모서리를 긋다 후에 접기 시작하세요.

자로 모서리를 급다 후에 접기 시작하세요.

자로 모서리를 쥬어 후에 접기 시작하세요.

18 선생님이 운동장에 그은 선은 너무 비뚤비뚤했다.

선생님이 운동장에 긋다 선은 너무 비뚤비뚤했다.

선생님이 운동장에 급다 선은 너무 비뚤비뚤했다.

선생님이 운동장에 뮤어 선은 너무 비뚤비뚤했다.

19 치킨이 피자보다 나아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피자보다 낫다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피자보다 낭다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피자보다 규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20 고친 시간표가 나아 진숙이는 아주 만족했다.

고친 시간표가 낫다 진숙이는 아주 만족했다.

고친 시간표가 낭다 진숙이는 아주 만족했다.

고친 시간표가 캬어 진숙이는 아주 만족했다.

21 가난한 유정이는 나을 수 있다는 말에도 치료를 거절했다.

가난한 유정이는 낫다 수 있다는 말에도 치료를 거절했다.

가난한 유정이는 낭다 수 있다는 말에도 치료를 거절했다.

가난한 유정이는 리어 수 있다는 말에도 치료를 거절했다.

22 기태는 수영이가 나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기태는 수영이가 낫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기태는 수영이가 낭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기태는 수영이가 튜어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23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은 성품을 가졌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낫다 성품을 가졌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낭다 성품을 가졌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슈러 성품을 가졌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24 감골식당보다 자하연이 나은 것 같지 않나요.

감골식당보다 자하연이 낫다 것 같지 않나요.

감골식당보다 자하연이 낭다 것 같지 않나요.

감골식당보다 자하연이 뱌러 것 같지 않나요.

25 의사는 심각하게 부어 제대로 뜰 수 없는 내 눈을 보고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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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심각하게 붓다 제대로 뜰 수 없는 내 눈을 보고 놀랐다.

의사는 심각하게 붐다 제대로 뜰 수 없는 내 눈을 보고 놀랐다.

의사는 심각하게 프러 제대로 뜰 수 없는 내 눈을 보고 놀랐다.

26 귓볼이 엄청나게 부어 귀걸이를 뺄 수밖에 없었다.

귓볼이 엄청나게 붓다 귀걸이를 뺄 수밖에 없었다.

귓볼이 엄청나게 붐다 귀걸이를 뺄 수밖에 없었다.

귓볼이 엄청나게 뮤어 귀걸이를 뺄 수밖에 없었다.

27 아침에 일어나면 부을 것 같으니 이 시간에 라면은 먹지 마.

아침에 일어나면 붓다 것 같으니 이 시간에 라면은 먹지 마.

아침에 일어나면 붐다 것 같으니 이 시간에 라면은 먹지 마.

아침에 일어나면 꿍어 것 같으니 이 시간에 라면은 먹지 마.

28 라면을 먹는다고 부을 얼굴이면 진작에 부었을 것이다.

라면을 먹는다고 붓다 얼굴이면 진작에 부었을 것이다.

라면을 먹는다고 붐다 얼굴이면 진작에 부었을 것이다.

라면을 먹는다고 슝어 얼굴이면 진작에 부었을 것이다.

29 술잔에 위스키를 부은 후 건배를 외쳤다.

술잔에 위스키를 붓다 후 건배를 외쳤다.

술잔에 위스키를 붐다 후 건배를 외쳤다.

술잔에 위스키를 트어 후 건배를 외쳤다.

30 지금까지 준서에게 부은 학원비를 생각해봐.

지금까지 준서에게 붓다 학원비를 생각해봐.

지금까지 준서에게 붐다 학원비를 생각해봐.

지금까지 준서에게 젼어 학원비를 생각해봐.

31 수지는 어디서도 들어 본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지는 어디서도 듣다 본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지는 어디서도 등다 본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지는 어디서도 휴어 본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32 선호는 용호에게 들어 이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선호는 용호에게 듣다 이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선호는 용호에게 등다 이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선호는 용호에게 첸어 이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

33 그저께 진주에게 들은 말 때문에 상미는 기분이 나빴다.

그저께 진주에게 듣다 말 때문에 상미는 기분이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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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진주에게 등다 말 때문에 상미는 기분이 나빴다.

그저께 진주에게 펇어 말 때문에 상미는 기분이 나빴다.

34 수영이는 지나가다 들은 노래 때문에 마음이 몹시 들떴다.

수영이는 지나가다 듣다 노래 때문에 마음이 몹시 들떴다.

수영이는 지나가다 등다 노래 때문에 마음이 몹시 들떴다.

수영이는 지나가다 햐어 노래 때문에 마음이 몹시 들떴다.

35 학생들 대부분은 들을 필요도 없는 헛소리만 해댄다.

학생들 대부분은 듣다 필요도 없는 헛소리만 해댄다.

학생들 대부분은 등다 필요도 없는 헛소리만 해댄다.

학생들 대부분은 숑은 필요도 없는 헛소리만 해댄다.

36 지영이는 영수에게 들을 잔소리에 벌써부터 피곤해졌다.

지영이는 영수에게 듣다 잔소리에 벌써부터 피곤해졌다.

지영이는 영수에게 등다 잔소리에 벌써부터 피곤해졌다.

지영이는 영수에게 젼은 잔소리에 벌써부터 피곤해졌다.

37 성용이의 얘기로는 걸어 가기에 충분한 거리로 보였다.

성용이의 얘기로는 걷다 가기에 충분한 거리로 보였다.

성용이의 얘기로는 겁다 가기에 충분한 거리로 보였다.

성용이의 얘기로는 젹어 가기에 충분한 거리로 보였다.

38 똑똑한 민선이는 걸어 움직이는 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똑똑한 민선이는 걷다 움직이는 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똑똑한 민선이는 겁다 움직이는 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똑똑한 민선이는 샥어 움직이는 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39 지훈이는 아버지가 걸은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걷다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겁다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쥬는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었다.

40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은 친구는 소정이밖에 없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다 친구는 소정이밖에 없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겁다 친구는 소정이밖에 없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석여 친구는 소정이밖에 없다.

41 무더운 여름에는 걸을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백화점에 간다.

무더운 여름에는 걷다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백화점에 간다.

무더운 여름에는 겁다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백화점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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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에는 뷰를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백화점에 간다.

42 동우는 친구들과 걸을 때에도 여자친구 생각 뿐이다.

동우는 친구들과 걷다 때에도 여자친구 생각 뿐이다.

동우는 친구들과 겁다 때에도 여자친구 생각 뿐이다.

동우는 친구들과 샥어 때에도 여자친구 생각 뿐이다.

43 학생들이 첫사랑을 물을 때에도 영수는 미소만 지었다.

학생들이 첫사랑을 묻다 때에도 영수는 미소만 지었다.

학생들이 첫사랑을 뭉다 때에도 영수는 미소만 지었다.

학생들이 첫사랑을 슝를 때에도 영수는 미소만 지었다.

44 친구에게 지름길을 물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친구에게 지름길을 묻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친구에게 지름길을 뭉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친구에게 지름길을 혁서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45 무조건 정답부터 물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

무조건 정답부터 묻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

무조건 정답부터 뭉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

무조건 정답부터 슛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

46 어린 민율이가 물은 질문은 어른들을 당황시켰다.

어린 민율이가 묻다 질문은 어른들을 당황시켰다.

어린 민율이가 뭉다 질문은 어른들을 당황시켰다.

어린 민율이가 숏어 질문은 어른들을 당황시켰다.

47 오늘 화연이가 물은 것은 전공 책에 다 나와 있다.

오늘 화연이가 묻다 것은 전공 책에 다 나와 있다.

오늘 화연이가 뭉다 것은 전공 책에 다 나와 있다.

오늘 화연이가 샂는 것은 전공 책에 다 나와 있다.

48 누군가의 사생활을 물을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묻다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뭉다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죡를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49 잘생긴 정환이는 실어 담을 수도 없이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

잘생긴 정환이는 싣다 담을 수도 없이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

잘생긴 정환이는 십다 담을 수도 없이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

잘생긴 정환이는 혀서 담을 수도 없이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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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엄마의 밑반찬을 실은 차에 준호는 시동을 걸었다.

엄마의 밑반찬을 싣다 차에 준호는 시동을 걸었다.

엄마의 밑반찬을 십다 차에 준호는 시동을 걸었다.

엄마의 밑반찬을 펄는 차에 준호는 시동을 걸었다.

51 재윤이의 전공책을 실은 트럭이 차고지에 도착했다.

재윤이의 전공책을 싣다 트럭이 차고지에 도착했다.

재윤이의 전공책을 십다 트럭이 차고지에 도착했다.

재윤이의 전공책을 녀어 트럭이 차고지에 도착했다.

52 정남이의 인터뷰를 실을 잡지사는 많지 않았다.

정남이의 인터뷰를 싣다 잡지사는 많지 않았다.

정남이의 인터뷰를 십다 잡지사는 많지 않았다.

정남이의 인터뷰를 뇨는 잡지사는 많지 않았다.

53 편지에 속마음을 실어 보내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다.

편지에 속마음을 싣다 보내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다.

편지에 속마음을 십다 보내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다.

편지에 속마음을 젹아 보내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다.

54 뒤늦게 구호품을 실을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다.

뒤늦게 구호품을 싣다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다.

뒤늦게 구호품을 십다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다.

뒤늦게 구호품을 듀와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다.

55 회사에 잠시라도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회사에 잠시라도 눕다 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회사에 잠시라도 눗다 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회사에 잠시라도 싥여 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56 벽난로 근처에서 누워 자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

벽난로 근처에서 눕다 자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

벽난로 근처에서 눗다 자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

벽난로 근처에서 죡어 자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

57 수진이는 화장실에 누운 채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는 화장실에 눕다 채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는 화장실에 눗다 채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는 화장실에 토여 채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58 재열이는 화장실에 누운 채로 음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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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이는 화장실에 눕다 채로 음악을 들었다.

재열이는 화장실에 눗다 채로 음악을 들었다.

재열이는 화장실에 췽어 채로 음악을 들었다.

59 자취방이 비좁아서 누울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자취방이 비좁아서 눕다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자취방이 비좁아서 눗다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자취방이 비좁아서 뵥어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60 침대가 더러워서 누울 생각이 싹 사라졌다.

침대가 더러워서 눕다 생각이 싹 사라졌다.

침대가 더러워서 눗다 생각이 싹 사라졌다.

침대가 더러워서 션어 생각이 싹 사라졌다.

61 희진이는 달팽이를 주워 플라스틱 상자에 키웠다.

희진이는 달팽이를 줍다 플라스틱 상자에 키웠다.

희진이는 달팽이를 줌다 플라스틱 상자에 키웠다.

희진이는 달팽이를 슌는 플라스틱 상자에 키웠다.

62 민용이는 출입증을 주워 몰래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

민용이는 출입증을 줍다 몰래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

민용이는 출입증을 줌다 몰래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

민용이는 출입증을 격여 몰래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

63 집에서 동전들을 주운 다음에 치킨을 시켜 먹어요.

집에서 동전들을 줍다 다음에 치킨을 시켜 먹어요.

집에서 동전들을 줌다 다음에 치킨을 시켜 먹어요.

집에서 동전들을 욕와 다음에 치킨을 시켜 먹어요.

64 재호는 휴대폰을 주울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재호는 휴대폰을 줍다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재호는 휴대폰을 줌다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재호는 휴대폰을 셩어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65 희경이가 길가에서 주운 돌은 사실 운석이었다.

희경이가 길가에서 줍다 돌은 사실 운석이었다.

희경이가 길가에서 줌다 돌은 사실 운석이었다.

희경이가 길가에서 뵺어 돌은 사실 운석이었다.

66 최소한 다람쥐가 주울 도토리는 남겨놓아야 한다.

최소한 다람쥐가 줍다 도토리는 남겨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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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다람쥐가 줌다 도토리는 남겨놓아야 한다.

최소한 다람쥐가 셜어 도토리는 남겨놓아야 한다.

67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가게일을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다 가게일을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동다 가게일을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죳어 가게일을 시작하셨다.

68 백설공주는 난쟁이를 도와 저녁을 차리기로 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를 돕다 저녁을 차리기로 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를 동다 저녁을 차리기로 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를 쟝는 저녁을 차리기로 했다.

69 텔레비전에 반란군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다.

텔레비전에 반란군을 돕다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다.

텔레비전에 반란군을 동다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다.

텔레비전에 반란군을 쟝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다.

70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도운 친일파들을 숙청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돕다 친일파들을 숙청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동다 친일파들을 숙청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죵아 친일파들을 숙청해야 한다.

71 태도가 거만하면 도울 마음이 들지 않는다.

태도가 거만하면 돕다 마음이 들지 않는다.

태도가 거만하면 동다 마음이 들지 않는다.

태도가 거만하면 성와 마음이 들지 않는다.

72 낙제한 학생들을 도울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낙제한 학생들을 돕다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낙제한 학생들을 동다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낙제한 학생들을 툑는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73 세엽이는 운동장이 더워 조회시간에 쓰러졌다.

세엽이는 운동장이 덥다 조회시간에 쓰러졌다.

세엽이는 운동장이 덤다 조회시간에 쓰러졌다.

세엽이는 운동장이 인는 조회시간에 쓰러졌다.

74 오늘은 도서관이 더워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오늘은 도서관이 덥다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오늘은 도서관이 덤다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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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서관이 룍어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75 깡마른 상훈이는 더운 여름에도 땀을 잘 안 흘린다.

깡마른 상훈이는 덥다 여름에도 땀을 잘 안 흘린다.

깡마른 상훈이는 덤다 여름에도 땀을 잘 안 흘린다.

깡마른 상훈이는 듁어 여름에도 땀을 잘 안 흘린다.

76 미진이는 아이들이 더울 것 같아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미진이는 아이들이 덥다 것 같아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미진이는 아이들이 덤다 것 같아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미진이는 아이들이 셜어 것 같아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77 은재는 한밤중엔 더울 것 같아 선풍기를 켜놓고 잤다.

은재는 한밤중엔 덥다 것 같아 선풍기를 켜놓고 잤다.

은재는 한밤중엔 덤다 것 같아 선풍기를 켜놓고 잤다.

은재는 한밤중엔 경는 것 같아 선풍기를 켜놓고 잤다.

78 추운 겨울에는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추운 겨울에는 덥다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추운 겨울에는 덤다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추운 겨울에는 왕아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

79 찬형이는 북카페가 추워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다.

찬형이는 북카페가 춥다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다.

찬형이는 북카페가 춤다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다.

찬형이는 북카페가 빅어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다.

80 영미는 지하철이 추워 자기도 모르게 옆사람에게 몸을 기댔다.

영미는 지하철이 춥다 자기도 모르게 옆사람에게 몸을 기댔다.

영미는 지하철이 춤다 자기도 모르게 옆사람에게 몸을 기댔다.

영미는 지하철이 냑어 자기도 모르게 옆사람에게 몸을 기댔다.

81 맵시좋은 고은이는 추운 겨울에도 핫팬츠를 입는다.

맵시좋은 고은이는 춥다 겨울에도 핫팬츠를 입는다.

맵시좋은 고은이는 춤다 겨울에도 핫팬츠를 입는다.

맵시좋은 고은이는 툑은 겨울에도 핫팬츠를 입는다.

82 현정이는 연구실이 추운 듯하여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현정이는 연구실이 춥다 듯하여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현정이는 연구실이 춤다 듯하여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현정이는 연구실이 걍와 듯하여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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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내일은 오늘보다 추울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춥다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춤다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걀어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84 사랑하는 연인들은 추울 때 더욱 붙어 다닌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춥다 때 더욱 붙어 다닌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춤다 때 더욱 붙어 다닌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귝어 때 더욱 붙어 다닌다.

85 낡은 청바지를 기워 멋진 손가방을 만들었다.

낡은 청바지를 깁다 멋진 손가방을 만들었다.

낡은 청바지를 김다 멋진 손가방을 만들었다.

낡은 청바지를 횩는 멋진 손가방을 만들었다.

86 옷은 여기저기 기워 입었으나 매무새는 정갈했다.

옷은 여기저기 깁다 입었으나 매무새는 정갈했다.

옷은 여기저기 김다 입었으나 매무새는 정갈했다.

옷은 여기저기 팕어 입었으나 매무새는 정갈했다.

87 옷을 얼기설기 기운 모양이 흡사 각설이 같았다.

옷을 얼기설기 깁다 모양이 흡사 각설이 같았다.

옷을 얼기설기 김다 모양이 흡사 각설이 같았다.

옷을 얼기설기 젿어 모양이 흡사 각설이 같았다.

88 촌스럽게 팔꿈치를 기운 옷도 우종이가 입으면 멋스럽게 보인다.

촌스럽게 팔꿈치를 깁다 옷도 우종이가 입으면 멋스럽게 보인다.

촌스럽게 팔꿈치를 김다 옷도 우종이가 입으면 멋스럽게 보인다.

촌스럽게 팔꿈치를 샹운 옷도 우종이가 입으면 멋스럽게 보인다.

89 중기는 낡아빠져 기울 수 조차 없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중기는 낡아빠져 깁다 수 조차 없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중기는 낡아빠져 김다 수 조차 없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중기는 낡아빠져 죡어 수 조차 없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90 찢어진 스커트를 기울 바늘과 실을 주세요.

찢어진 스커트를 깁다 바늘과 실을 주세요.

찢어진 스커트를 김다 바늘과 실을 주세요.

찢어진 스커트를 죷어 바늘과 실을 주세요.

91 귀한 연어회를 구워 먹는다며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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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연어회를 굽다 먹는다며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

귀한 연어회를 굼다 먹는다며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

귀한 연어회를 진어 먹는다며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

92 정윤이는 머그컵을 구워 선물하는 것이 취미이다.

정윤이는 머그컵을 굽다 선물하는 것이 취미이다.

정윤이는 머그컵을 굼다 선물하는 것이 취미이다.

정윤이는 머그컵을 샷어 선물하는 것이 취미이다.

93 혜정이는 배고파서 구운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다.

혜정이는 배고파서 굽다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다.

혜정이는 배고파서 굼다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다.

혜정이는 배고파서 죨어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다.

94 매운 생마늘을 구운 혜리는 맛있게 먹었다.

매운 생마늘을 굽다 혜리는 맛있게 먹었다.

매운 생마늘을 굼다 혜리는 맛있게 먹었다.

매운 생마늘을 뵥어 혜리는 맛있게 먹었다.

95 오후에는 소보루를 구울 예정이라고 사장님이 말했다.

오후에는 소보루를 굽다 예정이라고 사장님이 말했다.

오후에는 소보루를 굼다 예정이라고 사장님이 말했다.

오후에는 소보루를 밎아 예정이라고 사장님이 말했다.

96 고려청자 도자기를 구울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고려청자 도자기를 굽다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고려청자 도자기를 굼다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고려청자 도자기를 텯어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97 신혜는 회초밥이 매워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신혜는 회초밥이 맵다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신혜는 회초밥이 맴다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신혜는 회초밥이 셜어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98 은영이는 겨자잎이 매워 밥을 연신 퍼먹었다.

은영이는 겨자잎이 맵다 밥을 연신 퍼먹었다.

은영이는 겨자잎이 맴다 밥을 연신 퍼먹었다.

은영이는 겨자잎이 쟁어 밥을 연신 퍼먹었다.

99 외국인인 줄리앙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외국인인 줄리앙은 맵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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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줄리앙은 맴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외국인인 줄리앙은 샥아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100 주혜에겐 볶음밥도 매울 수 있으니 미리 우유를 준비하자.

주혜에겐 볶음밥도 맵다 수 있으니 미리 우유를 준비하자.

주혜에겐 볶음밥도 맴다 수 있으니 미리 우유를 준비하자.

주혜에겐 볶음밥도 걍는 수 있으니 미리 우유를 준비하자.

101 물을 들이켜도 매울 때에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들이켜도 맵다 때에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들이켜도 맴다 때에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들이켜도 셕는 때에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102 오늘은 화끈하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 날이다.

오늘은 화끈하게 맵다 음식이 먹고 싶은 날이다.

오늘은 화끈하게 맴다 음식이 먹고 싶은 날이다.

오늘은 화끈하게 쟏아 음식이 먹고 싶은 날이다.

103 우종이는 통계학이 쉬워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우종이는 통계학이 쉽다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우종이는 통계학이 쉭다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우종이는 통계학이 경아 수업시간에 잠깐 졸았다.

104 기영이가 다가가기 쉬워 보이는 인상은 아니다.

기영이가 다가가기 쉽다 보이는 인상은 아니다.

기영이가 다가가기 쉭다 보이는 인상은 아니다.

기영이가 다가가기 죡는 보이는 인상은 아니다.

105 복잡한 개념들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복잡한 개념들을 쉽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복잡한 개념들을 쉭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복잡한 개념들을 빋져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106 시험지를 받자마자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쉽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쉭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톡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107 불경기라 취업하기 쉬울 것 같지는 않아.

불경기라 취업하기 쉽다 것 같지는 않아.

불경기라 취업하기 쉭다 것 같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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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라 취업하기 빊어 것 같지는 않아.

108 문제의 난이도가 쉬울 때는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

문제의 난이도가 쉽다 때는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

문제의 난이도가 쉭다 때는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

문제의 난이도가 츠어 때는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

109 지각한 재은이가 미워 선생님이 눈을 흘기셨다.

지각한 재은이가 밉다 선생님이 눈을 흘기셨다.

지각한 재은이가 믹다 선생님이 눈을 흘기셨다.

지각한 재은이가 섥어 선생님이 눈을 흘기셨다.

110 쩨쩨한 창열이가 미워 고기반찬을 일부러 적게 주었다.

쩨쩨한 창열이가 밉다 고기반찬을 일부러 적게 주었다.

쩨쩨한 창열이가 믹다 고기반찬을 일부러 적게 주었다.

쩨쩨한 창열이가 교는 고기반찬을 일부러 적게 주었다.

111 어쩜 저렇게도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어쩜 저렇게도 밉다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어쩜 저렇게도 믹다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어쩜 저렇게도 졍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112 지현이는 종아리가 미운 것이 콤플렉스였다.

지현이는 종아리가 밉다 것이 콤플렉스였다.

지현이는 종아리가 믹다 것이 콤플렉스였다.

지현이는 종아리가 깅는 것이 콤플렉스였다.

113 사랑하는 남자라도 미울 때가 있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남자라도 밉다 때가 있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남자라도 믹다 때가 있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남자라도 토어 때가 있기 마련이다.

114 누군가의 행동들이 미울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자.

누군가의 행동들이 밉다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자.

누군가의 행동들이 믹다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자.

누군가의 행동들이 헐아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자.

115 하얀 찹쌀떡이 고와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하얀 찹쌀떡이 곱다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하얀 찹쌀떡이 곰다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하얀 찹쌀떡이 쿙아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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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현지는 손발톱이 고와 네일아트 모델이 되었다.

현지는 손발톱이 곱다 네일아트 모델이 되었다.

현지는 손발톱이 곰다 네일아트 모델이 되었다.

현지는 손발톱이 슉어 네일아트 모델이 되었다.

117 양가의 부모들이 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나왔다.

양가의 부모들이 곱다 한복을 차려 입고 나왔다.

양가의 부모들이 곰다 한복을 차려 입고 나왔다.

양가의 부모들이 죡는 한복을 차려 입고 나왔다.

118 재준이는 나정이의 고운 얼굴이 보고 싶었다.

재준이는 나정이의 곱다 얼굴이 보고 싶었다.

재준이는 나정이의 곰다 얼굴이 보고 싶었다.

재준이는 나정이의 냑아 얼굴이 보고 싶었다.

119 미인이라도 영원토록 고울 수는 없을 것이다.

미인이라도 영원토록 곱다 수는 없을 것이다.

미인이라도 영원토록 곰다 수는 없을 것이다.

미인이라도 영원토록 빋어 수는 없을 것이다.

120 사람들의 눈초리가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곱다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곰다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숄어 리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