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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글 읽기에서 나타난 성인과 청소년의

고정시간 분포분석과 단일경계 확산모형 제안

  주   혜   리1)†                      고   성   룡1)2)

          1)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2)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만20-28세)과 청소년(만13-14세)을 대상으로 글읽기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통해 분

포분석하여 단어빈도 효과를 확인하고, 단일경계 확산모형(One-boundary Diffusion Model)의 정보표집율(drift 

rate) 파라미터가 두 집단의 글읽기 현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단일경계 확산모형이 개인차를 설명하는 

도구로써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단어 빈도와 단어습득연령과 같은 단어 성질을 통제한 두 가지 

글읽기 안구운동추적 실험을 하 고, 실험 1과 실험 2에서 중심와 정보처리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

집율 파라미터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 1에서는 성인 집단은 고빈도 조건과 저빈도 조건의 반응 

비율 고정 시간 평균 차이는 0.1분위수 보다 0.9 분위수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청소년 집단은 고빈도 조

건과 저빈도 조건의 반응 비율 고정시간 평균 차이는 0.1분위수과 0.9 분위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

았다. 실험 2에서 두 집단의 초기습득연령 조건과 후기습득연령 조건의 반응 비율 고정시간 평균 차이는 

0.1분위수 보다 0.9 분위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Ratcliff(Ratcliff, & McKoon, 2008)의 반응시간 분포와 유사

한 패턴으로 정적 편향 분포로 앞부분 보다는 꼬리 쪽에서 분산이 증가되는 경향이 확인하 으며 단어의 

성질에 따른 두 조건의 차이는 분포의 첩점 크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안구운동 

실험 결과를 통해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단어 성질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

율 파라미터가 글읽기에서 중심와 정보처리를 반 하는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

경계 확산모형이 글읽기에서 현상을 예측하고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단일경계확산모형, 확산모형, 읽기, 안구운동추 , 분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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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글읽기 안구운동 추적 연구는 눈의 움직임을 고정과 도약으로 나누고, 고정시간에 향

을 미치는 단어의 빈도(Inhoff & Rayner, 1986; Rayner & Duffy, 1986)와 내용의 예측성(Ehrlich & 

Rayner, 1981; Rayner, Ashby, Pollatsek, & Reichle, 2004)과 같은 언어적 요인이 글읽기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반응시간의 평균 혹은 중심값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글읽기 현

상은 집단의 평균 혹은 중심값 비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인지과정이며 개인차 분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읽기 연구에서 분포 분석의 요성

최근 반응시간 평균처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변인 조작에 따라 분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과 함께 글읽기 안구운동 연구들에서도 고정시간을 ex-Gaussian 분포 

혹은 분위수에 따른 반응비율(예: vincentile)로 나타내는 분포분석을 강조하고 있다(Staub, 2011; 

Staub, & Benatar, 2013 등). 다수의 연구는 반응시간 분포의 패턴 양상이 개별 반응시간 분포

가 하나의 첩점(single-peaked)와 오른쪽 비대칭 된(right skewed) 양상으로 나타났고 변인 조작에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다. Balota와 Spieler(1999)는 어휘 판단 과제에서 단어의 빈도 효과가 

반응시간 분포의 위치(location)와 왜도(skewness)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하 다. Balota, 

Yap, Cortese와 Watson(2008)은 단어명명과제와 어휘 판단 과제에서 표적단어에 대해 의미와 

연관된 점화(prime)를 조작하여 나타난 분포를 관찰하고 분포의 위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글읽기 안구운동 연구로는 Staub, White, Drieghe, Hollway와 Rayner(2010)가 단어의 

빈도가 분포의 위치와 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Staub(2011)은 단어 예측성이 

분포의 위치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분포분석은 중심경향을 기본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 글읽기에 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인이 분포의 

어떤 측면에 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차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한 고정시간에 나타나는 분포가 평균 수준의 분석보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고정시간 분포의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

고자 한다.

기존 읽기 안구운동 모형들과 문제

최근 복잡한 글읽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모형들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인 E-Z Reader모

형(Pollatsek, Reichle, & Rayner, 2006; Reichle, Pollatsek, Fisher, & Rayner, 1998; Reichle, Rayner, & 

Pollatsek, 2003)과 SWIFT모형(Engbert, Nuthmann, Richter, & Kliegl, 2005)은 인지처리 시스템과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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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면서 인지처리에서 주의(attention)를 강조했다. E-Z 

Reader모형과 SWIFT모형 두 모형의 가정은 다르지만 “언제(when)” 눈이 움직이고 “어디(where)”로 

움직이는지를 다 포괄하여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또한 글읽기에서 고정시간(fixation 

time), 건너뛰기(skipping), 다시 돌아가서 읽기(regression) 등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다룬다. 글읽기의 전반적인 현상을 다루려다 보니, 두 모형들은 더 많은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 

더 복잡해지고, 이 복잡함은 많은 파라미터의 수로 나타난다. 또한 두 모형은 언어 처리 측면에

서 처리의 어려움을 단어 빈도와 예측성으로만 한정하여 설명한다. 단어습득연령 효과(age of 

aquisition effect)나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parafoveal preview effect)와 같은 글읽기 현상의 중요한 

변인을 설명하는데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E-Z Reader모형과 SWIFT모형은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

고 그 현상을 예측하는 도구로써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다루고 “언제(when)”과 “어디(where)”을 

동시에 다루는 E-Z Reader모형이나 SWIFT모형과는 달리, 글읽기의 주요 현상에 중점을 두고 눈

의 움직임에서 “언제(when)”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분석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현

상을 예측 가능한 간단한 인지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인지  근 모형 탐색

글읽기 현상을 파라미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안구운동 인지모형으로는 순차적 샘플링 

모형(sequential sampling model)이 있다. 순차적 샘플링 모형은 기억,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처리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묘사할 수 있으며 기본 가정은 

사람들이 정보를 확률적으로 축적하고 누적된 정보가 반응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경계선에 도

달한다는 것이다(Ratcliff, & McKoon, 2008 참고). 이처럼,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적 샘플링을 바탕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 가정하는 순차적 샘플링 모형은 

다양한 인지적 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성

공적인 순차적 샘플링 모형으로 Ratcliff의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이 있다.

Ratcliff(1978, 1988, 2002)는 의사결정과정을 소음(noise) 속에서 정보의 누적으로 가정하고, 정보

의 누적이 그림 1과 같이 무작위 걷기(random walk)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의사결정과정은 

정보가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짧고 불연속적인 무작위 걷기의 누적되고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결정과정이 끝난다. 이 짧고 불연속적으로 누적되는 정보를 수학적 미적분으로 연속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를 연속적인 무작위걷기(continuous random walk)라고 하고 이 연속적인 무작위걷기

를 정보처리과정에 대입하여 설명한 것이 Ratcliff의 확산모형이다.

Ratcliff의 확산모형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모사한 것으로, 이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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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산모형(diffusion model, Ratcliff, & McKoon, 2008)

(그림 1) 무작  걷기 정보처리(random walk process, Ratcliff, 1978)

파라미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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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표집율(drift rate) 

경계선(boundary separation)

시작점(starting point) 

비결정과정의 시간; 입력과 반응실행 시간

(non decision component of response time)

비결정과정의 시간에 대한 변산도

(variability in non decision component of response time across trial)

시작점에 대한 변산도(variability in starting point across trials

정보 표집율의 시행 사이의 변산도(variability in drift rate across trial)

내적 변수(variability in drift with-in each trial, a scaling parameter)

<표 1> Ratcliff의 이 경계 확산모형 라미터 (Ratcliff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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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확산모형(two boundary diffusion model)이다(그림 2). Ratcliff의 모형은 파라미터마다 변산도를 가

정하여 기본 파라미터 네 가지와 확산에서 퍼짐을 가정하는 파라미터들, 그리고 무작위 소음

(random noise) 파라미터를 가진다(표 1). 기본 파라미터 네 가지는 시행마다 어디서 시작하고(z; 

시작점; starting point), 얼마나 빠르게 가고(v; 정보표집율; drift rate), 어디까지 흘러가고(a; 경계선; 

boundary), 결정되지 않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 비결정과정의 시간; non decision time)이다. 

비결정과정의 시간( ) 파라미터는 의사결정과정을 반 하기 위해 정보입력(encoding)과 실행

(execution)을 가정하고 이 부분을 고정(uniform)으로 처리했다.

담배연기가 퍼져 나갈 때처럼 Ratcliff의 모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정보가 누적되면서 전반적

인 추세인 정보표집율이 나타나고, 전반적인 패턴 없이 그저 퍼져나가는 내적변인( ; variance of 

drift)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Ratcliff의 확산모형에서는 이 내적변인을 0.1로 고정한다(Ratcliff, 

2008).

Ratcliff의 확산모형에서 중요한 특징은 선택적 가설(selective assumption)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모형의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 파라미터의 값이 자

극의 난이도나 주의 정도, 자극의 제시 비율 등의 실험 변인들이 조정되었을 때 반응시간에 미

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Ratcliff, 2001; Ratcliff, & McKoon, 2008). 예를 들어 그림 3은 Ratcliff

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표집율의 크기에 따라 반응시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다. 정보표집율에 따라 두 정보(High Drift와 Low Drift)의 차이는 그림 3에서 ‘X’의 크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반응시간 분포를 비교하면 정보표집율에 따라 분포의 앞부분(leading edge)과 꼬

리부분(tail)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Balota, & Spieler, 1999; Balota, Yap, Cortese, & 

Watson, 2008; Heathcote, Popiel, & Mewhortl, 1991; Staub, White, Drieghe, Hollway, & Rayner, 2010). 

글읽기에서 난이도가 조절되어 더 어려워진다면, 반응시간 분포의 앞부분은 거의 향을 받지 

않고 주로 꼬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이는 확산모형에서 정보표집율이 감소했다고 설

명할 수 있다(Ratcliff, & McKoon, 2008).

(그림 3) Ratcliff의 확산모형에서 정보 표집율에 따른 반응시간 분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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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liff과 McKoon(2008)은 확산모형의 선택적 가설을 바탕으로 모형의 파라미터를 통해 반응시

간에 미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현상의 예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을 통

해 이를 확인하 다. 먼저, 피험자에게 정답과 오답이 있는 두 가지 선택에서 좀 더 빠르게 반

응할 것을 요구한 실험을 했다. 피험자는 반응이 빨라지는 만큼 오반응률도 증가하게 되고, 난

이도가 올라 갈수록 분포의 앞부분 보다는 꼬리 쪽에서 분산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난이도 증가에 따른 정보표집율의 증가와 함께 도달해야 하는 경계선이 변동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험자는 빠르게 반응하기를 요구 받았기 때문에 반응에 도달하는 경계선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이는 확산모형에서 시작점과 경계선 간의 간격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간격

이 줄어든 만큼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그만큼 오반응률도 증가하 다.

이와 같이 Ratcliff의 확산모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표집율, 경계선, 그리고 시작점 등의 파

라미터를 다르게 조작하고 이에 따른 반응시간의 향을 살펴보고 이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뇌 연구들에서도 정보처리과정에서 소음(noise)이 있다고 가정하고, 확산모형을 단순반응시

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도구로써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세포의 발화패턴

(firing pattern)을 설명하는데 적용하 다(Smith, & Ratcliff, 2004). Ratcliff의 확산모형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작동(internal operation)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파라미터를 구분하고 선

택적 가설을 가정하여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이다. 이 연구는 반응시간을 

분포로써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Ratcliff의 선행연구들과 그의 이론을 새로운 인지모형의 접

근을 위한 기본 출발점으로 삼았다.

단일경계 확산모형 제안

좋은 모형은 어떠한 현상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간단해야 한다. Wiener Process와 Ornstein- 

Uhlenbeck Process를 바탕으로 한 다수의 반응시간 모형들은 복잡함(complex)과 완결함(complete)는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Ratcliff의 확산모형 역시 두 개의 경계선과 많은 파라미터로 다소 복잡하

다. 그러나 Ratcliff의 확산모형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완결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Wiener Process를 바탕으로 한 모형들 중에서 모형의 복잡함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EZ-diffusion 모형(Wagenmakers, Van der Maas, & Grasman, 2007)이 있다. 

그러나 EZ-diffusion 모형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완결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안구운동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일경계 모형으로는 Carpenter의 LATER모형(2006)

이 있다. 두 가지 선택을 위한 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Ratcliff의 확산모형과는 달리 Ornstein- 

Uhlenbeck Process에 가까운 LATER모형은 정보처리과정에서 내적변인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시작점, 정보표집율, 경계선, 정보표집율의 변산도만 가정한다. Carpenter의 LATER모



주혜리․고성룡 / 우리  읽기에서 나타난 성인과 청소년의 고정시간 분포분석과 단일경계 확산모형 제안

- 7 -

형은 Ratcliff의 확산모형에 있는 시행 내의 변산도를 가정하지 않고 시행 간 변산도을 가정한다. 

즉, 시작점, 경계선, 그리고 반응 속도인 정보표집율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또한 도약잠

재기(saccade latency)를 측정하는 것이라 비결정과정의 시간( )이 없다고 가정한다(Carpenter, & 

McDonald, 2006).

2001년 Ratcliff는 Carpenter의 LATER모형에서 내적 변인이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하고 변산

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Ratcliff는 그의 확산모형에 비결정과정의 시간( )을 변인으로 넣

음으로써 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우리는 많은 소음 속에서 생활하며 정보를 식별하고 얻는다. 또한 내적 소음(internal noise) 속

에서 정보를 식별하고 축적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Ratcliff의 확산모형의 가정과 같이 우리

가 눈으로 글을 읽을 시 무작위 소음(random noise)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파라미터를 나누어 

이전의 글읽기 안구운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대표 현상을 설명하고, 선

택적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하고 이 도구의 유용성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경계 확산모형(one-boundary diffusion model)은 현상을 설명하는 간

단한 모형을 기본 원칙으로 설계하 다. 글읽기에서 한 고정이 도약을 하기 까지를 하나의 의

사결정과정으로 가정하여 단일경계(one boundary)를 가지고 시행 간 변산도를 가정하지 않았다

(그림 4).

(그림 4) 읽기에서의 안구운동 상에 한 단일경계 확산모형

Ratcliff의 확산모형들은 두 개의 경계선을 갖고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 패턴 차이를 보았다. 

정반응과 오반응은 반응시간 평균변화율이 같으면 도착시간과 분포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적 현상은 보통 정반응이 오반응보다 빠르고 때로는 오반응이 더 빠르기도 한다. 이것을 설명하

기 위해서 Ratcliff가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하여 이 약간의 변화가 정반응과 오반응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주장했다(Ratcliff, 1978; Ratcliff, & McKoon, 2008). 그러나 우리는 글읽기에서 

눈을 고정하다 도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완전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가지에서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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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설명하는 Ratcliff의 확산모형과 달리, 글읽기 과제는 고정과 도약의 연쇄이며 확산과정에

서 눈이 고정하는 것을 정보 표집으로 보고 눈이 다음 고정으로 뛰는 도약을 경계선에 도달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Ratcliff와 같이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하는 이

유가 없기 때문에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하지 않았다. 최근 Jones, M.과 Dzhafarov, M.(2014)은 

Ratcliff의 확산모형가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과 보편적 해석이 가

능함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경계 확산모형은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하

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E-Z Reader모형과 SWIFT모형은 안구운동의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파라미터를 

가정하고 그 결과 복잡한 모형이 되었다. 이 연구의 기초가 된 연속적인 무작위걷기를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는 Ratcliff의 확산모형 역시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의사결정과정을 반 하고 

최근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파라미터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

경계 확산모형은 안구운동에서 한 시행마다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파라미터를 가정

하여 이전의 모형들과 비교하여 간단하다.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글읽기 안구운동에서 언어처

리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z(시작점), a(경계선), v(정보표집율),  (비결정과정의 시간)과 무작위 소

음(random noise) 다섯 가지이다. 무작위 소음의 변산도는 시간( )과 무작위 운동이 어떤 물질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배수를 척도 변인이라고 하고 이 연구에서는 Ratcliff와 동일

하게 0.1로 고정했다.

파라미터 뜻

v 정보표집율(drift rate) 

a 경계선(boundary separation)

z 시작점(starting point) 

 안구운동 준비시간(non decision component of response time)

s 내적변수(variability in drift with-in each trial, a scaling parameter)

<표 2> 단일경계 확산모형 라미터

안구운동은 인지적인 자극이지만, 글읽기 안구운동에서 매 고정시간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결정과정의 시간( ) 파라미터를 넣었다. 정보표집율의 한 시행 내에서의 

변산도는 인정하지만, 안구운동실험에서 시행이 달라질 때마다 피험자의 정보표집율의 전반적인 

추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그 달라짐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 파라미터의 변

산도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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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경계 확산모형은 고성룡, 주혜리, 이다정(2020)의 Ratcliff의 확산모형 분석도구 SNUDM 

(http://psych.snu.ac.kr/SNUDM) 단일경계로 수정하 고, 글읽기 안구운동 패턴을 분석하 다. 단일

경계 확산모형의 입력파일은 글읽기 안구운동 추적 실험 후 얻은 반응시간 데이터를 Ratcliff와 

Tuerlinckx(2002)에 소개된 방식과 같이 분위수(quantile)로 나누고, 시행수와 기타 정보를 담아 준

비한다.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입력파일을 넣고 조건에 따라 비교할 파라미터와 고정할 파라미터

도 미리 지정한다. 반응시간 분포는 분포를 잘 표현하기 위해 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하 다. 분

위수는 0.1, 0.3, 0.5, 0.7, 0.9이며 6개의 구역(bin)을 만든다(0-0.1, 0.1-0.3, 0.3-0.5, 0.5-0.7, 0.7-0.9). 

그리고 각 구역 안에 들어가는 비율(proportion)을 비교하여 Ratcliff 연구와 같이 카이스퀘어 방식

(Chi-square method)을 따라 그 값을 보고,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파

라미터들은 Ratcliff와 동일하게 Simplex 방법으로 최적의 값을 찾는다. Simplex 방법은 파라미터들

과 파라미터들의 값을 약간 변하게 한 또 다른 파라미터를 한 개 더 많게 만들어 시뮬레이션으

로 돌려 좋은 것은 더 늘려가고 나쁜 것은 반대로 가게 하여 값을 찾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최적의 값을 찾는다. 이때 조건이 있으면 조건 별로 모두 그 값을 계산하여 카이스퀘

어 값을 최소화 시킨 것으로 뽑는다.

연구 목

이 연구의 목적은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간단한 인지모형을 제안하고 나아

가 그 실용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단어

의 성질에 따른 효과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율 파라미터 값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과 청소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글읽기 연구가 다수이다(McKoon, & Ratcliff, 2018; Rayner, Reichle, 

Stroud, Williams, & Pollatsek, 2006 등). 그러나 우리글 읽기 연구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연

령 비교를 한 연구가 아직 없다. 실험 1은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글읽기에서 단어의 빈

도 효과를 확인하고 비교한 후,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정보표집율 파라미터의 차이로 이 효

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2는 성인과 청소년 두 집단의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단어습

득연령 효과를 확인하고,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정보표집율 파라미터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처럼 이 연구는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통해 실험 효과를 살펴보고 그 효과가 글읽기 인

지모형인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파라미터와 선택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

아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이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보여주는 도구임을 확인하고, 글읽

기에서 나타나는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을 논의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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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빈도 효과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인 대한민국 국적의 20

대 성인(만20-28세) 30명과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만13-14세) 20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글을 읽기 불편함이 없는 비 교정 혹은 1.0이상 교정 시력

을 가졌다.

도구

Eyelink II(SR Research, Ontario, Canada)를 사용하여 이미지처리를 통해 동공의 위치를 추적하여 

실험하 다. 수집률 500Hz, 공간 해상도 약 0.01도로 오른쪽 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다. 자극

은 삼성 컬러 SyncMaster 927 DF CRT 모니터에 해상도 1024 * 768, 주사율 85Hz로 제시 되었다. 

눈과 모니터 사이의 거리는 대략 64cm이었다. 문장은 굴림 글꼴의 한 줄로 제시하 다. 글자 크

기는 20pt이었고 한 글자는 시각 0.83도 다. 배경색은 검정, 글자색은 흰색으로 제시되었다. 머

리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턱과 머리를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하 다.

자극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위해 200개 문장을 사용했다(부록 1). 모든 문장은 5~8어절로 각 어절

의 길이는 2~6자이다. 고려대학교 빈도 자료(http://corpus.korea.ac.kr)를 참고하여 빈도 300이상인 

고빈도 2음절 단어와 빈도 10이하인 저빈도 2음절 단어 240쌍을 준비하 다. 표적단어는 주격조

사나 목적격조사와 결합한 형태로 대략 문장의 중앙인 4번째 어절에 위치시킴으로써 참가자가 

화면의 중앙부에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실험 자극보다 20% 더 많은 240쌍 문장을 준

비하여 표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문맥 이득 효과가 없도록 40명을 대상으로 표적단어 이전의 내

용을 보고 표적단어가 예측되는지 설문조사 하여 예측되는 문장들은 배제하 다. 이후 40명을 

대상으로 완성된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5점 척도 설문을 통해 평균 4.5점 미만의 문장도 배재하

고 200쌍의 실험 문장을 준비하 다. 실험자극은 메우개(filler)문장 없이 제시 되었으며 피험자 

별로 조건 별 역균등화되어 한 피험자는 200개의 문장을 읽었다. 안구운동 실험으로 200문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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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문장을 읽는 것은 피험자에게 무리를 주고, 특정 단어나 구조의 반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 예측성 설문과 문장 이해도 설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문장 자극을 선별하 기 때문에 메우

개 문장은 생략하 다.

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가자는 지시문 및 동의서를 읽고, 안구운동 추적 장치와 실

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받았다. 이후 참가자는 안구운동 추적 장치를 머리에 착용하고 정

위(calibration) 과제를 수행하 다. 정위 시 참가자는 모니터에 제시된 9개의 점에 시선을 고정하

도록 지시 받았다. 모니터에 제시된 점의 위치와 계산된 눈의 위치의 차가 0.5도 이내 일 때 유

효한 값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위와 확인 절차를 마치고 피험자는 연습과제 다섯 문장을 읽는다. 

하나의 시행이 시작되면 화면의 왼쪽에 점이 제시되고 참가자가 점을 응시하고 있을 때 실험자

가 버튼을 누르면 점이 제거되고 문장을 제시하 다. 문장은 한 줄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소리 

내지 않고 평상시 글을 읽듯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은 후 버튼을 눌러 한 시행을 마쳤다. 피험

자가 문장을 성실히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전에 읽은 문장에 대한 간단한 2지선다형 

문제가 30개 제시되었다.

연습시행 7문장과 본 시행 200문장으로 구성된 전체 실험은 총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

든 피험자는 안구운동 실험 후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표적 단어를 이해하고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개의 어휘 테스트를 시행하 다.

결  과

안구운동 분석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조건과 관계없이 성인 집단 

평균 91%, 청소년 집단 90%로, 참가자들은 대체로 문장을 이해하며 읽었다고 볼 수 있다. 고정

시간이 80ms 미만이거나 800ms을 넘는 고정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표적 

역에서 눈을 깜박거린 시행은 제외하 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제외 된 시행의 비율은 대략 8%

이었다.

실험의 조건별 실험 조작의 효과는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

고 분석은 통계 패키지 R로 이루어졌다(Baayen, Davidson, & Bates, 2008). 고정효과(fixed effect)는 

단어의 빈도이고, 무선효과(random effect)에는 참가자와 문장을 모두 포함하 다. 실험분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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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latinsquare.lmer1 = lmer(Target ~ SOA + (1+ SOA |Subj) + (1|Item) 

        + (1+SOA|Group), data = latinsquare)

모형 2: latinsquare.lmer2 = lmer(Target ~ SOA + (1+ SOA |Subj) + (1|Item), data = latinsquare)

모형 3: latinsquare.lmer3 = lmer(Target ~ SOA + (1|Subj) + (1|Item) + (1|Group), data = latinsquare)

모형 4: latinsquare.lmer4 = lmer(Target ~ SOA + (1|Subj) + (1|Item), data = latinsquare)

모형 5: latinsquare.lmer5 = lmer(Target ~ SOA + (1|Subj), data = latinsquare)

<표 3> 설계를 분석하는 선형혼합모형들 (Baayen et al., 2008)

Latin Square(Baayen, Davidson, & Bates, 2008; Raaijmakers, Schrijnemakers, & Gremmen, 1999)에 따라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다섯 가지 선형 혼합 모형에 대한 무선효과를 ANOVA 스타일로 비

교하 다.

모형 4와 모형 5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모형 5와 같이 문항(item)을 무작위(random)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 다. 그리고 모형 4와 다른 모형들은 차이를 보 으며 이 연구에서는 현

재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 4로 무선효과를 처리하 다. 분석 대상 측정치는 표적 역

에 처음으로 고정한 시간인 첫고정시간(first fixation time), 첫고정시간에 포함되지만 표적 역에 

한 번만 고정한 시간인 단일고정시간(single fixation time), 표적 역에 처음 고정한 시간부터 그 

어절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고정시간들의 합인 주시시간(gaze duration)이다(Inhoff, & Rayner, 1986; 

Rayner, 1998, 2009; Rayner, & Duffy, 1986; Rayner, Sereno, & Raney, 1996 참고).

표 4에서 제시된 것처럼, 성인 집단의 경우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에서 모두 고

빈도 조건이 저빈도 조건보다 짧았고 단어 빈도 효과를 관찰하 다. 청소년 집단도 성인 집단과 

동일하게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에서 고빈도 조건이 저빈도 조건보다 짧았고 단어 

빈도 효과를 확인하 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첫고정시간, 단일고

정시간, 주시시간이 짧게 나타났고,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고정시간은 고빈도 조건에서 보

다 저빈도 조건에서 더 차이가 나타났다.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고빈도(HF) 222(79) 223(73) 225(78) 225(73) 243(103) 247(102) 

저빈도(LF) 234(83) 240(84) 238(83)  242(83) 263(117) 277(126)

<표 4> 성인과 청소년의 조건 별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ms)  표 편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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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경계 확산모형에서의 단어 빈도 효과

최근 글읽기 연구에서 글읽기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분포의 어떤 측면에 향을 주는지를 

개인차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고 있다(Staub et al,2010; Staub, 2011). 이 연구에서는 

Ratcliff 연구(Ratcliff, & McKoon, 2008)에 따라 고정시간을 조건에 따라 분위수에 따른 반응시간의 

비율을 확인하여 분포분석을 시도하 다. 분위수가 만든 6개의 구역 안에 각각 들어가는 반응비

율을 개인별로 값을 구했다.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적합도를 구하기 전, 실험 1 안구운동 실험을 통해 얻은 첫고정시

간 결과 자료를 조건에 따라 반응시간의 비율을 분위수로 나누었다. 단일고정시간은 청소년 집

단의 단일고정의 수가 부족하여 분포분석이 어려웠다. 그림 5와 그림 6은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에서 나타난 분위수 별 반응비율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이다.

두 조건의 차이는 분위수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 집단의 경우 일반적인 반응비

율에 대한 반응시간의 평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위수 0.9에서 두 조건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의 경우 두 조건의 차이가 분위수 0.9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안구운동 실험 

후 시행한 어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 피험자들은 실험에 사용한 저빈도 단어의 

28%정도를 모른다고 응답하 고 고민없이 건너뛰었다고 응답하 다. 단일고정시간에 대한 분포

는 성인의 경우 첫고정시간과 같이 분위수 0.9에서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소

년의 경우 자극을 한번 보는 시행이 10시행 미만으로 분포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림 5) 성인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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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청소년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분위수 별로 정리된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 프로그램에 넣어 두 조건 사이에 정보표집율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파라미터들은 Simplex 방법을 통해 최적 값을 찾고, 각 샘플마다 분위

수 별로 각 구역 안에 들어가는 반응비율을 비교하여 카이스퀘어 값을 최소화 시킨 것을 값으

로 뽑았다.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의 값을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적합도를 

구한 개인별 결과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a z  drift1

(HF)

drift2

(LF)

χ2

(Chi-square)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평균(Mean) 0.126 0.134 0.064 0.063 0.107 0.093 0.551 0.558 0.487 0.513 11.283 11.969

표준편차(SD) 0.025 0.040 0.023 0.033 0.020 0.021 0.094 0.121 0.071 0.114 5.196 6.778

* a; 경계선, z; 시작점, Ter; 준비시간, drift; 정보 표집율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표 5>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합도를 구한 결과의 평균 

값과 표 편차

성인과 청소년의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적합도를 구한 결과, 고빈도 조건와 저빈도 조건

에서의 정보표집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단어 빈도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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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정보표집율 파라미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성인의 첫고

정시간, t(29) = 6.4889, p <.01; 청소년의 첫고정시간, t(29) = 2.6016, p = .01446). 그러므로 단

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율 파라미터는 글읽기에서 대표적인 현상인 단어의 성질에 따른 효

과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임을 확인하 다.

Ratcliff와 McKoon(2008)은 반응시간 분포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정적 편향 분포로 나타나는

데 글읽기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다면 반응시간 분포의 꼬리가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이는 확산모형에서 정보표집율이 증가하 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림 7과 그림 8

은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표 5에서 나타난 첫고정시간 평균치를 이용하여 그린 분포도이

다. 두 집단 모두 고빈도 조건과 저빈도 조건보다 분포의 첩점은 크게 나타났지만, 첫고정시간

에서 고빈도 조건에서 보다 저빈도 조건에서 꼬리가 더 길게 나타났다. 모든 분포는 보통의 반

응시간 분포와 유사하게 정적 편향 분포가 나타나고 앞부분 보다는 꼬리 쪽에서 분산이 증가되

는 경향을 보 다. 또한 단어의 성질에 따른 두 조건의 차이는 분포의 첨점 크기 차이로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림 7) 성인 집단의 두 조건에서 나타난 첫고정시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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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청소년 집단의 두 조건에서 나타난 첫고정시간 분포 비교

실험 2. 단어습득연령 효과

방  법

참가자

실험 1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인 대한민국 국적의 20대 성인(만20-28세) 30명과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만13-14세) 20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한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글을 읽기 불편함이 없는 비 교정 혹은 1.0

이상 교정 시력을 가졌다.

도구

실험 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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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안구운동 추적실험을 위해 150쌍의 문장을 사용했다(부록 2). 먼저 Gilhooly와 Logie(1980)의 습

득연령 추정법과 박태진(2003)의 주관적 빈도 측정법에 따라 선택된 2음절 단어 180쌍을 준비했

다. 각 단어 쌍은 주관적 빈도의 차이가 0.5이하가 되도록 조작했고, 습득연령 수준이 3.5이하인 

초기습득 단어와 4.5이상인 후기습득 단어로 구분했다(표 6). 표적단어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와 결합한 형태로 문장의 중앙인 4번째 어절에 위치하게 하여 참가자가 화면의 중앙부에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실험 문장의 예 : 1) 어떤 사람들은 냄새에몹시민감하다.

2) 어떤 사람들은 몸매에몹시민감하다.

단어습득연령 주관빈도

냄새 2.64(약 만5세) 5.52(이틀에 한번)

몸매 4.72(약 만10세) 5.13(이틀에 한번 )

<표 6> 표 단어의 습득연령과 주  빈도 시

이렇게 실험 자극보다 20% 더 많은 180개 문장을 준비하여 단어 예측성 설문과 문장이해도 

설문을 통해 실험 1과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문장을 배제하여 150쌍의 문장을 준비하 다. 모

든 문장은 5~8어절로 각 어절의 길이는 2~6자이다.

실험자극은 150쌍 문장으로 실험 참가자 별로 역균등화(random)하여 제시되어 모든 참가자는 

150개의 문장을 메우개(filler)문장 없이 읽었다.

차

연습시행 7문장과 본 시행 150개 문장으로 구성된 전체 실험은 총 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안구운동 실험을 마치고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

인하는 어휘 테스트를 약 10분 동안 실시하 다. 그 외는 실험 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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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안구운동 분석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정답률은 성인 집단은 평균 93%, 청소년 집

단은 평균 91%로 참가자들은 대체로 문장을 이해하고 읽었다고 간주된다. 고정시간은 80ms 

미만이거나 800ms을 넘는 고정은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표적 역

에서 눈을 깜박거린 시행은 제외하 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제외 된 시행의 비율은 대략 

9.7%이다.

실험의 조건별 실험 조작의 효과는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

고 분석은 통계 패키지 R로 이루어졌다(Baayen, Davidson, & Bates, 2008). 고정효과(fixed effect)는 

단어습득연령이고, 무선효과(random effect)에는 참가자와 문장을 모두 포함하 다.

실험 1과 동일하게 현재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 2의 모형4로 무선효과를 처리하 다. 

그리고 p값은 Markov Chain Monte Carlo 표집방법을 통해 얻은 파라미터 값을 바탕으로 구성한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분석 대상 측정치는 표적 역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

간이다.

성인 집단의 경우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에서 모두 초기습득연령 조건이 후기습

득연령 조건보다 짧았고 단어습득연령 효과를 관찰하 다. 청소년 집단 역시 첫고정시간, 단일

고정시간, 주시시간에서 초기습득연령 조건이 후기습득연령 조건보다 짧았고 단어습득연령 효과

를 확인하 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

시시간이 짧게 나타났고, 다시 한 번 글읽기에서 단어 빈도 효과와 함께 단어습득연령 효과도 

독립적인 변인임을 확인하 다(표 7).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초기습득 222(87) 251(99) 230(86) 258(105) 259(128) 304(155) 

후기습득 231(100) 256(106) 238(97) 263(106) 281(162) 313(165)

<표 7>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조건 별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ms)  표 편

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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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의 단어습득연령 효과

실험 1과 같이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적합도를 구하기 전, 안구운동 실험을 통해 얻은 첫

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 결과 자료를 조건에 따라 반응시간의 비율을 분위수로 나누어 준비하

다. 그 결과,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에서 나타난 분위수 별 반응비율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은 그림 9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났고, 두 조건의 차이는 0.9 구역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안구운동 실험 후 시행한 어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성인 피험자 들은 정답

률 100%인 반면, 청소년 피험자들은 실험에 사용한 후기습득 단어의 8%정도를 모른다고 응답하

고 실험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건너뛰었다고 응답하 다. 두 집단 모두 0.9 구역의 조

건 차이가 나타났지만 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청소년 집단의 조건 차이가 적은 이유가 어휘력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일고정시간에 대한 분포는 실험 1과 같이 성인 집단은 첫고정시간과 

같이 분위수 0.9에서 두드러진 두 조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소년 집단은 단일 고정

의 수가 15개 시행 미만으로 분포를 확인이 불가능했다.

실험 1과 동일하게 분위수 별로 정리된 자료는 단일경계 확산모형 프로그램을 통해 두 조건 

사이에 정보표집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고정시간의 값을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적합도

를 구한 개인별 결과의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9) 성인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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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청소년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a z  drift1

(early)

drift2

(late)

χ2

(Chi-square)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평균(Mean) 0.121 0.141 0.047 0.057 0.076 0.042 0.497 0.423 0.479 0.427 10.263 8.972

표준편차(SD) 0.026 0.023 0.020 0.021 0.038 0.034 0.061 0.086 0.060 0.143 5.768 5.342

* a; 경계선, z; 시작점, Ter; 준비시간, drift; 정보 표집율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표 8>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합도를 구한 결과의 평균 

값과 표 편차

초기습득 조건이 후기습득 조건보다 정보표집율은 단어빈도 효과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

느 정도 차이로 나타났고, 이는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단어습득연령 효과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서 정보표집율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성인의 첫고정시간, t(29) = 2.3407, p = 

.0263; 청소년의 첫고정시간, t(29) = 0.4178, p = .6792). 이를 통해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

집율 파라미터는 글읽기에서 단어 빈도 효과와 함께 단어습득연령 효과도 보여주는 파라미터임

을 확인하 다.

그림은 표 8에서 나타나는 파라미터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그린 분포도이다. 그림 11은 성인 

집단의 두 조건에서 나타난 첫고정시간의 분포이고, 그림 12는 청소년의 두 조건에서 나타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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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의 분포이다. 두 집단 모두 첫고정시간에서 초기습득 조건과 후기습득 조건보다 첩점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초기습득 조건에서 꼬리가 더 길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험 2의 조건별 

반응시간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Ratcliff와 McKoon(2008)와 같이 정적 편향 분포가 나타나고 두 

조건의 차이는 분포의 앞부분(leading edge)보다 꼬리(tail)에서 분산이 증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

다. 또한 두 조건의 차이는 분포의 첩점의 크기로 나타났다.

(그림 11) 성인 집단의 조건별 첫고정시간 분포 비교

(그림 12) 청소년 집단의 조건별 첫고정시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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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

이 연구는 글읽기 현상을 잘 설명하고 개인의 글읽기 능력을 설명하며 나아가 난독증과 같이 

문제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지모형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

작하 다. 그 첫 단계로 실험현상과 모형을 연결되게 하여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중요 현상을 이

해하고자 하 다. 또한 글읽기에서 눈이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을 하나의 선택 과제로 가정하고 

한 고정시간에 나타나는 분포가 평균 수준의 분석보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

탕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고정시간 분포의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두 집단의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 다. 나아가 중심와 정보처리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선택적 파라미터

인 정보표집율 파라미터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적 가설을 바탕으로 한 단일경계 확

산모형이 글읽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하고자 하 다.

먼저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통해 우리글 읽기에서 단어의 성질에 따른 글읽기 현상을 관찰하

고, 연령 차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 및 분포 분석하여 개인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실험 1에서는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중심와 정보로 빈도를 통제한 단어 자극을 제시하

여 고정시간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단어 빈도 효과를 확인하 다.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고빈도 조건과 저빈도 조건에서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모두 짧게 나타

났지만 고빈도 조건보다 저빈도 조건에서 고정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조건에

서 청소년 집단의 주시시간이 성인 집단의 주시시간보다 길었다는 점과 청소년 집단의 단일고

정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보다 단어의 정보처리가 느리고, 안구운

동 실험 후, 실험 자극에 사용된 어휘 테스트 정답률을 확인한 결과 실험 1에서 성인 집단의 정

답률은 98%, 청소년 집단의 정답률은 72% 다. 모르는 단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 모든 피험자는 건너뛰기(skipping)를 했다고 답하 다. 중심와 정보로 단어습득연령을 통

제한 단어를 제시하여 초기습득 조건과 후기습득 조건을 비교한 글읽기 실험 2에서는 성인 집

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단어습득연령 효과를 관찰하 다.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첫고정

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이 두 조건에서 짧게 나타났다. 실험 1과 같이 청소년 집단의 단일

고정의 수를 확인한 결과, 150 시행에서 고정 수가 15개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 다. 그러나 안

구운동 실험 후, 실험 자극에 사용된 어휘 테스트 정답률을 확인한 결과 실험 2는 두 집단 모두 

정답률 100% 기에 청소년 집단이 표적 단어를 한번 만 고정한 경우가 적지만 두 집단 모두 정

확하게 글을 이해하며 읽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실험 결과,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글읽기에서 중심와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질

에 따라 고정시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과 다른 점은 

글읽기 난이도가 높으면 따라 표적 단어에 고정시간의 수가 많은 것이 보통인데 청소년들은 중

심와 정보로 어려운 단어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건너뛰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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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보 표집율 값 차이에 따른 분포 비교(v1=0.5 vs. v2=0.7)

조건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차이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어휘 테스트 결과 

표적 단어를 모두 이해하고 시행한 글읽기 실험 2의 경우,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분위

수 0.1에서는 두 조건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분위수 0.9에서는 조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실험 1의 경우 성인 집단의 실험 2 결과와 같이 분위수 0.1에서는 두 조건의 차이가 유사

하게 나타나고 분위수 0.9에서는 두 조건의 차이가 크게 관찰했지만, 청소년 집단의 경우 분위

수 0.1과 분위수 0.9 모두 두 조건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작한 중심와 정보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율 파라미터로 반 되는지 

실험 1과 실험 2의 첫고정시간의 결과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fitting하 다. 순차적 샘플

링 모형의 하나인 Ratcliff의 확산모형을 단일경계로 수정하여 글읽기에서 눈이 머물렀다가 떠나

는 것을 하나의 선택 과제로 가정하는 단일경계 확산모형은 Ratcliff의 확산모형의 선택적 가설

(selective assumption)을 받아들여 중심와에서 단어의 처리를 반 하는 파라미터를 찾았다. 단어의 

빈도와 단어습득연령 단어의 성질을 조작한 글읽기 안구운동 추적실험 결과를 통해 중심와에 

놓이는 단어의 정보처리와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율 파라미터가 연결됨을 확인하 다. 

또한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마다 변산도를 가정한 Ratcliff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얻는다는 것도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경계 확산모형은 E-Z Reader모형과 SWIFT모형과 같은 기존의 글읽

기 인지모형들과 Ratcliff의 확산모형의 복잡함을 비판하며 보다 간단하면서 현상을 예측할 수 있

는 도구임을 강조하고 그 유용성이 탐색해 보았다. 그림 13은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실험 1 성인 

집단의 첫고정시간 결과자료를 넣고 두 조건에서 정보표집율(v)외 다른 파라미터들은 고정하고 

정보표집율 파라미터 차이만 주었을 때 살펴본 분포이다. 이 분포는 Ratcliff와 McKoon(2008)의 연

구 실험 1과 실험 2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다. 반응비율에 따른 예상되는 고정시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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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반응비율에 따른 상 고정시간평균(v1=0.5 vs. v2=0.7)

균(그림 14)도 실험 1 성인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결과와 유사한 패턴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글읽기 중심와에서 정보처리는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율(v) 

파라미터가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다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현재 난독

증과 같은 글읽기 장애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경

계 확산모형이 다양한 글읽기 현상과 모형의 파라미터와 연결됨이 확인되면 글읽기 문제의 원

인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단어의 특징 정보를 잘 추출하

지 못하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정보표집율(v) 파라미터 값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 환자

가 중심와주변 처리에 문제가 있어 중심와주변 정보를 추출할 수 없다면 단어의 한 고정을 분

석하여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시작점(z) 파라미터 값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안구운동 준

비시간이 너무 길어서 표적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모형의 안구운동 준비시간

( ) 파라미터 값에서 정상인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감각적인 코드 중 하나

인 시각 코드(visual code)에 문제가 있다면 정상인과 비교했을 경우 정보 수집률(v) 또는 안구운

동 준비시간( ) 파라미터 값에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한계는 안구운동 추적 실험 자극을 문장만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문맥이 있는 글

을 제시하고 중심와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보다 자연스러운 글 읽기 환경일지 모른다. 그러

나 이 실험에서는 중심와 효과만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자극 이해에 이득 효과를 주는 문맥과 

내용의 예측성을 통제하 기 때문에 문장 자극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한계점은 

실험 1에서 청소년 집단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을 준비한 점이다. 실험 전, 모집 피

험자와 동일한 조건의 성인 5명과 청소년 5명에게 실험 자극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 지만 실험

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실험 1에 사용된 저빈도 단어 자극이 다소 어려워 충분한 단일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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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수를 얻지 못했고 건너뛰기가 많았다. 더 나은 실험을 위해 연령의 평균적인 어휘 수준을 

더 고려하고 더 많은 대상에게 실험 전 자극 확인 설문 후 자극을 마련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더 많은 고려를 했어야 했다. 두 

집단은 단순 연령 차이가 아니라 교육 환경과 학습시간 그리고 어휘력, 문법 등 여러 가지 요소

들이 글읽기에 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시력과 서울시 소재 학교에

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만 통제하 다.

이 연구는 글읽기에서 단어의 성질에서 나타난 효과는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정보표집율(v) 파

라미터로 잘 반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단일경계 확산모형의 시작점(z), 경계선(a)과 안

구운동 준비시간( ) 파라미터가 어떠한 글읽기 현상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앞으로의 

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과제들의 결과 값을 통해 글읽기 현상을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파라미터 값의 차이로 보여주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표준화된 실험 설계가 

이뤄진다면,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글을 잘 읽는다는 수준을 각각의 파라미터 값들이 어느 

정도 되는 지로써 정의할 수 있고, 나아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은 개인의 글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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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Boundary Diffusion Model Analysis

on Distributions of Eye Fixation Durations

in Reading; Eye Movement Tracking Study

  Choo, Hyeree1)                   Koh, Sungryong1)2)

1)Cognitive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ord frequency effects on eye fixation duration in Korean reading 

with a one-boundary diffusion model and to show how these phenomena differ between adults (20-28yrs) and 

adolescents (13-14yrs). We predicted that the drift rate parameter in the boundary diffusion model would 

reflect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the fovea during silent reading. Through an eye movement tracking 

experiment while controlling word properties such as the word frequency and the age of acquisition, 

Experiment 1 and Experiment 2 show that the information processing pertaining to words to be placed in 

the fovea is connected to the drift rate of the one-boundary diffusion model parameters. In Experiment 1,in 

the adult group, the mean difference in the fixation time in the response proportion between the presence of 

high-frequency condition and low-frequency condition in the adult group was higher in quantile 0.9 than it 

was in the 0.1 quantile, but in the adolescent group, the mean difference in the fixation time in the 

response proportion between the two conditions was not significantly in the 0.9 quartile.In Experiment 2, the 

mean difference in the fixation time in the response proportion between early-acquired condition and 

late-acquired condition in both groups was also higher in the quantile 0.9 than in the 0.1 quantile. The 

distribution of the two conditions in the both groups was positively skewed, and the difference showed the 

same pattern found in the results of Ratcliff(Ratcliff & McKoon, 2008).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we propose one-boundary diffusion model as a tool to explain word property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ding. In particular, we suggest that the drift rate parameter in the boundary diffusion model reflects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the fovea during reading.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one-boundary 

diffusion model can be used to predict the aforementioned phenomena in reading.

Key words : one-boundary diffusion model, diffusion model, reading, eye movement tracking,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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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실험문장 log10 빈도

1 HF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분이시다. 3.1 7268

LF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후작의 품위를 지키는 분이시다. 0.1 7

2 HF 장군이 지시한 작전은 시간이 부족해서 수행하기 어렵다. 3.1 6808

LF 장군이 지시한 작전은 탄환이 부족해서 수행하기 어렵다. 0 6

3 HF 불안한 사람들은 허황된 소리에 귀기울이기도 했다. 3.1 6738

LF 불안한 사람들은 허황된 낭설에 귀기울이기도 했다. 0.3 10

4 HF 남자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3 6172

LF 남자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악처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0.7 1

5 HF 어제는 용감한 청년이 도둑을 붙잡아서 표창장을 받았다. 1.6 213

LF 어제는 용감한 청년이 괴한을 붙잡아서 표창장을 받았다. 0.2 8

6 HF 황제의 위대한 업적을 세계에 널리 알려 전하도록 하자. 3 5726

LF 황제의 위대한 업적을 사해에 널리 알려 전하도록 하자. 0 6

7 HF 그는 들은 대로 역시나 여자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 3 5406

LF 그는 들은 대로 역시나 짬뽕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 0 5

8 HF 조정 내에서 두 세력은 경제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3 5239

LF 조정 내에서 두 세력은 쇄국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0.2 9

9 HF 지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질투를 느꼈다. 2.9 4931

LF 지 이는 두 사람의 연분에 질투를 느꼈다. -0.3 3

10 HF 대학 시절부터 상이는 역사를 해석하는 데 탁월했다. 2.9 4859

LF 대학 시절부터 상이는 점괘를 해석하는 데 탁월했다. 0.2 9

11 HF 그날 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부쳤다. 2.9 4814

LF 그날 여자는 자신의 애욕을 담은 편지를 부쳤다. 0.2 8

12 HF 언제나 활기찬 성훈이는 운동을 유난히 좋아한다. 2.9 4761

LF 언제나 활기찬 성훈이는 매실을 유난히 좋아한다. 0 6

13 HF 예전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2.9 4728

LF 예전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가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0.3 10

14 HF 주혜의 담임선생님은 단어의 의미도 외우라고 하셨다. 2.9 4594

LF 주혜의 담임선생님은 단어의 품사도 외우라고 하셨다. -0.1 4

15 HF 작가는 오늘따라 어머니의 얼굴이 참으로 그리웠다. 2.9 4049

LF 작가는 오늘따라 어머니의 장맛이 참으로 그리웠다. 0.1 7

16 HF 우리는 야생 동물들의 생활을 관찰할 계획을 세웠다. 2.9 4004

LF 우리는 야생 동물들의 섭생을 관찰할 계획을 세웠다. 0.3 10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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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실험문장 log10 빈도

17 HF 이 음식은 숨은 재료로 소주를 사용해서 비린내를 없앴다. 1.7 254

LF 이 음식은 숨은 재료로 계피를 사용해서 비린내를 없앴다. -0.4 2

18 HF 길에서 만난 정태는 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2.8 3637

LF 길에서 만난 정태는 매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0.1 4

19 HF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2.8 3611

LF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풀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0.7 1

20 HF 시립 도서관은 깨끗하고 자리도 많아서 자주 가는 편이다. 2.8 3562

LF 시립 도서관은 깨끗하고 공석도 많아서 자주 가는 편이다. -0.1 4

21 HF 국방부 관리들은 전투기의 사용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 2.8 3416

LF 국방부 관리들은 전투기의 자폭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 -0.4 2

22 HF 부인은 애걸하다시피 노인에게 작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2.8 3188

LF 부인은 애걸하다시피 노인에게 비책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0.1 4

23 HF 요즈음 남편이 아이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2.7 3048

LF 요즈음 남편이 아이에게 화술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0 6

24 HF 그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자연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 2.7 3047

LF 그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노숙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 -0.3 3

25 HF 앞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2.7 2986

LF 앞에 있는 신청서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0.2 8

26 HF 가끔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거슬릴 때가 있다. 2.7 2731

LF 가끔은 다른 사람의 체모가 거슬릴 때가 있다. -0.3 3

27 HF 친구들 중에 은진이는 머리가 가장 뛰어난 아이다. 2.7 2707

LF 친구들 중에 은진이는 지모가 가장 뛰어난 아이다. -0.3 3

28 HF 당시에 우리는 갑작스런 변화에 어리둥절한 상태 다. 2.7 2660

LF 당시에 우리는 갑작스런 침략에 어리둥절한 상태 다. -0.7 1

29 HF 모두들 표현은 안하지만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았다. 2.7 2660

LF 모두들 표현은 안하지만 길운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았다. 0.2 8

30 HF 이 건물은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 설계되었다. 2.7 2552

LF 이 건물은 처음부터 골조가 잘못 설계되었다. 0.2 8

31 HF 사람들은 그 선배의 설명에 킥킥대며 웃었다. 2.6 2439

LF 사람들은 그 선배의 입담에 킥킥대며 웃었다. 0.1 7

32 HF 가족들이 모두 모 는데 남편만 보이지 않았다. 2.6 2418

LF 가족들이 모두 모 는데 매제만 보이지 않았다. -0.7 1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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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실험문장 log10 빈도

33 HF 잘생긴 왕자는 반대파의 정책에 휘말리고 말았다. 2.6 2292

LF 잘생긴 왕자는 반대파의 정략에 휘말리고 말았다. 0.3 10

34 HF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슴의 통증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 2.6 2213

LF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흉부의 통증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 -0.3 3

35 HF 고등학교 때 준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2.6 2010

LF 고등학교 때 준희는 유성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0.3 10

36 HF 참가자들은 심사 위원의 평가에 불만을 품었다. 2.5 1934

LF 참가자들은 심사 위원의 총평에 불만을 품었다. 0 5

37 HF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라고 정보를 올려주는 사람들도 있다. 2.5 1828

LF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라고 후기를 올려주는 사람들도 있다. 0.2 9

38 HF 화난 교수는 그녀에게 대답을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2.5 1825

LF 화난 교수는 그녀에게 답신을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0.3 10

39 HF 마당이 이토록 썰렁하니 나무를 좀 심는 게 좋겠다. 2.5 1819

LF 마당이 이토록 썰렁하니 탱자를 좀 심는 게 좋겠다. 0 6

40 HF 상은이는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과일을 배터지게 먹었다. 1.7 272

LF 상은이는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닭죽을 배터지게 먹었다. -0.3 3

41 HF 칠성파 두목은 밤중에 경찰의 습격을 받았다. 2.5 1725

LF 칠성파 두목은 밤중에 자객의 습격을 받았다. 0.1 7

42 HF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농민이 되는 것이 꿈이다. 2.5 1687

LF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농군이 되는 것이 꿈이다. -0.4 2

43 HF 화연이는 조용한 웃음에 바람을 사랑하는 아이 다. 2.5 1661

LF 화연이는 조용한 웃음에 분꽃을 사랑하는 아이 다. 0.1 7

44 HF 콘서트를 보던 사람들은 노래에 취해 추억에 잠겼다. 2.5 1648

LF 콘서트를 보던 사람들은 음률에 취해 추억에 잠겼다. -0.1 4

45 HF 병환이는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 다. 2.5 1634

LF 병환이는 사과를 했지만 대모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 다. -0.1 4

46 HF 큰아버지가 사촌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었다. 2.4 1568

LF 큰아버지가 사촌 조카의 화혼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었다. -0.7 1

47 HF 아직까지 경찰들은 범인의 나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4 1523

LF 아직까지 경찰들은 범인의 면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0.2 8

48 HF 막내 동생은 조용히 바다를 보며 회상에 잠겼다. 2.4 1521

LF 막내 동생은 조용히 옛터를 보며 회상에 잠겼다. 0.1 7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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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HF 속좁은 김과장은 창호의 장난에 불같이 화를 냈다. 1.7 283

LF 속좁은 김과장은 창호의 불찰에 불같이 화를 냈다. -0.3 3

50 HF 호기심 많은 성준은 종교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2.4 1417

LF 호기심 많은 성준은 예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0.3 10

51 HF 첫만남에 남자가 여자의 과거에 대해 묻는 것은 실례다. 2.4 1406

LF 첫만남에 남자가 여자의 덧니에 대해 묻는 것은 실례다. 0.1 7

52 HF 우주는 언제나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2.4 1389

LF 우주는 언제나 자신의 미색에 따르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0.1 4

53 HF 이정이는 이번에 공연하는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다. 2.4 1362

LF 이정이는 이번에 공연하는 극회의 주인공을 맡았다. 0 5

54 HF 인경이는 회사 동료와 은행에 같이 가기로 했다. 2.4 1321

LF 인경이는 회사 동료와 쉼터에 같이 가기로 했다. 0.3 10

55 HF 늙은 상수는 자식의 성장에 마음이 뿌듯하 다. 2.4 1307

LF 늙은 상수는 자식의 장성에 마음이 뿌듯하 다. 0 6

56 HF 가까운 동료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다. 2.4 1303

LF 가까운 동료 직원들과 야식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다. 0 5

57 HF 대섭이는 대학시절 혼자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2.4 1290

LF 대섭이는 대학시절 혼자서 병법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0.2 8

58 HF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의 고통을 결코 알지 못한다. 2.4 1269

LF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충치의 고통을 결코 알지 못한다. 0.3 10

59 HF 위조지폐가 진짜 같아서 판단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 2.4 1261

LF 위조지폐가 진짜 같아서 변별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 0.2 9

60 HF 여름 휴가를 맞아서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다. 2.4 1258

LF 여름 휴가를 맞아서 강촌에 다녀오기로 했다. 0 5

61 HF 그는 편안한 차림으로 담배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2.3 1246

LF 그는 편안한 차림으로 홍시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0.2 9

62 HF 사표를 내고 나간 과장이 요즘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2.3 1178

LF 사표를 내고 나간 과장이 근간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0.3 10

63 HF 성연은 출전한 대회에서 경쟁에 눈이 멀어 반칙을 저질렀다. 2.3 1154

LF 성연은 출전한 대회에서 상품에 눈이 멀어 반칙을 저질렀다. 0.2 9

64 HF 이 집이 학교 근처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는 집이다. 2.3 1120

LF 이 집이 학교 근처에서 보쌈을 제일 잘하는 집이다. -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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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HF 그 해에는 이상한 사고도 많아서 뒤숭숭했다. 2.3 1069

LF 그 해에는 이상한 괴변도 많아서 뒤숭숭했다. 0 5

66 HF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2.3 1064

LF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견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0.7 1

67 HF 아빠의 질문에 여정이는 여름이 가장 좋다고 대답했다. 2.3 1044

LF 아빠의 질문에 여정이는 찐빵이 가장 좋다고 대답했다. -0.7 1

68 HF 수행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평화의 상태인 것 같다. 2.3 1018

LF 수행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욕의 상태인 것 같다. -0.3 3

69 HF 작은 아버지는 형수에게 김치가 맛있다며 칭찬하셨다. 1.7 309

LF 작은 아버지는 형수에게 잡채가 맛있다며 칭찬하셨다. -0.1 4

70 HF 선생님은 상우를 지목하며 상징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셨다. 2.2 989

LF 선생님은 상우를 지목하며 삽화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셨다. -0.1 4

71 HF 그는 놀랍게도 감춰둔 재산을 용케도 찾아내었다. 2.2 975

LF 그는 놀랍게도 감춰둔 팥떡을 용케도 찾아내었다. -0.7 1

72 HF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안정을 위한 수칙을 알려주었다. 2.2 967

LF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금식을 위한 수칙을 알려주었다. 0.3 10

73 HF 지금도 정은이는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2.2 954

LF 지금도 정은이는 자신에게 친모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0.7 1

74 HF 다시 보니 그들의 대화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2.2 950

LF 다시 보니 그들의 필담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0.3 3

75 HF 병진이는 언뜻 듣기로 수출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다. 2.2 949

LF 병진이는 언뜻 듣기로 양봉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다. -0.1 4

76 HF 그 젊은이는 어르신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다. 2.2 946

LF 그 젊은이는 어르신의 고견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다. -0.1 4

77 HF 아가씨는 방금 도착한 편지에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2.2 930

LF 아가씨는 방금 도착한 서찰에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0.4 2

78 HF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임금이 싼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2.2 929

LF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임이 싼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0.7 1

79 HF 오랜만에 만난 희경이는 시험이 있어서 빨리 가야했다. 2.2 924

LF 오랜만에 만난 희경이는 선약이 있어서 빨리 가야했다. -0.7 1

80 HF 어린 소녀의 얼굴에 웃음이 도는 것 같았다. 2.2 916

LF 어린 소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았다. 0 5

(계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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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HF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희망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하셨다. 2.2 912

LF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짝꿍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하셨다. 0.2 8

82 HF 그는 공부할 시기에 놀이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냈다. 2.2 912

LF 그는 공부할 시기에 여흥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냈다. 0.2 8

83 HF 결국 우리는 마음대로 약속을 해버렸고 어른들은 화를 냈다. 2.2 909

LF 결국 우리는 마음대로 약혼을 해버렸고 어른들은 화를 냈다. 0.1 7

84 HF 한 회사의 운 에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2.2 901

LF 한 회사의 운 에는 중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0.3 10

85 HF 첫사랑은 긴 생머리에 가을이 연상되는 여자 다. 2.2 883

LF 첫사랑은 긴 생머리에 백합이 연상되는 여자 다. 0.2 9

86 HF 순이는 도서관에 들러서 수업과 관련된 책을 검색하 다. 2.2 877

LF 순이는 도서관에 들러서 작명과 관련된 책을 검색하 다. 0.2 9

87 HF 고위직 인사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느라 바빴다. 2.2 859

LF 고위직 인사들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느라 바빴다. -0.3 3

88 HF 그는 부당한 현실에서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며 부르짖었다. 2.2 858

LF 그는 부당한 현실에서 묵념이 무슨 소용이냐며 부르짖었다. 0.1 7

89 HF 이 이는 가게에서 한동안 치마를 살지 말지를 고민했다. 1.7 313

LF 이 이는 가게에서 한동안 열무를 살지 말지를 고민했다. 0.3 10

90 HF 회사는 남자에게 기물의 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2.2 842

LF 회사는 남자에게 기물의 손괴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0.4 2

91 HF 원장님은 아이가 유달리 동물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다. 2.2 839

LF 원장님은 아이가 유달리 벌통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다. 0.2 8

92 HF 옆집 아저씨는 선교의 수필에 혀를 끌끌 찼다. 2.2 821

LF 옆집 아저씨는 선교의 악필에 혀를 끌끌 찼다. 0.1 7

93 HF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노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다. 2.2 800

LF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노옹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다. 0 6

94 HF 우리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식량을 충분히 저장해 두어야 했다. 1.7 314

LF 우리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비품을 충분히 저장해 두어야 했다. 0.2 9

95 HF 다행히 수경이가 나서서 공연을 하겠다고 자청하 다. 2.2 792

LF 다행히 수경이가 나서서 악역을 하겠다고 자청하 다. 0.2 9

96 HF 황량한 들판에는 허물어진 주택만 쓸쓸히 남아있었다. 2.1 780

LF 황량한 들판에는 허물어진 사택만 쓸쓸히 남아있었다. -0.1 4

(계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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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HF 돈을 벌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다. 2.1 779

LF 돈을 벌기 위해서 노상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다. 0.2 8

98 HF 임금은 대신이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자 감동하 다. 1.8 315

LF 임금은 대신이 변함없이 충심을 다하여 보필하자 감동하 다. -0.7 1

99 HF 기태는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신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1.8 317

LF 기태는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명찰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0.3 10

100 HF 교포인 과장님은 김대리가 어도 잘한다고 칭찬했다. 2.1 764

LF 교포인 과장님은 김대리가 불어도 잘한다고 칭찬했다. -0.4 2

101 HF 이런 자연에서는 강인한 새끼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2.1 752

LF 이런 자연에서는 강인한 숫놈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0.2 9

102 HF 김차장은 조직 내에서 싸움만 일으키는 골칫거리 다. 2.1 744

LF 김차장은 조직 내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골칫거리 다. 0 5

103 HF 오늘 예약하신 손님들은 고기를 못 드시니 참고하세요. 2.1 743

LF 오늘 예약하신 손님들은 장어를 못 드시니 참고하세요. 0.2 8

104 HF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도착을 알리는 안내문이 떴다. 2.1 741

LF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연착을 알리는 안내문이 떴다. 0.1 7

105 HF 그는 시위를 한다고 식사도 끊고 드러누워 버렸다. 2.1 739

LF 그는 시위를 한다고 식음도 끊고 드러누워 버렸다. 0.1 7

106 HF 희대의 웅들은 어떠한 운명도 개의치 않고 이겨냈다. 2.1 725

LF 희대의 웅들은 어떠한 흉계도 개의치 않고 이겨냈다. 0.2 8

107 HF 사촌 조카인 민정이는 직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2.1 697

LF 사촌 조카인 민정이는 잔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0.3 10

108 HF 회장은 밤늦게 조용히 의사를 불러 사건을 처리하 다. 2.1 695

LF 회장은 밤늦게 조용히 수하를 불러 사건을 처리하 다. 0.2 8

109 HF 선생님은 앉으라고 권하시며 커피도 한 잔 내주셨다. 2.1 691

LF 선생님은 앉으라고 권하시며 정종도 한 잔 내주셨다. -0.7 1

110 HF 대신들은 종일 왕비의 안전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2.1 681

LF 대신들은 종일 왕비의 폐위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0 5

111 HF 링컨은 자신의 삶에서 평등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2.1 670

LF 링컨은 자신의 삶에서 박애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0.2 8

112 HF 그는 최근 들어온 이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2.1 661

LF 그는 최근 들어온 혼처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0.3 10

(계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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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HF 게으른 사람은 노년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2.1 657

LF 게으른 사람은 노년에 궁상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0.2 9

114 HF 민지는 어수선한 시기에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했다. 2.1 647

LF 민지는 어수선한 시기에 임관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했다. 0.2 9

115 HF 고려 시대의 이규보는 문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 다. 2.1 643

LF 고려 시대의 이규보는 필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 다. -0.3 3

116 HF 미현이는 언제나 자기는 언니가 좋다고 말하곤 했다. 2.1 632

LF 미현이는 언제나 자기는 연하가 좋다고 말하곤 했다. 0.2 8

117 HF 어린 창훈이는 선생님의 차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2.1 629

LF 어린 창훈이는 선생님의 오답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0.3 3

118 HF 민우는 도무지 도 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2 623

LF 민우는 도무지 도 의 보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0 6

119 HF 끌려온 노예들은 궁궐의 공사에 투입되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2 605

LF 끌려온 노예들은 궁궐의 공역에 투입되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0.4 2

120 HF 결국 헨리는 계속된 훈련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2 593

LF 결국 헨리는 계속된 격무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0.2 9

121 HF 선생님은 다음 시간까지 계산을 해오라고 말씀하셨다. 2 589

LF 선생님은 다음 시간까지 정독을 해오라고 말씀하셨다. 0 5

122 HF 새로 임명된 장관은 윤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2 587

LF 새로 임명된 장관은 인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0.4 2

123 HF 이사장은 끝끝내 개혁의 실패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2 587

LF 이사장은 끝끝내 개혁의 실책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0.2 9

124 HF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 재벌의 딸인 그녀가 부담스러웠다. 2 585

LF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 갑부의 딸인 그녀가 부담스러웠다. 0.2 8

125 HF 잔디밭을 산책하던 세미는 벌레에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2 581

LF 잔디밭을 산책하던 세미는 독사에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0.2 9

126 HF 아내는 공부하던 아이에게 종이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2 577

LF 아내는 공부하던 아이에게 식혜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0.2 8

127 HF 혜윤이는 자리에서 조금도 실망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1.8 322

LF 혜윤이는 자리에서 조금도 낙망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0.3 10

128 HF 종일 컴퓨터를 했더니 허리에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다. 2 565

LF 종일 컴퓨터를 했더니 둔부에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다. 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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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HF 겨울 내도록 지은이는 고생이 심해서 많이 지쳐보 다. 2 562

LF 겨울 내도록 지은이는 독감이 심해서 많이 지쳐보 다. 0.2 8

130 HF 어제 가출한 아이들은 남쪽을 향하여 무작정 걸었다. 2 562

LF 어제 가출한 아이들은 서녘을 향하여 무작정 걸었다. -0.3 3

131 HF 반대파의 모함으로 선비는 시골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2 558

LF 반대파의 모함으로 선비는 벽지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0.2 9

132 HF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축구를 하느라 늘 땀범벅이었다. 2 532

LF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족구를 하느라 늘 땀범벅이었다. -0.1 4

133 HF 결국 지정이는 전쟁의 혼란에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졌다. 2 523

LF 결국 지정이는 전쟁의 환난에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졌다. 0.2 8

134 HF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의 뜻을 기리며 잠시 묵념합시다. 2 514

LF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선학의 뜻을 기리며 잠시 묵념합시다. -0.3 3

135 HF 지체 높으신 회장님의 침묵에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다. 2 510

LF 지체 높으신 회장님의 객기에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다. 0.2 9

136 HF 로마는 목욕문화와 더불어 매춘이 성행하던 도시 다. 2 510

LF 로마는 목욕문화와 더불어 매음이 성행하던 도시 다. 0.3 10

137 HF 지 이는 학창시절 유별나게 화학에 관심이 깊었다. 2 506

LF 지 이는 학창시절 유별나게 수예에 관심이 깊었다. -0.3 3

138 HF 명절준비를 하다 상이는 그릇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다. 2 505

LF 명절준비를 하다 상이는 제기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다. -0.1 4

139 HF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양식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2 501

LF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요식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0 6

140 HF 엄마 친구의 딸은 미술에 능해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1.9 494

LF 엄마 친구의 딸은 시화에 능해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0.4 2

141 HF 애는 약속한 장소에서 선물을 들고 성민이를 기다렸다. 1.9 485

LF 혜는 약속한 장소에서 식권을 들고 성민이를 기다렸다. 0.2 9

142 HF 한 승객은 모자를 식당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1.9 484

LF 한 승객은 모자를 돌탑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0.4 2

143 HF 의심많은 왕비는 자신의 자녀도 절대로 믿지 않았다. 1.9 484

LF 의심많은 왕비는 자신의 시종도 절대로 믿지 않았다. 0.2 9

144 HF 집 근처의 대형마트는 시계를 팔지 않아 멀리까지 갔다. 1.9 483

LF 집 근처의 대형마트는 꽃게를 팔지 않아 멀리까지 갔다.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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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HF 그는 공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태세 다. 1.9 481

LF 그는 공주를 위해서 보검도 내놓을 태세 다. -0.4 2

146 HF 사고뭉치 혜지가 이번에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1.9 475

LF 사고뭉치 혜지가 이번에는 예단을 훔쳐 달아났다. 0 5

147 HF 가계부를 살펴보니 이번에 의복을 사는 데에 돈을 많이 썼다. 1.9 465

LF 가계부를 살펴보니 이번에 비옷을 사는 데에 돈을 많이 썼다. 0.2 8

148 HF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니 놀라웠다. 1.9 465

LF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더덕이 자랄 수 있다니 놀라웠다. 0.3 10

149 HF 회장님은 재산의 대부분을 증권의 형태로 갖고 계시다. 1.9 458

LF 회장님은 재산의 대부분을 동산의 형태로 갖고 계시다. 0.3 10

150 HF 삼촌은 따뜻한 눈빛으로 소녀를 격려하고 있었다. 1.9 458

LF 삼촌은 따뜻한 눈빛으로 질녀를 격려하고 있었다. -0.3 3

151 HF 견디다 못한 마을사람들은 억압을 피해 짐을 싸서 떠났다. 1.9 456

LF 견디다 못한 마을사람들은 역병을 피해 짐을 싸서 떠났다. 0.2 9

152 HF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한 책상은 아직 쓸 만해 보 다. 1.9 452

LF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한 약병은 아직 쓸 만해 보 다. 0.2 9

153 HF 아침부터 기력이 없었는데 점심을 먹었더니 힘이 난다. 1.9 446

LF 아침부터 기력이 없었는데 콩국을 먹었더니 힘이 난다. -0.7 1

154 HF 따뜻한 거실에서 어머니는 상자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1.8 327

LF 따뜻한 거실에서 어머니는 매화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0.3 10

155 HF 그는 작가인데 최초로 귀족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1.9 442

LF 그는 작가인데 최초로 백작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0.2 8

156 HF 결국 우리는 정민이도 가입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1.9 440

LF 결국 우리는 정민이도 퇴출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0.4 2

157 HF 몸집도 작은 아이가 무기도 없이 싸우겠다고 나섰다. 1.9 438

LF 몸집도 작은 아이가 창칼도 없이 싸우겠다고 나섰다. -0.3 3

158 HF 그는 무릎꿇고 빌면서 형제의 정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1.9 436

LF 그는 무릎꿇고 빌면서 육친의 정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0.3 10

159 HF 젊은 시절 유진이는 재미만 추구하는 망나니 다. 1.9 432

LF 젊은 시절 유진이는 환락만 추구하는 망나니 다. 0.2 8

160 HF 출장 간 오라비의 자살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1.9 428

LF 출장 간 오라비의 횡사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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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HF 어르신께서 철없는 아이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셨다. 1.9 428

LF 어르신께서 철없는 아이의 결례를 너그럽게 용서하셨다. 0 6

162 HF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대목만 표시해 주세요. 1.9 427

LF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철자만 표시해 주세요. 0.1 7

163 HF 어린애는 울면서 자기도 돼지를 키우겠다고 떼를 썼다. 1.9 426

LF 어린애는 울면서 자기도 물소를 키우겠다고 떼를 썼다. 0.3 10

164 HF 윤재는 두려움을 누르고 무덤을 찾아가 나물을 캐왔다. 1.9 424

LF 윤재는 두려움을 누르고 골짝을 찾아가 나물을 캐왔다. 0 6

165 HF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반복이 많이 될 수록 왜곡된다. 1.9 424

LF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재탕이 많이 될 수록 왜곡된다. 0.2 8

166 HF 일어서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잡고 쓰러지셨다. 1.9 424

LF 일어서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 0.2 8

167 HF 그는 아씨가 좋았지만 노예의 신분이라 포기해야 했다. 1.9 422

LF 그는 아씨가 좋았지만 사의 신분이라 포기해야 했다. 0 5

168 HF 결국 엄마는 딸아이의 입술에 있는 점을 빼자고 했다. 1.9 421

LF 결국 엄마는 딸아이의 쇄골에 있는 점을 빼자고 했다. -0.1 4

169 HF 그 건축가는 건물의 색깔에 신경을 많이 쓴다. 1.9 419

LF 그 건축가는 건물의 채광에 신경을 많이 쓴다. -0.1 4

170 HF 이 작품을 통해 작가의 평생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9 415

LF 이 작품을 통해 작가의 필생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0.1 4

171 HF 우리 집 고양이는 꼬리에 특이한 반점이 있다. 1.9 413

LF 우리 집 고양이는 귓등에 특이한 반점이 있다. 0 5

172 HF 그는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현실을 못 보고 있다. 1.9 408

LF 그는 성공할 것이라는 몽환에 빠져 현실을 못 보고 있다. 0.2 8

173 HF 힘들게 올라간 산에는 바위만 잔뜩 있고 별로 다. 1.9 404

LF 힘들게 올라간 산에는 철쭉만 잔뜩 있고 별로 다. -0.1 4

174 HF 한참을 찾던 열쇠가 침대에 있다는 것이 이제야 생각났다. 1.9 403

LF 한참을 찾던 열쇠가 찻상에 있다는 것이 이제야 생각났다. -0.7 1

175 HF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북쪽을 향하여 큰 별을 찾으면 된다. 1.9 402

LF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북극을 향하여 큰 별을 찾으면 된다. 0 6

176 HF 고맙게도 가까운 친지들이 임신을 축하하며 선물을 보내왔다. 1.9 401

LF 고맙게도 가까운 친지들이 득남을 축하하며 선물을 보내왔다. 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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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HF 분노한 신은 왕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1.9 401

LF 분노한 신은 왕에게 양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0 6

178 HF 다른 사람들과 다같이 관광을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1.9 401

LF 다른 사람들과 다같이 관전을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0 6

179 HF 어제 저녁 뉴스에서 식품의 관리 실태를 보도했다. 1.9 397

LF 어제 저녁 뉴스에서 혈청의 관리 실태를 보도했다. 0.2 8

180 HF 상학이는 한번 둘러보더니 풍경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1.8 396

LF 상학이는 한번 둘러보더니 목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0.3 10

181 HF 공주의 발언은 임금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8 389

LF 공주의 발언은 임금님의 격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0.7 1

182 HF 여자아이는 생일 선물로 토끼를 받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1.8 382

LF 여자아이는 생일 선물로 목마를 받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0.3 10

183 HF 장닭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날개에 상처가 매우 많았다. 1.8 380

LF 장닭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벼슬에 상처가 매우 많았다. -0.3 3

184 HF 할머니는 고민이 있으시면 스님을 뵈러 절에 가곤 하셨다. 1.8 376

LF 할머니는 고민이 있으시면 노승을 뵈러 절에 가곤 하셨다. 0.1 7

185 HF 쇼핑하러 나가는 정연에게 잡지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1.8 374

LF 쇼핑하러 나가는 정연에게 촛대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0.3 10

186 HF 시간이 없는데 단비는 공항에 짐까지 놓고 와서 말썽이었다. 1.8 347

LF 시간이 없는데 단비는 차고에 짐까지 놓고 와서 말썽이었다. 0.2 9

187 HF 한참을 헤매어 걸었는데 거울을 파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다. 1.8 341

LF 한참을 헤매어 걸었는데 잣죽을 파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다. 0.3 10

188 HF 철홍이는 다른 아이보다 한글도 훨씬 빨리 익힌 수재다. 1.8 336

LF 철홍이는 다른 아이보다 뺄셈도 훨씬 빨리 익힌 수재다. 0.2 8

189 HF 창호는 문제가 많아서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1.8 4,444

LF 창호는 문제가 많아서 금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 0.2 10

190 HF 아버지는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행사를 찾으러 가신다고 했다. 1.8 1,127

LF 아버지는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주화를 찾으러 가신다고 했다. 0.2 9

191 HF 나의 최고의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1.8 838

LF 나의 최고의 목표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다. 0.2 9

192 HF 준형이는 교문 뒤쪽에 구멍을 그대로 두라고 하 다. 1.8 977

LF 준형이는 교문 뒤쪽에 묘비를 그대로 두라고 하 다. 0.2 9

(계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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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HF 재형이는 감춰 두었던 결과를 모두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1.8 2,985

LF 재형이는 감춰 두었던 목판을 모두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0.2 10

194 HF 성민이 아버지는 겨울이면 소설을 즐겨 찾으신다. 1.8 2,255

LF 성민이 아버지는 겨울이면 열무를 즐겨 찾으신다. 0.2 10

195 HF 성민이는 세상에서 엄마의 광고가 최고라고 했다. 1.8 2,478

LF 성민이는 세상에서 엄마의 강정이 최고라고 했다. 0.2 1

196 HF 날씨가 따뜻해져서 겉옷의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1.8 2,665

LF 날씨가 따뜻해져서 뒤뜰의 벌통을 처리해야 한다. 0.2 8

197 HF 사람들은 선수들을 위한 선거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1.8 2,220

LF 사람들은 선수들을 위한 양산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0.2 10

198 HF 선임들은 새로 들어온 친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1.8 2,676

LF 선임들은 새로 들어온 물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0.2 8

199 HF 대윤은 늙으신 아버지께 화를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 1.8 2,210

LF 대윤은 늙으신 아버지께 식혜를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 0.2 8

200 HF 혜리는 민이에게 새로운 소설을 권해 주었다. 1.8 2,179

LF 혜리는 민이에게 새로운 호박을 권해 주었다. 0.2 9

(계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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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습득 한참을 고민하다 갈색을 선택했다.

후기습득 한참을 고민하다 진학을 선택했다.

2 초기습득 화 끝에 나왔던 강물이 생각난다.

후기습득 화 끝에 나왔던 자막이 생각난다.

3 초기습득 우리는 모두 거짓을 싫어한다.

후기습득 우리는 모두 비난을 싫어한다.

4 초기습득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걱정을 줄여야 한다.

후기습득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여야 한다.

5 초기습득 주최측은 빠른 걸음을 요구했다.

후기습득 주최측은 빠른 입금을 요구했다.

6 초기습득 창수는 특히 겨울을 싫어했다.

후기습득 창수는 특히 차별을 싫어했다.

7 초기습득 모자 쓴 남자가 어제 결혼한 사람이다.

후기습득 모자 쓴 남자가 어제 목격한 사람이다.

8 초기습득 조심하지 않으면 계란은 깨지기 쉽다.

후기습득 조심하지 않으면 원칙은 깨지기 쉽다.

9 초기습득 늙은 학자는 곤충을 꼼꼼히 살폈다.

후기습득 늙은 학자는 논평을 꼼꼼히 살폈다.

10 초기습득 그 그림을 보니 곶감이 떠올랐다.

후기습득 그 그림을 보니 표어가 떠올랐다.

11 초기습득 문제가 된다면 굴뚝을 바꾸어야 한다.

후기습득 문제가 된다면 원작을 바꾸어야 한다.

12 초기습득 시민들은 군사독재의 그늘을 좋아하지 않았다.

후기습득 시민들은 군사독재의 실현을 좋아하지 않았다.

13 초기습득 학생은 칠판에 글씨를 빼곡히 써 내려갔다.

후기습득 학생은 칠판에 증명을 빼곡히 써 내려갔다.

14 초기습득 누구나 똑같이 기쁨을 누려야 한다.

후기습득 누구나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

15 초기습득 살짝 만져보니 깃털이 부드러웠다.

후기습득 살짝 만져보니 옷감이 부드러웠다.

16 초기습득 그 시절에 나는 깻잎이 지긋지긋했다.

후기습득 그 시절에 나는 하숙이 지긋지긋했다.

부록 2



주혜리․고성룡 / 우리  읽기에서 나타난 성인과 청소년의 고정시간 분포분석과 단일경계 확산모형 제안

- 45 -

번호 조건 실험문장

17 초기습득 오늘따라 굉장히 꼬마가 신경 쓰 다.

후기습득 오늘따라 굉장히 관객이 신경 쓰 다.

18 초기습득 작가는 유난히 꽃게를 좋아했다.

후기습득 작가는 유난히 예명을 좋아했다.

19 초기습득 그의 조언대로 꽃병을 결정했다.

후기습득 그의 조언대로 퇴학을 결정했다.

20 초기습득 재조사를 통하여 꾀병이 드러났다.

후기습득 재조사를 통하여 윤곽이 드러났다.

21 초기습득 그 곳에서 지내려면 낮잠은 필수다.

후기습득 그 곳에서 지내려면 예약은 필수다.

22 초기습득 어떤 사람들은 냄새에 몹시 민감하다.

후기습득 어떤 사람들은 몸매에 몹시 민감하다.

23 초기습득 그때 나는 누나의 문제를 몰랐다.

후기습득 그때 나는 서민의 문제를 몰랐다.

24 초기습득 무엇보다도 남자의 눈썹이 특히 좋았다.

후기습득 무엇보다도 남자의 학벌이 특히 좋았다.

25 초기습득 그 사장은 항상 느낌에 따라 투자한다.

후기습득 그 사장은 항상 확률에 따라 투자한다.

26 초기습득 길에서 우연히 단짝을 만났다.

후기습득 길에서 우연히 총무를 만났다.

27 초기습득 청렴한 정치가가 그를 향해 달걀을 던졌다.

후기습득 청렴한 정치가가 그를 향해 뇌물을 던졌다.

28 초기습득 오늘 그녀는 달빛에 취해 버렸다.

후기습득 오늘 그녀는 마취에 취해 버렸다.

29 초기습득 재활용을 위해서 담요를 내어 놓았다.

후기습득 재활용을 위해서 의류를 내어 놓았다.

30 초기습득 법정에서 증인의 대답이 무시되었다.

후기습득 법정에서 증인의 문서가 무시되었다.

31 초기습득 나는 유독 더위를 견디지 못한다.

후기습득 나는 유독 비평을 견디지 못한다.

32 초기습득 민 이는 갑갑한 동굴을 견디지 못했다.

후기습득 민 이는 갑갑한 족쇄를 견디지 못했다.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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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기습득 사람들은 소외된 동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기습득 사람들은 소외된 집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34 초기습득 급속한 환경 변화는 동물을 힘들게 한다.

후기습득 급속한 환경 변화는 두뇌를 힘들게 한다.

35 초기습득 어머니는 막내에게 된장을 주셨다.

후기습득 어머니는 막내에게 특권을 주셨다.

36 초기습득 잠시 말을 멈추고 뒷산을 바라보았다.

후기습득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37 초기습득 새로 장만한 장비는 등산을 위한 것이다.

후기습득 새로 장만한 장비는 관측을 위한 것이다.

38 초기습득 노인은 이웃으로부터 땅콩을 얻었다.

후기습득 노인은 이웃으로부터 악명을 얻었다.

39 초기습득 시민단체는 교포들에게 떡국을 제공했다.

후기습득 시민단체는 교포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40 초기습득 할아버지는 쉽지 않았지만 똥개를 가르쳤다.

후기습득 할아버지는 쉽지 않았지만 의술을 가르쳤다.

41 초기습득 지금은 아무래도 마법의 힘을 믿을 수 밖에 없다.

후기습득 지금은 아무래도 분업의 힘을 믿을 수 밖에 없다.

42 초기습득 그 연예인은 심각한 말썽에 휘말렸다.

후기습득 그 연예인은 심각한 의혹에 휘말렸다.

43 초기습득 자꾸 보채는 것을 보니 맘마에 만족하지 못하나 보다.

후기습득 자꾸 보채는 것을 보니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나 보다.

44 초기습득 세월이 흘러도 맹수는 쉽게 안 변한다.

후기습득 세월이 흘러도 식성은 쉽게 안 변한다.

45 초기습득 가뭄으로 멧돼지의 먹이도 줄어 들었다.

후기습득 가뭄으로 멧돼지의 번식도 줄어 들었다.

46 초기습득 엄마는 남은 멸치를 헤아려 보았다.

후기습득 엄마는 남은 생애를 헤아려 보았다.

47 초기습득 학교를 마치고 목욕을 했다.

후기습득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했다.

48 초기습득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몸통을 분리했다.

후기습득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혈관을 분리했다.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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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초기습득 공주는 황제에게 무덤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후기습득 공주는 황제에게 망명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50 초기습득 재능이 없으면 미술은 쉽지 않다.

후기습득 재능이 없으면 저술은 쉽지 않다.

51 초기습득 남자는 정신 없이 바늘을 늘어 놓았다.

후기습득 남자는 정신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았다.

52 초기습득 지 이는 재원이와 바다를 가기로 했다.

후기습득 지 이는 재원이와 학회를 가기로 했다.

53 초기습득 생활비를 받자마자 반찬을 잔뜩 샀다.

후기습득 생활비를 받자마자 식권을 잔뜩 샀다.

54 초기습득 희는 어제 방학을 하 다.

후기습득 희는 어제 제본을 하 다.

55 초기습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기습득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56 초기습득 특히 선거철에는 부탁을 조심해야 한다.

후기습득 특히 선거철에는 언론을 조심해야 한다.

57 초기습득 그 사람은 그림의 비 을 설명했다.

후기습득 그 사람은 그림의 상징을 설명했다.

58 초기습득 그는 싫어하지만 나는 빨대를 좋아한다.

후기습득 그는 싫어하지만 나는 헌혈을 좋아한다.

59 초기습득 진희는 수업시간에 뺄셈을 배웠다.

후기습득 진희는 수업시간에 명제를 배웠다.

60 초기습득 그 청년은 굳은 의지로 새해를 시작하 다.

후기습득 그 청년은 굳은 의지로 방랑을 시작하 다.

61 초기습득 학생들은 놀면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후기습득 학생들은 놀면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62 초기습득 더 살펴 보아야겠지만 샘물은 정상이다.

후기습득 더 살펴 보아야겠지만 혈압은 정상이다.

63 초기습득 경수는 어렸을 때부터 생선이 싫었다.

후기습득 경수는 어렸을 때부터 타협이 싫었다.

64 초기습득 의도하지 않게 손목을 올렸다.

후기습득 의도하지 않게 소득을 올렸다.

(계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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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초기습득 살면서 가끔은 슬픔을 멀리 하고 싶다.

후기습득 살면서 가끔은 도덕을 멀리 하고 싶다.

66 초기습득 딸은 아버지의 습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후기습득 딸은 아버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67 초기습득 사람들은 반드시 시골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후기습득 사람들은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68 초기습득 선생님은 반장에게 식빵을 주셨다.

후기습득 선생님은 반장에게 특혜를 주셨다.

69 초기습득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 식탁이 있어야 한다.

후기습득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 식욕이 있어야 한다.

70 초기습득 사람들은 회원들의 싸움을 말렸다.

후기습득 사람들은 회원들의 탈퇴를 말렸다.

71 초기습득 나는 여가시간에 씨름을 즐겨본다.

후기습득 나는 여가시간에 극본을 즐겨본다.

72 초기습득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준다.

후기습득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준다.

73 초기습득 최근 들어 아버지는 아들의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다.

후기습득 최근 들어 아버지는 본인의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다.

74 초기습득 그 형사는 적극적으로 악당을 도왔다.

후기습득 그 형사는 적극적으로 검문을 도왔다.

75 초기습득 다들 궁금해 하 지만 안개의 이유를 모른다.

후기습득 다들 궁금해 하 지만 발령의 이유를 모른다.

76 초기습득 이모는 병원에서 앞니를 치료했다.

후기습득 이모는 병원에서 빈혈을 치료했다.

77 초기습득 찾아 주는 이 없는 한 앵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후기습득 찾아 주는 이 없는 한 결백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78 초기습득 아들과 나는 양치를 해야 한다.

후기습득 아들과 나는 공감을 해야 한다.

79 초기습득 책을 읽기에는 어둠이 불편했다.

후기습득 책을 읽기에는 좌석이 불편했다.

80 초기습득 인터넷에서 누리 꾼들이 어른의 책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후기습득 인터넷에서 누리 꾼들이 시민의 책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계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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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초기습득 그 소설은 언덕을 소재로 했다.

후기습득 그 소설은 폭동을 소재로 했다.

82 초기습득 작은 아이는 연필을 버리기로 했다.

후기습득 작은 아이는 식탐을 버리기로 했다.

83 초기습득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

후기습득 문제들 풀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84 초기습득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오늘은 왼팔이 자유롭다.

후기습득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오늘은 통행이 자유롭다.

85 초기습득 신문들은 무분별한 욕심이 문제라고 본다.

후기습득 신문들은 무분별한 평등이 문제라고 본다.

86 초기습득 외식이 취소되자 아이들은 울보를 탓했다.

후기습득 외식이 취소되자 아이들은 폭염을 탓했다.

87 초기습득 남자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후기습득 남자는 결국 본능을 참지 못했다.

88 초기습득 우리는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한다.

후기습득 우리는 화재 발생을 줄여야 한다.

89 초기습득 명령에 따라 율동을 멈추었다.

후기습득 명령에 따라 약탈을 멈추었다.

90 초기습득 호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웃이 중요하다

후기습득 호에게는 무엇보다도 투혼이 중요하다.

91 초기습득 그 아이는 큰 입술이 문제다.

후기습득 그 아이는 큰 의욕이 문제다.

92 초기습득 사회에서는 약간의 자랑이 도움된다.

후기습득 사회에서는 약간의 겸손이 도움된다.

93 초기습득 아내와 함께 잠옷을 골랐다.

후기습득 아내와 함께 격언을 골랐다.

94 초기습득 개 집을 꾸미는데 낡은 장롱을 활용했다.

후기습득 개 집을 꾸미는데 낡은 섬유를 활용했다.

95 초기습득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 접시를 깰 수 있다.

후기습득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 균형을 깰 수 있다.

96 초기습득 보존가치가 있는 정글을 잃어가고 있다.

후기습득 보존가치가 있는 관습을 잃어가고 있다.

(계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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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초기습득 신설 가공업체는 젖소를 취급한다.

후기습득 신설 가공업체는 돈육을 취급한다.

98 초기습득 자세히 살펴 보니 주걱이 서로 다르다.

후기습득 자세히 살펴 보니 억양이 서로 다르다.

99 초기습득 애들은 어른의 주먹을 무서워한다.

후기습득 애들은 어른의 침묵을 무서워한다.

100 초기습득 척박한 환경에서 짐승을 만났다.

후기습득 척박한 환경에서 호황을 만났다.

101 초기습득 그 사람은 평생 짜장을 연구했다.

후기습득 그 사람은 평생 법학을 연구했다.

102 초기습득 그는 홧김에 짝꿍을 때렸다.

후기습득 그는 홧김에 참모를 때렸다.

103 초기습득 그 지능범은 조용히 창문의 흔적을 지웠다.

후기습득 그 지능범은 조용히 논문의 흔적을 지웠다.

104 초기습득 세상을 끝장낼 것처럼 천둥이 격렬했다.

후기습득 세상을 끝장낼 것처럼 폭격이 격렬했다.

105 초기습득 그 일 때문에 축하를 하지 못했다.

후기습득 그 일 때문에 흥행을 하지 못했다.

106 초기습득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후기습득 누구나 새로운 경쟁을 하게 된다.

107 초기습득 부모님은 내가 치과 하길 바란다.

후기습득 부모님은 내가 개업 하길 바란다.

108 초기습득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치킨은 못 참겠다.

후기습득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굴욕은 못 참겠다.

109 초기습득 지금 이 순간 나는 치타가 가장 무섭다.

후기습득 지금 이 순간 나는 입덧이 가장 무섭다.

110 초기습득 젊은 변호사는 친척을 환 했다.

후기습득 젊은 변호사는 판결을 환 했다.

111 초기습득 그 사람은 너무 빨리 칫솔을 바꾼다.

후기습득 그 사람은 너무 빨리 본심을 바꾼다.

112 초기습득 설명에 따르면 칭찬이 분명하다.

후기습득 설명에 따르면 평면이 분명하다.

(계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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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초기습득 동자승은 경전을 읽으며 콧물을 닦았다.

후기습득 동자승은 경전을 읽으며 인격을 닦았다.

114 초기습득 필요가 없어진 큰북을 창고로 옮겼다.

후기습득 필요가 없어진 화로를 창고로 옮겼다.

115 초기습득 기사는 이번에 트럭을 새로 바꿨다.

후기습득 기사는 이번에 보험을 새로 바꿨다.

116 초기습득 광장 곳곳에서 풀잎을 감상할 수 있다.

후기습득 광장 곳곳에서 현악을 감상할 수 있다.

117 초기습득 동생을 품에 안고 햇님을 기다렸다.

후기습득 동생을 품에 안고 썰물을 기다렸다.

118 초기습득 여자는 필사적으로 햇볕을 피하려 했다.

후기습득 여자는 필사적으로 검증을 피하려 했다.

119 초기습득 언니는 조카의 흉내를 보고 웃었다.

후기습득 언니는 조카의 내숭을 보고 웃었다.

120 초기습득 둘째 형은 막내를 적극 지지했다.

후기습득 둘째 형은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

121 초기습득 여학생은 친구에게 다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후기습득 여학생은 친구에게 주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122 초기습득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해야만 한다.

후기습득 나는 그에게 지적을 해야만 한다

123 초기습득 그 아이는 철수한테 사과를 빼앗겼다.

후기습득 그 아이는 철수한테 선수를 빼앗겼다.

124 초기습득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검정이 제일 좋다.

후기습득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수학이 제일 좋다.

125 초기습득 문이 열리고 새끼가 들어왔다.

후기습득 문이 열리고 의원이 들어왔다.

126 초기습득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손등이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후기습득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상이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127 초기습득 소년이 아무도 모르게 염소를 데리고 갔다.

후기습득 소년이 아무도 모르게 단원을 데리고 갔다

128 초기습득 어제 확인한 바로는 방문이 여러 개 있다.

후기습득 어제 확인한 바로는 양식이 여러 개 있다

(계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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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초기습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가 많지 않다.

후기습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독자가 많지 않다.

130 초기습득 꼼꼼히 살펴 보았지만 부채를 찾을 수 없었다.

후기습득 꼼꼼히 살펴 보았지만 사인을 찾을 수 없었다.

131 초기습득 그녀는 매일 아침 여섯 시에 기도를 하 다.

후기습득 그녀는 매일 아침 여섯 시에 보도를 하 다.

132 초기습득 사람들의 빗발친 요구 때문에 모자를 공개했다.

후기습득 사람들의 빗발친 요구 때문에 원가를 공개했다.

133 초기습득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다.

후기습득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134 초기습득 그는 인터넷으로 물감을 구입했다.

후기습득 그는 인터넷으로 술병을 구입했다.

135 초기습득 자료에 따르면 그 시절에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후기습득 자료에 따르면 그 시절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136 초기습득 여유가 생기자 우선 구두를 모았다.

후기습득 여유가 생기자 우선 자원을 모았다.

137 초기습득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구를 지켜야 한다.

후기습득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의를 지켜야 한다.

138 초기습득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가지들이 허약했다.

후기습득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장인들이 허약했다.

139 초기습득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일기를 찾는 것이다.

후기습득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여권을 찾는 것이다.

140 초기습득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대장이 되었다.

후기습득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관장이 되었다.

141 초기습득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후기습득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분수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142 초기습득 다른 징조에 비해 연기는 아주 위험하다.

후기습득 다른 징조에 비해 폭발은 아주 위험하다.

143 초기습득 가운데에 가까워질수록 호수가 깊어졌다.

후기습득 가운데에 가까워질수록 수심이 깊어졌다.

144 초기습득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석을 발견했다.

후기습득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유산을 발견했다.

(계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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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초기습득 그가 나에게 올 때까지 창가에서 기다렸다.

후기습득 그가 나에게 올 때까지 법정에서 기다렸다.

146 초기습득 따뜻한 봄이 오니 물가에 꽃들이 피었다.

후기습득 따뜻한 봄이 오니 교정에 꽃들이 피었다.

147 초기습득 그녀는 화를 내면서 가구를 모두 버렸다.

후기습득 그녀는 화를 내면서 원고를 모두 버렸다.

148 초기습득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임금님을 보았다.

후기습득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수상님을 보았다.

149 초기습득 연구원은 세 하게 공기를 분석했다.

후기습득 연구원은 세 하게 구조를 분석했다.

150 초기습득 그런 일에 참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후기습득 그런 일에 참여하려면 동기가 필요하다.

(계속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