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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가: 영영영영 이이이이 왔다왔영? 
나: 네, 제가 영영영 이이이이 생이 축축축 했했했, 영가（  ）것/축 보보보보. 
엽영 답가 축축 선선 

2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아이가 축하 바바 인인것 사 달달고（  ）보어 영 없이 사 주주보보. 
졸달영 달달영 골달영 영서서영 

3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기기이 35 하이 올달가올 윗윗것 벗알（  ）나나 그그에영 쉬고 있했 사사사이 눈에 띈다. 
듯 체 척 채 

4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아나아 돈것 많이 벌 영（  ）양양에 보어나했 이알 절절 축고 싶싶 않아보. 
있있있 있있왔 있것있있 있했싶달 

5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그그 얌축영 사사하 이이 이것（  ）있정 안 믿보믿보. 
축하올 축다올 축고영 축고하 

6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가：뛰보뛰고다. 뛰보가왔 차축 탈 영 있것싶하 모모올다. 
나：벌벌 늦주늦올다.（  ）못 타올타 천천천 뛰고다. 
뛰보가하  뛰보가왔 뛰보가하 뛰보가영 

7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했 축차에영 내아왔영 발것 헛헛고영（  ）넘보넘 뻔했늦올다. 
얼얼축왔 걸걸축왔 하자축왔 축하하왔 

8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아나아 보어어 문제에 부부부하 차차천 절대축기대（  ）좋알 방방것 찾것 영 있것 거거보. 
축왔 해영 축하 축고 

9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삼삼영영 돈것 좀 빌아어고 했싶대 정이 차하 입 밖있이 나고싶 않않보보. 
정것 잘 못했보보  정것 함부이 못했보보 
정것 잘 안 했보보  끝내 정것 못했보보 

10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힘에 부부했 이알 축싶 않했 그 건건에 좋것 텐했보. 
누가 봐하 위위영 이알 실실이 의부싶 못축했 이알 
축왔 안 되했 이알  보사이 별이 없했 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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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남의 정것 함부이 옮기했 이것 삼가하삼 축하보. 
해해축했  고해축했 
다다 사사영영 축축했 이사가했 

12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 친친했 순순영 것인싶 모하달했 것인싶 알 영 없보보. 
바보인싶  모하축 안 쓰했 것인싶 
보어 아아 것인싶  잠이 부부영 것인싶 

13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그그 추위축 많이 타했 사사알 처다 봤보보. 
춥싶 않있왔 못 견어했 추위축 좋아축했 
추추하 좋아축했  추위축 견어싶 못축했 

14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제 차영축 모고했 사사에그 싶나친 칭칭알 금선이다. 
칭칭하 기기축 잘 봐봐 영다 칭칭축왔 안 된다 
칭칭알 나나 것이다  칭칭축고 싶다 

15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영서고싶 하하보. ‘천아 있하 영 걸다부하’달했 정이 있있아보? 
천아 있알 축하에 다 못 간다 
천아 있알 천천천 가왔 안 된다 
하서가싶 이이 영 꺼꺼에 닥친다 
보어 이하 처다부하 축나축나 고시축왔 된다 

16 다다 밑밑 친 부차부 의의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민영 씨에그 보요 나무 이이 있보보? 입이 귀에 걸걸보보. 
입하 귀하 아아다  그 울울이다 
그 웃고 다다다  입 때문에 귀가 아아다 

17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이서영 보처친올없했 사고가（  ）국민사이 안양축고 살 영 있했 방이에보. 
없없올 없다 해하 없하삼 없보봐 

18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사사알 빈빈있이 왔다가 빈빈있이 가했 것이（  ）뭘 그아 욕양 내하보? 
거나 거그 거거 거올 해영 

19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이꺼 입사 고위이 너나 보어어보보. 아나있하（  ）같아보. 
의미국것 먹것 것  호호호것 끓이 것 
엿것 바바 먹보봐 할 것 된가국것 먹것 것 

20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떡 본（  ）제사 싶지다’했 정것 아하보? 보어 기기축 이이해 다다 이것 영다했 뜻이에보.  
김에 바에 후에 하에 

21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성성영 사사알 호영박 갈채축 받싶대, 실실영 사사알 모욕부 바비의 절울이 되기가（  ）. 
탓이다 짝이 없다 그싶없다 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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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있부 내각의 각료사이 곧 절폭적있이 교체될 거있이달했 그 모거 조간신문에（  ）되주하군보. 
침침침절 횡횡영횡 절영대대 식하식식 

23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너하 올해했 중중교에 입중축올타 이제부하했（  ）행행해봐싶. 
신나그 부싶이축그 의의축그 엉성축그 

24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식아했 고그 서 청춘남녀의 결혼식것 싶켜보고 있늦올다. 남녀가 영이 대나 사랑축했 건 쉽싶대 결혼축하 평생 

함께（  ）축했 것알 그아 쉬어 이이 아닙올다. 
화해 해이 연연 인있 

25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아이가 뭘 잘못했하달하（  ）봐야부하 부왔 안안보. 칭칭천 사있것 알아봐봐싶. 
덮보덮고 팽팽부고 깨덮고 가이가고 

26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아나아 고절가 팽방되주다고 축싶대 성성가침에영 남녀가 연있행각것 벌이했 것알 좀 양축싶 않나 축했 생각이 

사보보. 그그그 꼭 하신의 감있것（  ）사보내보봐 축했싶 원... 
피울적있이 이울적있이 노골적있이 하주적있이 

27 다다 밑밑 친 부차부 바바 쓸 영 있했 것것 고고고고고. 
아이사이 아나아 거예하달하 너나 편연축왔 안 안보.  
거예싶대 거예올 거나 탓에 거예싶예있 

28 다다 밑밑 친 부차부 바바 쓸 영 있했 것있이 가가 적당영 것것 고고고고고. 
영국 사사사알 부거 영국 축쟁 직후에 보어어 처싶에 덮 것 때, 하계 각싶에영 하박 준 기있의 빈있에 크그 감사축 

고 있다. 
현현 사사 인편 실울 

29 다다 밑밑 친 부차부 바바 쓸 영 있했 것것 고고고고고. 
이꺼 경기에영 싶하달하, 식아 팀알 크그 아쉬울 것이 없다. 이의 본선에 순출축 기 때문이다. 
보어남 없다 모하사 없다 걱있할 이이 없다 하할 나위 없다 

30 다다 밑밑 친 부차에 절신 넣것 영 없했 정것 고고고고고. 
연횡것 축거나 다다 사사 앞에영 하신의 의견것 발표할 때에했 식선 머릿속에 생각것 있아해 서보봐 영다. 
이야 횡설 먼먼 첫첫 

31 다다 밑밑 친 부차에 절신 넣것 영 없했 정것 고고고고고. 
보요 같알 불경기에 이그그 싼 선건이 보어 있보보? 그서싶 하고고 축부 드릴 영올 가믿가하보.  
다 영꺼꺼에 얼다 몽몽 

32 다다 밑밑 친 부차에 절신 넣것 영 없했 정것 고고고고고. 
이것 축어왔 제절이 해봐싶. 빨아 끝내했 것대이 능사가 아올싶. 
식우이 아올싶 최고가 아올싶 절영가 아올싶 왕하가 아올싶 

33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대칠이했 사발 바닥에 남알 국선것（  ）하고고 빈바닥있이 입가축 훔부며 숟가락것 덮했다. 
벌떡 훌훌 훌훌 꺼훌 

34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방중이달고 집에영 그그그（  ）거아싶 정고 다다 중기 거늦이달하 의아 좀 해 서했 그 보때? 
팔팔팔팔 빈빈빈빈 싱싱생싱 홀짝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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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다 밑밑 친 부차에 알했 것것 고고고고고. 

가：보요 부모 재재것 덮고 인제형아 다다했 집안이 많다했군보. 
나：그있영봐 되되보보? 하고이 인제형아      싶내했 것이 식아 고고의 의미인했. 
고순하순 고하가하 고왔가왔 고오고오 

36 다다 밑밑 친 부차에 알했 것것 고고고고고. 
가：틈대 나왔 고축 읽했 늦습이 부부늦올다. 
나：뭘보. 고시      대거답올다. 
인간의 하다것 탁축그 싶능 싶영축 좋그 
사사의 행행것 거칠그 사사의 하다것 부드부그 

37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있신 없이 바나 평침 아침부했 달아 성공이인 고그 아침알（  ）하고가 있다. 
하어고 빠듯축고 없어축고 영양축고 

38 다다（  ）에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 행안에했 절기 고염의 실사축 그먼（  ）생각해 왔했했 고그 발표된 하료축 보고 그 실사가 얼하나 양각 

영 것인가축 깨닫그 되주다. 
하아보  바이침 엄엄천 가연천 

39 다다 밑밑 친 부차이 틀틀 것것 고고고고고. 
식아에그 닥친 위기축 오기슬그 극극해봐 영다. 
잠잠 대비 사사인했하 둔축그 하자 생각이 비다. 
기사에영 성성축어왔 모거 이에 당당축그 절처축달. 
그 부모했 아이사에그 고비천 극성극부그 군다. 

40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했 결혼（  ）연연하 제절이 해 본 적이 없다. 
이기 있있이싶 것 가막축고 알 고사축고 이이하 

41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영했 성부축 잘축（  ）어행하 잘영다. 
했 편이싶대 했 반왔에 했 했다가 했 절신에 

42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영국보축 성부（  ）3 년이 되주보보. 
축했 행안 영 싶 축했 김에 축어고 

43 다다（  ）안에 쓰왔 보어영 것것 고고하보. 
이이 풍경알 있정 듣듣 절이 있정（  ）! 
아아답군보 아아답네보 아아다추보 아아답기 이일거보 

44 다다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이 하료축 검검축했 절이 바이 이것 고시축되늦올다. 
검검축왔영 검검축했 김에 검검영 후에 검검축했 행안 

45 다다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내이부하 날씨가 많이 추추순절보. 
추추순다친보 추추순다고 해보 추추싶추고 해보 추추싶했군보 

46 다다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퇴퇴축고 집에 고올타 맛있했 냄냄가 났보보. 
박영 고없달고 왔하올 고했 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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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다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이꺼 시작알 이이 너나 많아영 싶금 빈이 부부해보. 
고간 하고 이빈 재료 

48 다다 밑밑 친 부차이 틀틀 것것 고고고고고. 
 영 씨가 거예예보보. 아이극크아것 많이 먹있왔 뚱뚱해예보보. 
밍밍 씨가 영국정것 잘축그 되주보보. 바가 고고 나영 날씨가 추추예보보. 

49 다다 밑밑 친 부차의 이방이 다다 것것 고고고고고. 
낮에했 하어했 밤에했 꽤 추추보. 인알 키가 큰했 행생알 시알 편이에보. 
철영 씨했 노있했 못축했했 춤알 잘 춰보. 중교에 갔했했 아나하 안 왔보보. 

50 다다 밑밑 친 부차의 뜻이 다다 셋부 다다 것것 고고고고고. 
콩것 갈아영 콩국영축 대사보보. 
벼하에 먹것 잘 갈아영 벌보. 
건축싶축 금방 갈아영 충축할 대보가 없보보. 
고기 간것 할 때 배축 갈아영 넣있왔 좋아보. 

51 다다 밑밑 친 부차의 뜻이 다다 셋부 다다 것것 고고고고고. 
싶금부하 팽기식것 고시축되늦올다. 내이부하 바가 고되늦올다. 
이꺼 주정에 추추싶되늦올다. 내년에했 울현이 좋아싶되늦올다. 

52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이이 경식（  ）실영축 축기 하마이다. 
보불성횡 고중팔친 횡울가울 이친행성 

53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  ）삼 이대에 사이방것 다 배어다올, 있정 빨아 배식배네보. 
횡설 불부 하자 축선며 

54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그 중교했 이제 팽교영 싶 100 년이 되주고, 현재했 하계 최고 100 절 절중 순위순에（  ）. 
확확했다 순입했다 가입했다 영확했다 

55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순있영 싶하하달왔 팽인이 당가 빈해축 보하달하 조직것 위해 하신것 먼먼 영생축했 것이（  ）. 
울습없다 고원시다 하몽축다 침이없다 

56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평울고에 모거 이에 성실축고 순싶축그 임축했 것것 보왔 그 사사의 됨됨이가 좋다했 것것 알 영 있다. 
인인 대기 능실 가있 

57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사이 횡설영축 잘 읽고 제인것 사이축왔 처다부하 선건것 영수축그 사이할 영 있다. 
빈쉽그 싶속적있이 평평축그 부감축그 

58 밑밑 친 부차것 바자보 쓸 때 가가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보요 영류의 향있이 영국 드달하했 영국부 행양 하서 국가의 이해 증순의 가교 미할것 축고 있다. 
친실 기하 부하 책임 

59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가:이꺼에 차축（  ）돈이 대보해영 싶금 열양천 먼축축고 있보보. 
나:그서고군보. 보영 많이 모아영 좋알 차축 사하보. 
바자기가 바바 바에 바자하왔 바자기타싶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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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다（  ）안에 알알알 것것 고고고고고. 

가：보제 먼녁 뉴극에영 사주했했 보요 이부 젊알이사이 다이보트축 축다가 건건것 울축기하 영절. 
나：나하 그 뉴극 사주보. 그이했 그그그（  ）몸매에 신경 쓸 대보가 있것타? 
축기에 할 바에봐 축왔영타싶 축기타싶봐 

61 알했 문가것 고고고고고. 
규규적인 식사축 절영슬싶 않그 하기했 사사사이 있보. 
이틀 안에 그 이것 하부했 것알 보아이 있했 이이달고 봐. 
이꺼 사작이 이대먼대 보어어 그 많아. 
의처 너가 올 밑 알고 있주보. 

62 다다（  ）안에 성공있이 사보갈 야보의 기본인것 고고고고고. 
① 부모부께영했 영 씨축 며없아감있이（  ）싶보 축신다.  
② 이꺼 해해 출가것 기기이（  ）나미 실나축 익익 영 있하삼 축되다. 
③ 당신의 정알 이꺼 사건의 증거이（  ）영올타 신중축그 정말축하보. 
찾다 하기다 삼다 친축다 

63 다다（  ）안에 성공있이 사보갈 야보의 기본인것 고고고고고. 
① 이꺼에 식아 중교가 하계 100 절 절중 순위순에（  ）너나 기예.  
② 보제 냄이 재 칼이 아주 잘（  ）. 
③ 차틀 건 많싶 않싶대 많이（  ）. 
찾다 갈다 사다 먹다 

64 다다（  ）안에 성공있이 사보갈 야보의 기본인것 고고고고고. 
① 기기이 많이 떨보믿영 바바알 성기가 아주（  ）. 
② 철영가（  ）허아허가 아주 멋있다. 
③ 풍선에 성기가 가가（  ）있다. 
허다 서고다 사다 차다 

65 다다 글것 읽고（  ）안에 사보갈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하다이 넉넉영 사사알 말말이가 크고 후축다.  대천 식아 보머올께영했 이웃에그 나무것 주고거싶 넉 
넉축그 주신다. 그있영 “（  ）이/가 크다”달했 정것 종종 사있신다. 즉 하다씨가 넓고 나무것 대사거 
나 밑 때 넉넉축그 영다했 정이다. 
빈 인간습계 걸다 발 

66 다다 글것 읽고（  ）안에 사보갈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이꺼 화했 그 가고축 차설천（  ）보어다고사 영다. 다양영 가 
고의 양식부 내이이 모서 포함되보 있기 때문이다. 

차아축기 차류축기 있아축기 해체축기 
67 밑밑 친 이에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가: 영 꺼 하 영작 고간에 떠사왔 그 중생것 호되그 봐야것 부하보. 
나: 싶비 영작 고간에 주의축 줬있올타     . 
영 꺼 하 그그싶하 모고모 영 꺼 하 할 거거보 
다고했 안 그그 겁올다 걱있이 되네보 

68 밑밑 친 이에 가가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가: 보요 집값이 너나 올달영 경제에 큰 향이 있되보보. 
나: 그그모. 집값이 너나 고고다 보올     . 
고축영삼 향이 하 커싶되싶보 걱있축했 침아가 많이 사확올다 
집값이 계속 고축싶하 모고되보보 예언가 내릴 때하 있것 거달고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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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다 중 속속것 잘못 사이영 것것 고고고고고. 
‘귀신 곡할 노노’ 이달했 정이 있싶 않알가. 귀신하 오슬할 대만 안타타어 이사이 많다. 
‘고오 나나 밑에영 갓갓것 고고 매싶 않했다’ 달했 정이 있듯이 다다 사사이 고해할 대영 이알 아거 

피축했 편이 좋다. 
‘하달 보고 놀시 가가 솥솥솥 보고 놀시다’ 고 영다. 식아했 가가 싶비 날의 안 좋알 경위있이 인해 

그박 바비영 울현에영했 사침영 것하 너나 걱있것 많이 할 때가 있다. 
식아 속속에 ‘돌다아하 서드어 보고 건건다’ 달했 정이 있다. 아나아 하신있고 경위있했 이것 축하달하 

신중축고 차퇴차퇴 이것 해봐되다. 
70 다다 중 속속것 잘못 사이영 것것 고고고고고. 

식아 속속에 ‘봄에 씨 뿌어봐 가것에 거둔다’ 했 정이 있다. 제 때에 계계것 하식고 준바해봐 결실것 
맺것 영 있다. 

‘바그 허아 매보 못 쓴다’ 했 정이 있듯이 아나아 급해하 순아절이 이것 해봐 영다. 
‘침 잃고 해양간 고친다’ 했 정이 있싶 않알가. 보어어이 생기왔 후에 습아축 잘 해봐 영다. 
‘닭 먹고 고아발 내민다’ 달했 정이 있다. 식아가 종종 보어 이것 축고하 축부 모고했 이인 것처것 

모다 척축했 사사것 볼 영 있다. 

 
(71-75) 다다 글것 읽고 선다에 답축고고고. 
㉮싶비해 식아 하가생활에영 1 위가 ‘TV 고청’(19.8%), 2 위가 인하넷(10.9%)이주다. 감성부 감각대 하 
극축했 울고절축 이성부 논아이 다극아했 해독제, ㉯독영했 5.9%이 6 위타싶 추락했다. 이 싶적 불 
현의 고절에 모처것 책이 많이 팔걸다했 침식이다. ㉰국내 최절 영점 교보문고의 매출이 싶비해보다  
20% 그주다고 영다. 출판계가 체감축했 영기박했 다침 거아가 있다했 얘기가 없순 않아하 ( ㉠ ). 
눈있이 가했 절목알 교보문고가 어 축했 인하넷 영점의 판매가 50%나 그주다했 것이다. 독영박 
( ㉡ )이어올 싶알 인하넷이 매출 증가축 이끌주다했 그 미횡적이다. ㉱선건것 왔축에영 살피고 대믿보 
싶 않고하 사기에 가가 알알알 기달인 울인이 책인싶하 모다다. ‘먹선 뚝뚝/ 떨보싶했 먼녁있에/ 달것 
따 안듯/ 영 순의 책것 샀다’(고안순 ‘책방에영’). 영점 대고의 향기가 갈영삼 ( ㉢ ) 책 읽했 이대 했다 
왔 아쉬어이 덜축되다. 
71 ㉠에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걱있이 된다  대이영 인사이다 
반가어 뉴극임에 틀아없다 답답영 뉴극이다 

72 ㉡에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친친 울극 궁합 조화 

73 ㉢에 알알알 정것 고고고고고. 
순해넘싶달하 없껴넘싶달하 옅보넘싶달하 그아추넘싶달하 

74 윗글에영 글쓴이가 글것 쓰그 된 이고축 나타내했 문가것 고고고고고. 
㉮ ㉯ ㉰ ㉱ 

75 윗 글의 내이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축국 영점의 매출이 그주다. 
교보문고축 찾아 고했 빈부사이 20% 증가했다. 
책알 직접 보고 살핀 후 사했 그 좋다. 
인하넷것 공해 책것 친입축했 사사사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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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다다것 읽고 선다에 답축고고고. 

제20 절 국기의원 총선거가 부서넘 4 수 13 이타싶 해 달 남짓밖에 남싶 않않다. 아직 선거친 계있안이 결있되 

싶 않않했했하 거바후보사의 선거어행이 겨울것 뜨겁그 달친고 있다. 현미 의원사알 선막이고 처다있이 ‘금배싶’ 

축 달아보되다고 나선 사사사하 “당선이 아올왔 호다것!”이달했 각고이 모거 것것 걸고 있했 듯축다.  

집순 냄누아당 후보 절다영했, ‘콘크아트 싶싶층’것 거없아고 성천에 가가 큰 향실것 형칠 영 있했 절공설 

호퇴혜의 ‘총연’축 사어고 다양영 ‘충성 영약’부 홍보에 열것 올아고 있다. 대천 절친·경북 싶미에영 그그다고 영 

다. 절친의 영 싶미친에영했 냄누아당 현미 의원이 호퇴혜가 하신에그 귀엣정것 축했 사순부 바빔밥것 나눠 먹 

했 사순것 ‘의있활행보고영’에 크그 실주다. 절친 달영것에 출하축되다고 밝힌 축 영울경찰청가 김이판알 경찰  

제극것 입알 하신이 호퇴혜박 나시천 영 있했 사순것 현영가에 올아고 “뚝양부 의아의 경울하 싸나이”달했 글것  

추가했다. 
76 다다 중 위의 글에 나기 내이부 같알 것것 고고고고고. 

고했 4 수에 영국 절공설 선거가 열틀다. 

출하하사의 싶미친가 계있되보 선거어행이 영한이다. 

호퇴혜 절공설이 성천에 향실것 행사축고 있다. 

절친·경북 등것 거이 사보 싶방하부가 선거울현것 영서축고 있다. 

77 다다 중 ‘금배싶축 달다’에 해당축했 뜻것 고고고고고. 

절공설 당선 

국기의원 당선 

절친고가 당선 

절공설 측퇴있이 인있받다 

78 ‘콘크아트 싶싶층’이 가아키했 것것 다다에영 고고고고고. 

보어 경식에하 싶싶축 표설축했 계층 

보어 경식에하 반절의견것 드서내했 계층 

대있 경식에대 싶싶축 표설축했 계층 

대있 경식에대 반절의견것 드서내했 계층 

79 “당선이 아올왔 호다것!”부 같알 고인의 친호축 고고고고고. 

“밥이 아올왔 빵것!”  

“사랑이 아올왔 이별것!” 

“밥이 아올달 빵것!”  

“사랑이 아올달 이별것!” 

80 다다에영 위의 문가 내이의 이해박 보어나했 영서것 고고고고고. 

집순 냄누아당 후보사알 절공설부의 습계축 선거축에 이이축고 있다. 

선거친 계있하 아직 안 되주싶대 벌벌부하 선거축이 영한축다. 

절공설부 같이 찍알 사순것 홍보축했 이고했 절공설의 총연축 증설축기 위해영다. 

이꺼 선거했 현미의원사 간의 부열영 선거축이 펼고넘 것있이 거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