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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 Set 2 Set 3 Set 4 Set 5 Set 6 Set 7  Set 8  Set 9 Set 10 

계절 고치 사모 짝수 여기 사망 고비 각지 위치 배구 

거절 꼬치 사부 박수 역기 사방 고삐 낙지 이치 배추 

기절 꽁치 사수 착수 열기 사상 고시 착지 아치 배수 

구절 꽁초 사주 낙서 연기 사당 고지 깍지 어치 맥주 

시절 코치 사고 특수 얘기 사랑 고니 악기 의치 메뉴 

기질 꼴지 식구 악수 옷깃 사탕 곡식 학기 여치 페루 

기저 가치 식후 싹수 옹기 사장 공시 착시 예치 배우 

기적 까치 식수 작사 암기 자랑 공지 각시 유치 메주 

기점 토지 시루 학사 용기 다방 공기 낚시 양치 백수 

기척 통치 시조 목수 아기 타당 공식 상시 완치 폐수 

기억 고체 시초 독사 오기 가상 고리 잡지 운치 매수 

시설 교체 산후 폭소 요기 사항 골치 당시 음치 매부 

          

Set 11 Set 12 Set 13 Set 14 Set 15 Set 16 Set 17 Set 18 Set 19 Set 20 

감사 나비 가루 추석 뿌리 삼촌 잡무 악어 표지 시장 

감시 자비 나루 추억 부리 사촌 잘못 약어 표기 소장 

감수 아비 마루 추천 구리 산촌 장맛 언어 표시 심장 

검사 마비 자루 추첨 수리 식초 장만 연어 필기 실장 

검소 차비 하루 초청 비리 신체 장막 인어 포기 송장 

검수 달빛 블루 초점 우리 사채 자막 원어 패기 산장 

간사 갈비 노루 초석 추리 삼치 자만 은어 보기 상장 

강사 장비 보루 조선 보리 상처 잠옷 영어 빼기 서장 

감세 학비 머루 조절 꼬리 상추 자모 잉어 백기 선장 

감소 설비 벼루 조청 피리 새치 작문 용어 뱃길 성장 

겸사 택배 만루 조서 도리 시체 자문 홍어 빗길 새장 

금수 패배 이루 조성 조리 실체 작물 일어 핏기 생장 

          

Set 21 Set 22 Set 23 Set 24 Set 25 Set 26 Set 27 Set 28 Set 29 Set 30 

톱밥 감자 씨앗 공장 반팔 한국 기름 토기 모기 가전 

텃밭 각자 시음 농장 반말 난국 이름 도끼 모피 가정 

태반 강자 사업 고장 반달 만국 지름 토끼 모시 장정 

탐방 단자 사연 통장 반란 판국 그림 터키 모이 사전 

타박 난자 사옥 총장 반상 강국 트림 동기 모래 사절 



다발 낭자 사육 문장 반장 당국 씨름 특기 모터 감전 

단발 남자 서양 분장 반찬 항구 보름 듣기 모찌 사정 

달밤 박자 세월 순장 반항 강구 소름 등기 모자 자전 

답방 팔자 시인 초장 반감 당구 여름 돌기 목화 자정 

대박 판자 싸움 촌장 반반 짱구 크림 뙈기 모두 강정 

닭발 한자 새알 곤장 반발 창구 주름 딸기 모녀 감정 

뜻밖 학자 세일 훈장 반납 안구 노름 떨기 몰래 상점 

          

  



 

Set 31 Set 32 Set 33 Set 34 Set 35 Set 36 Set 37 Set 38 Set 39 Set 40 

액자 여신 조기 높이 장미 수유 소리 인간 경기 후식 

양자 외신 초기 논리 장마 수요 소비 민간 경시 주식 

왕자 운신 후기 놀이 장가 수재 사지 인자 경비 구식 

외자 위신 쓰기 노비 장구 수해 소지 인감 경지 무식 

원자 유신 사기 녹지 장사 수지 수기 인삼 경치 부진 

야자 육신 차기 농지 장소 수저 수비 인상 경고 수식 

의자 헌신 파기 논의 장수 수치 수시 인장 경로 수직 

이자 임신 투기 노크 장치 수초 사리 인사 경보 무직 

여자 확신 자기 농민 정치 수의 사비 인가 경추 구직 

유자 혼신 우기 노인 정체 수위 사시 민가 경도 추진 

임자 화신 크기 노기 장모 수화 사이 민사 경호 후진 

약자 회신 무기 논길 장기 수호 사치 인하 경이 누진 

          

Set 41 Set 42 Set 43 Set 44 Set 45 Set 46 Set 47 Set 48 Set 49 Set 50 

식당 야인 머리 고정 유지 대추 유언 외모 가위 기도 

식빵 여인 물욕 도정 휴지 대수 우연 외무 고위 기소 

신랑 의의 무리 수정 규제 대구 우의 외부 가요 기호 

식장 요인 물리 조정 구제 대두 유의 외투 가야 기고 

식탁 유인 물음 소정 유죄 대부 우유 외교 기와 기조 

신탁 애인 미라 요정 부재 대꾸 우울 최고 거의 지로 

신장 위인 미래 교정 부지 대포 우애 최소 구유 기로 

신상 의인 미로 투정 투지 대조 유일 최초 고의 기초 

신방 아이 밀림 추정 무지 데모 유연 최후 거위 기포 

신당 어이 무료 부정 주제 대우 유예 회수 구애 지도 

신망 오이 물론 표정 레저 데코 유월 회사 과외 지조 

신앙 예의 미련 우정 최저 대로 유아 회유 교우 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