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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각 범주별 1위에서 30위에 해당하는 본보기의 z-score

[꽃]
장미(=들장미)(-0.55), 진달래(=참꽃, 창꽃)(-0.43), 개나리(-0.46), 국화(-0.48), 백합(-0.29), 무궁화(-0.39), 봉선화(=봉숭아꽃)(0.04), 코스모스(-0.34), 튤립
(-0.06), 철쭉(-0.12), 벚꽃(-0.29), 목련(-0.15), 채송화(0.09), 민들레(0.06), 나팔꽃(0.02), 해바라기(-0.05), 난꽃(=난초)(0.28), 수선화(0.37), 할미꽃(0.29), 매화(=
설중매)(0.22), 안개꽃(=물안개꽃)(0.27), 백일홍(0.28), 라일락(0.39), 아카시아꽃(0.09), 동백꽃(-0.13), 배꽃(0.57), 카네이션(-0.04), 찔레꽃(0.14), 맨드라미
(0.48), 복숭아꽃(=복사꽃)(0.20)

[옷]
잠바(=점퍼, 점바, 돕바, 겨울돕바, 겨울잠바, 여름잠바, 봄잠바)(-0.52), 티셔츠(=티, 티샤츠)(-0.53), 바지(=팬츠)(-0.66), 팬티(=빤스)(-0.35), 양말(0.12), 코트(=오바
코트, 오버코트)(-0.27), 양복(=정장, 신사복, 신사정장, 슈트, 수트, 양폭, 양복상하)(-0.36), 런닝(=런닝복, 런닝셔츠, 런닝구, 난닝구, 난닝셔츠, 넌닝구, 반팔런닝, 메리
야스(=메리아스, 메리야쓰))(-0.15), 내의(=내복, 겨울내복, 솜내의, 냐의, 내의잠옷)(-0.06), 셔츠(=와이셔츠)(-0.33), 치마(=스커트)(-0.18), 조끼(-0.08), 한복(=저고
리, 치마저고리)(0.14), 스웨터(=스웨타, 세타, 털세터, 쉐타)(0.01), 블라우스(=브라우스)(-0.04), 반바지(-0.21), 목도리(=머플러, 목플러, 마후라, 마우라)(0.57), 속
옷(-0.16), 원피스(=원페수)(-0.11), 남방(=난방)(-0.23), 추리닝(=추리링, 츄리닝, 츄리링)(0.07), 브라(=브라자, 브래지어, 브레이지어, 브레지어)(0.36), 장갑(0.60), 
등산복(=등산옷, 등산본)(0.06), 가디건(0.13), 모자(0.54), 트렌치코트(=바바리, 바바리코트, 버버리)(0.21), 스타킹(0.68), 투피스(0.24), 재킷(=자켓, 쟈켓, 솜자켓, 
마이자켓)(0.00), 청바지(-0.16), 잠옷(=파자마)(0.12), 넥타이(=타이)(0.58)

[가구]
장롱(=장, 단스, 농, 장롱)(-0.53), 의자(=걸상, 안락의자, 흔들의자, 안마의자)(-0.25), 책상(-0.26), 식탁(-0.44), 침대(-0.41), 서랍장(=삼단서랍장, TV서랍장, 옷서랍
장, 5단서랍장, 서랍, 고다스, 고단스)(-0.19), 소파(=쇼파, 가죽소파)(-0.35), 화장대(=경대)(-0.13), 책장(=책꽃이)(-0.05), 옷장(-0.41), 문갑(=문갑장, 문각)(-0.11), 
장식장(=TV 장식장, 컴퓨터장식장, 진열장, 커피진열장, 술진열대장, 차단스, 선반장, 그릇장)(0.13), 탁자(=좌탁, 탁상)(0.01), 신발장(=신장, 신발자)(-0.09), 싱크대
(0.08), 찬장(0.10), TV다이(=테레비다이, TV받침대, 텔레비전받침대, 텔레비전밑받침, 티비받침, TV진열대)(-0.13), 이불장(-0.34), 상(=테이블, 쇼파용테이블, 소파
랑 같이 놓는 테이블)(-0.12), 옷걸이(=헹거)(0.37), 선반(=판, 선반대)(0.46), 협탁(0.73), 벽장(=붙박이장, 붙박이)(0.22), 컴퓨터책상(=컴퓨터테이블)(0.16), 거울(=
전신거울)(0.15), 거실장(0.16), 반닫이(=앞다지)(0.44), 진열대(0.36), 밥상(0.11), 장식대(0.35)

[교통수단]
택시(-0.72), 버스(-0.74), 비행기(-0.54), 자전거(=두발자전거)(-0.19), 기차(=열차)(-0.62), 지하철(=전철)(-0.73), 오토바이(-0.08), 배(=선박)(-0.24), 승용차
(-0.74), 트럭(0.13), 차(=자동차)(-0.69), 화물차(0.27), KTX (=고속기차, ITX)(-0.55), 승합차(=봉고차)(-0.40), 경운기(0.62), 헬리콥터(=헬기)(0.61), 고속버스
(-0.58), 여객선(-0.15), 시내버스(-0.73), 리어카(0.94), 관광버스(-0.17), 유람선(0.29), 스쿠터(0.42), 전차(0.33), 잠수함(0.97), 마을버스(-0.40), 용달차(0.45), 마
차(0.80), 보트(0.68), 덤프트럭(0.65), 레저용차(=캠핑카, RV)(0.68), 이삿짐차(=짐차)(0.42)

[소지품]
지갑(=손지갑)(-0.38), 휴대폰(=폰, 스마트폰, 핸드폰, 전화, 전화기, 휴대전화)(-0.43), 손수건(0.20), 볼펜(=펜)(0.45), 가방(0.02), 돈(=현금, 현찰)(-0.23), 신용카드
(=카드, 비씨카드, 은행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0.27), 열쇠(=키)(-0.24), 안경(-0.14), 휴지(=화장지, 티슈, 일회용휴지)(0.10), 수첩(=거래수첩)(0.34), 화장품(=화
장품샘플, 화장품통)(-0.11), 자동차키(=차키)(-0.27), 시계(=애플워치, 손목시계)(0.09), 담배(0.77), 거울(=손거울)(0.46), 라이타(=라이터)(0.77), 루즈(=립스틱)
(-0.01), 양산(0.30), 모자(0.62), 물티슈(0.28), 교통카드(=버스카드, 버스표)(-0.11), 반지(=결혼반지)(0.94), 통장(0.71), 핸드백(=손가방)(-0.05), 주민등록증(=민
증, 주민등록)(-0.24), 물(=물병, 물통, 휴대용물병)(0.76), 돋보기 안경(=돋보기)(0.25), 약(=상비약, 먹는약, 약통, 비상약, 비상약품)(0.24), 빗(=머리빗)(0.81)

[동물]
소(-0.54), 호랑이(=범)(-0.19), 돼지(-0.39), 개(-0.44), 닭(-0.24), 사자(-0.22), 말(-0.22), 고양이(-0.13), 토끼(-0.22), 염소(-0.18), 원숭이(-0.05), 양(-0.26), 코끼리
(-0.03), 기린(0.10), 쥐(0.48), 사슴(-0.16), 오리(-0.04), 늑대(0.19), 여우(0.13), 뱀(0.63), 강아지(-0.39), 곰(-0.02), 노루(0.15), 하마(0.26), 표범(0.12), 악어
(0.54), 낙타(0.40), 다람쥐(0.13), 독수리(0.42), 얼룩말(0.16)

[주방용품]
냄비(-0.31), 칼(=식칼, 부엌칼)(-0.27), 도마(=칼도마)(-0.29), 국자(-0.28), 프라이팬(=후라이팬)(-0.23), 젓가락(=저분, 젓갈)(-0.22), 접시(=앞접시)(0.03), 밥그릇
(=공기, 밥공기, 밥사발)(-0.28), 숟가락(=숟갈, 스푼)(-0.30), 주걱(-0.18), 밥솥(=밥통)(-0.28), 가위(=부엌가위)(-0.03), 가스레인지(=가스렌지)(-0.23), 전자레인지
(=렌지)(0.07), 국그릇(=국대접)(-0.27), 컵(0.02), 그릇(=그릇세트)(-0.09), 수저(-0.26), 주전자(0.01), 냉장고(-0.05), 포크(0.40), 솥(=솥단지)(0.40), 전기밥솥(=전
기솥, 전기밥통, 전자밥솥)(-0.03), 집게(0.59), 뒤집개(=뒤집기, 전뒤집기)(0.49), 쟁반(=오봉)(0.33), 압력솥(=압력밥솥)(0.04), 대접(0.10), 수세미(0.33), 믹서기(=
믹서)(0.69)

[학용품]
연필(-0.54), 지우개(-0.43), 볼펜(-0.53), 공책(=노트)(-0.51), 크레파스(=크레용)(-0.11), 필통(-0.34), 만년필(-0.01), 색연필(-0.16), 자(-0.21), 칼(=커터칼)(-0.11), 
사인펜(-0.14), 가위(-0.26), 도화지(-0.17), 색종이(=색지)(-0.01), 물감(=수채화물감, 그림물감)(0.16), 스케치북(0.02), 샤프(=샤프펜슬)(-0.02), 풀(=딱풀)(-0.18), 
붓(0.29), 컴퍼스(0.28), 책받침(=공책받침)(0.06), 연필깎이(0.06), 매직(0.33), 삼각자(0.18), 종이(-0.24), 연습장(-0.14), 벼루(0.73), 형광펜(0.19), 먹(=묵)(0.76), 
잉크(0.61), 각도기(0.44)

[채소]
배추(-0.40), 무(-0.23), 시금치(-0.31), 상추(-0.39), 대파(=조선파, 파)(-0.33), 당근(-0.04), 양파(-0.26), 오이(-0.28), 고추(-0.26), 양배추(-0.05), 감자(-0.14), 쑥갓
(-0.03), 미나리(0.07), 마늘(=통마늘)(-0.05), 부추(=정구지)(-0.05), 고구마(0.23), 브로콜리(0.36), 토마토(0.34), 호박(-0.08), 콩나물(-0.17), 깻잎(-0.20), 도라지
(0.27), 가지(0.09), 피망(0.41), 고사리(0.30), 우엉(0.50), 열무(-0.07), 양상추(0.24), 파프리카(0.49), 쪽파(0.05)

[전자제품]
TV (-0.62), 전자레인지(-0.42), 냉장고(-0.62), 세탁기(=삶는 세탁기)(-0.47), 컴퓨터(=PC)(-0.31), 전기밥솥(=밥솥, 압력밥솥, 전기압력밥솥, 밥통)(-0.51), 에어컨(=
벽걸이에어컨)(-0.34), 김치냉장고(-0.52), 휴대폰(=핸드폰, 스마트폰, 휴대전화)(-0.31), (앉은뱅이, 거실용, 탁상용)선풍기(-0.31), 라디오(0.04), (진공)청소기
(-0.30), 전기주전자(=전기포트, 커피포트)(0.07), 다리미(0.03), 드라이기(-0.07), (집)전화기(=유선전화기)(-0.07), 믹서기(-0.04), 오디오(=전축)(0.24), 전기오븐(=
오븐, 오븐레인지)(-0.02), 비디오(=VTR)(0.40), 정수기(=냉온수기)(0.23), 가습기(0.34), 온풍기(0.48), 전기난로(=히터, 전기스토브, 전열기, 온열제품)(0.21), 전기
면도기(=면도기)(0.32), 전기장판(=전기매트)(0.00), 카메라(=사진기)(0.51), 식기세척기(=세척기)(0.46), 전기후라이팬(0.40), 전자시계(=시계)(0.43), 냉동고
(0.10), 녹음기(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