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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과제 유형별 자극목록

‘누구+가’ 유형

  1 어느날, 말과 양이 들에 있었습니다. 말이 양을 물었습니다. 쥐가 엎드렸습니다. 
지금, 누가 양을 물었는지 고르세요. 

  2 어느날, 귀신과 마녀가 별장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마녀를 따라갔습니다. 수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누가 마녀를 따라갔는지 고르세요. 

  3 어느날, 젖소와 사슴이 농장에 있었습니다. 젖소가 사슴을 막았습니다. 거미가 놀랐습니다. 
지금, 누가 사슴을 막았는지 고르세요. 

  4 어느날, 시녀와 왕비가 궁전에 있었습니다. 시녀가 왕비를 불렀습니다. 무사가 뛰어갔습니다.
지금, 누가 왕비를 불렀는지 고르세요.

  5 어느날, 판사와 군인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군인을 도왔습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지금, 누가 군인을 도왔는지 고르세요.

  6 어느날, 아내와 남편이 슈퍼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꼬집었습니다. 점원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누가 남편을 꼬집었는지 고르세요. 

  7 어느날, 토끼와 염소가 동굴에 있었습니다. 토끼가 염소를 괴롭혔습니다. 개미가 달아났습니다. 
지금, 누가 염소를 괴롭혔는지 고르세요. 

  8 어느날, 돼지와 거위가 우리에 있었습니다. 돼지가 거위를 쫓아냈습니다. 늑대가 서성였습니다. 
지금, 누가 거위를 쫓아냈는지 고르세요.

  9 어느날, 햄스터와 고양이가 식물원에 있었습니다. 햄스터가 고양이를 쫓아갔습니다. 앵무새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누가 고양이를 쫓아갔는지 고르세요. 

10 어느날, 고릴라와 코끼리가 동물원에 있었습니다. 고릴라가 코끼리를 찼습니다. 얼룩말이 물러섰습니다.
지금, 누가 코끼리를 찼는지 고르세요.

11 어느날, 개구리와 사마귀가 논두렁에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사마귀를 눌렀습니다. 도마뱀이 비켰습니다. 
지금, 누가 사마귀를 눌렀는지 고르세요. 

12 어느날, 다람쥐와 지렁이가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지렁이를 흔들었습니다. 까마귀가 지저귀었습니다. 
지금, 누가 지렁이를 흔들었는지 고르세요. 

‘누구+를’ 유형

  1 어느날, 닭과 벌이 숲에 있었습니다. 닭이 벌을 피했습니다. 곰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누구를 닭이 피했는지 고르세요

  2 어느날, 꽃게와 소라가 바위에 있었습니다. 꽃게가 소라를 잡았습니다. 악어가 깔깔거렸습니다.
지금, 누구를 꽃게가 잡았는지 고르세요

  3 어느날, 고래와 새우가 바다에 있었습니다. 고래가 새우를 기다렸습니다. 문어가 떠났습니다.
지금, 누구를 고래가 기다렸는지 고르세요

  4 어느날, 가수와 모델이 카페에 있었습니다. 가수가 모델을 그렸습니다. 화가가 떠들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가수가 그렸는지 고르세요

  5 어느날, 학생과 무당이 극장에 있었습니다. 학생이 무당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학생이 보았는지 고르세요

  6 어느날, 복어와 조개가 어항에 있었습니다. 복어가 조개를 밀었습니다. 해마가 까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복어가 밀었는지 고르세요

  7 어느날, 낙타와 여우가 사막에 있었습니다. 낙타가 여우를 깨물었습니다. 전갈이 자빠졌습니다. 
지금, 누구를 낙타가 깨물었는지 고르세요

  8 어느날, 요리사와 소방관이 비행기에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소방관을 건드렸습니다. 경호원이 하품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요리사가 건드렸는지 고르세요

  9 어느날, 여학생과 남학생이 축구장에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을 놀렸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누구를 여학생이 놀렸는지 고르세요

10 어느날, 독수리와 거북이가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거북이를 쪼았습니다. 너구리가 얼씬거렸습니다. 
지금, 누구를 독수리가 쪼았는지 고르세요

11 어느날, 원숭이와 잠자리가 분수대에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잠자리를 찔렀습니다. 강아지가 짖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원숭이가 찔렀는지 고르세요

12 어느날, 승무원과 간호사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간호사를 당겼습니다.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승무원이 당겼는지 고르세요

Appendix 2. 과제 유형별 질문 예시

질문 유형 NP1 NP2 VP1 VP2

‘누구+가’ 누가 지렁이를 흔들었는지 고르세요

‘누구+를’ 누구를 다람쥐가 흔들었는지 고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