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이

ㅅ 받침

가붓이 조금 가벼운 듯하게

첩어

곳곳이 곳곳마다

깨끗이 사물이 더럽지 않게 간간이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나붓이 조금 나부죽하게 곰곰이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느긋이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한 태도로 겹겹이 여러 겹으로

둥긋이 둥근 듯하게 번번이 매 때마다

따뜻이 덥지 않을 만큼 알맞게 높은 온도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반듯이 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게 집집이 모든 집마다

버젓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틈틈이 틈이 난 곳마다

산뜻이 기분이나 느낌이 깨끗하고 시원한 모양 촉촉이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이

의젓이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게 축축이 물기가 있어 젖은 듯하게

뚜렷이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점점이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으로

헛되이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이 빽빽이 사이가 촘촘하게

부듯이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게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4글자

고즈넉이 고요하고 아늑한 상태로 큼직이 꽤 크게

나지막이 위치가 꽤 나직하게

2글자

많이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

날카로이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서 있게 적이 꽤 어지간한 정도로

대수로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 쉬이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게

번거로이 일의 갈피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고이 겉모양 따위가 보기에 산뜻하고 아름답게



부사 파생 접미사 (-히)

-히

-하다

엄격히 말, 태도, 규칙 따위가 매우 엄하고 철저하게

-하다

(첩어)

꼼꼼히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양

정확히 바르고 확실하게 쌀쌀히 날씨나 바람 따위가 음산하고 상당히 차갑게

솔직히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게 섭섭히 서운하고 아쉽게

간편히 간단하고 편리하게 당당히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로

나른히 맥이 풀리거나 고단하여 기운이 없이 톡톡히 피륙 따위가 단단한 올로 고르고 촘촘하게 짜여 조금 두껍게

무단히 사전에 허락이 없이.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이 쓸쓸히 외롭고 적적하게

소홀히 대수롭지 아니하고 예사롭게 답답히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게

정결히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하게 넉넉히 크기나 수량 따위가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게.

과감히 과단성이 있고 용감하게 열심히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분명히 모습이나 소리 따위가 흐릿함이 없이 똑똑하고 뚜렷하게 도저히 아무리 하여도

공평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2글자

특히 보통과 다르게

상당히 수준이나 실력이 꽤 높이 극히 더할 수 없는 정도로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히 급히
정이나 형편이 조금도 지체할 겨를이 없이 빨리 처리하여야 

할 상태로

간소히 간략하고 소박하게 딱히 정확하게 꼭 집어서

고요히 조용하고 잠잠하게 속히 꽤 빠르게

꾸준히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작히 어찌 조금만큼만

은근히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다 흔히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게

간사히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태도로 족히 수량이나 정도 따위가 넉넉하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감히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