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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  Five
2 이  Two, tooth
3 아이  Child
4 오이  Cucumber
5 나  I
6 너  You
7 나이  Age
8 누나  Older sister (boys)
9 오리  Duck
10 우리  We, our

11 나라  Country
12 나무  Tree
13 이마  Forehead
14 머리  Head
15 미니  Mini
16 미리  In advance
17 너무  Very, too
18 어머니  Mother
19 어머나  Oh no! My goodness!

20 어느 (나라) Which (country)

21 우유  Milk
22 여우  Fox
23 여자  Woman
24 요리  Cooking
25 유리  Glass
26 야구  Baseball
27 의사  Doctor
28 의자  Chair
29 모자  Hat
30 다리  Leg

31 부모  Parents
32 바지  Pants
33 아버지  Father
34 눈  Eye, Snow
35 손  Hand
36 돈  Money
37 물  Water
38 술  Alcohol
39 달  Moon
40 별  Star

41 봄  Spring
42 강  River
43 서울  Seoul
44 사랑  Love
45 고야이  Cat
46 강아지  Puppy
47 새  Bird
48 개  Dog
49 네  Yes
50 노래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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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돼지  Pig
52 회사  Company
53 코  Nose
54 휴지  Tissue
55 커피  Coffee
56 스키  Ski
57 토마토  Tomato
58 케이크  Cake
59 카메라  Camera
60 밥  Steamed Rice

61 입  Mouth
62 한국  Korea
63 김치  Kimchi
64 택시  Taxi
65 비행기  Airplane
66 지하철  Subway
67 컴퓨터  Computer
68 인터넷  Internet
69 핸드폰  Cellphone
70 텔레비전 Television

71 미안해요 I’m sorry
72 죄송해요 I’m sorry
73 귀  Ear
74 뒤  Behind
75 사과  Apple
76 과자  Snack
77 아빠  Daddy
78 짜요  Salty
79 토끼  Rabbit
80 비싸요  Expensive

81 나빠요  Bad
82 바빠요  Busy
83 뛰어요  Run
84 예뻐요  Beautiful
85 앞  Front
86 꽃  Flower
87 쌀  Rice
88 떡  Rice Cake
89 짝  Partner (pair)
90 빵  Bread

91 땀  Sweat
92 부엌  Kitchen
93 빨리  Fast, Quickly
94 똑똑해요 Smart
95 좋아해요 Like it
96 싫어해요 Hate it
97 좋다  Good
98 싫다  Unpleasant
99 당신  You
100 수고하셨어요 Thank you, gre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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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러시아  Russia
102 미국  America
103 베트남  Vietnam
104 일본  Japan
105 중국  China
106 태국  Thailand
107 캐나다  Canada
108 호주  Australia
109 북한  North Korea
110 영국  England

111 선생님  Teacher
112 요리사  Chef
113 학생  Student
114 회사원  Office Worker
115 원장님  Principal
116 간호사  Nurse
117 치과의사 Dentist
118 안과의사 Eye Doctor
119 공무원  Public Servant
120 손님  Customer

121 안녕하세요! Hello!
122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123 이름  Name
124 뭐  What
125 이분  This person
126 누구  Who
127 이예요?  Are you?
128 사람  Person
129 아니요  No
130 입니다.  I am

131 볼펜  Ballpoint pen
132 사전  Dictionary
133 연필  Pencil
134 지우개  Eraser
135 책  Book
136 책상  Desk
137 필통  Pencil case
138 전자 사전 Electronic Dictionary

139 프린터  Printer
140 종이  Paper

141 가방  Bag
142 구두  Dress shoes
143 시계  Clock, Watch
144 안경  Glasses
145 우산  Umbrella
146 고마워요. Thank you.
147 누구 거  Whose?
148 제거 (저의 거) Mine
149 네거 (너의 거) Yours
150 이게 (이것) This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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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하나  One (thing)
152 둘  Two (things)
153 셋  Three (things)
154 넷  Four (things)
155 다섯  Five (things)
156 여섯  Six (things)
157 일곱  Seven (things)
158 여덟  Eight (things)
159 아홉  Nine (things)
160 열  Ten (things)

161 일  One
162 삼  Three
163 사  Four
164 육  Six
165 칠  Seven
166 팔  Eight
167 구  Nine
168 십  Ten
169 백  Hundred
170 천  Thousand

171 녹차  Green Tea
172 레몬차  Lemon Tea
173 맥주  Beer
174 와인  Wine
175 사이다  Lemon-lime soda
176 오렌지주스 Orange juice
177 콜라  Cola
178 소주  Soju
179 포도주스 Grape juice
180 허브차  Herb tea

181 감사합니다. Thank you.
182 여기요!  Excuse me!
183 주세요  Give me
184 저기  There
185 있어요  It is.
186 어디  Where
187 잠실  Jamsil
188 알아요  Know
189 몰아요  Don’t know
190 화장실  Bathroom

191 교실  Classroom
192 극장  Cinema, theater
193 대사관  Embassy
194 도서관  Library
195 병원  Hospital
196 서점  Bookstore
197 수영장  Swimming pool
198 식당  Restaurant
199 은행  Bank
200 학교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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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영  Zero    영번을 눌러 주세요.
202 공  Zero    내 핸드폰 번호는 공일공....입니다.
203 만  Ten thousand   이것은 만원입니다.
204 십만  One hundred thousand 이 책상은 십만원 입니다.
205 백만  One million   내 스쿠터는 백만원입니다.
206 천만  Ten million   내 차는 천만원 입니다.
207 억  One hundred million  내 집은 일억입니다.
208 층  Floor, level   나는 사층에 살아요.
209 원  Won (Korean money)  이것은 오천원 입니다.
210 번호  Number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211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212 휴대폰 번호 Cellphone number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213 신문  Newspaper   당신은 신문을 매일 읽나요?
214 바지  Pants    내 바지는 초록색입니다.
215 잡지  Magazine   나는 잡지보는것을 좋아해요.
216 티셔츠  T-shirt    당신의 티셔츠가 멋져요.
217 와이셔츠 Dress shirt   그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218 치마  Skirt    나는 치마를 좋아해요.
219 블라우스 Blouse    이 블라우스는 치마와 잘 어울려요.
220 얼마예요? How much?   이 빵은 얼마에요?

221 맞아요?  Correct?   이 번호가 맞아요?
222 몇번  Which number?  몇번을 눌러야 하죠?
223 집  House, home   저기가 우리집이에요.
224 친구  Friend    이 분은 내 친구에요.
225 많아요  Many    나는 친구가 많아요.
226 누나  Older sister (boy)  나는 누나가 없어요. 
227 오빠  Older brother (girl)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228 언니  Older sister (girl)  나는 언니가 많아요.
229 동생  Younger sibling  나는 동생과 쇼핑했어요. 
230 형  Older brother (boy)  당신은 형이 있나요?

231 저희  Us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32 너희  You (informal)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233 당신들  You (formal)   당신들은 정말 부지런하군요.
234 그  He    그는 나의 남자친구에요.
235 그녀  She    그녀는 내 여자친구에요.
236 그들  They    그들은 낚시를 가요.
237 그녀들  They (female)   그녀들은 찜질방에 가요.
238 저것  That thing (way over there) 저것은 내 책상이에요.
239 그것  That thing (just there)  그것을 내게 주세요.
240 무엇  What thing?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41 사다  Buy    나는 오늘 바지를 샀어요. 
242 가다  Go    나는 집에 가요.
243 먹다  Eat    나는 라면을 먹어요.
244 오다  Come    우리 집에 와요.
245 마시다  Drink    물 좀 마셔요.
246 자다  Sleep    난 자야해요.
247 하다  Do    나는 일해요.
248 공부하다 Study    나는 공부해요.
249 배우다  Learn    나는 한국어를 배워요.
250 앉다  Sit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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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오전  Morning, am   나는 오전엔 커피를 마셔요. 
252 오후  Afternoon, pm   나는 오후에는 낮잠을 자요. 
253 아침  Morning   아침이면 해가 떠요.  
254 점심  Lunchtime   점심에 같이 식사할까요? 
255 저녁  Evening   나는 저녁엔 집으로 가요. 
256 밤  Night    밤은 깜깜해요.   
257 두 시  Two o’clock   지금은 두시에요.  
258 이 분  Two minutes   이 분 후에 도착해요.  
259 보통  Usually    보통 몇시에 자요?  
260 그럼  Then,     그럼, 안녕히 가세요.  

261 세수하다 Wash your face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요. 
262 쇼핑하다 Shop, go shopping  나는 내 친구와 쇼핑했어요. 
263 숙제하다 Do homework   저는 내 한국어 숙제를 못했어요.  
264 운동하다 Exercise   나는 어제 운동했어요.  
265 이야기하다 Talk, converse   그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266 일하다  Work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일해요.  
267 전화하다 Call (phone)   내일 제가 전화할께요.  
268 아침 식사하다 Have breakfast  저는 지금 아침식사를 하고 있어요.  
269 점심 식사하다 Have lunch   저와 내일 점심식사 같이 하실래요? 
270 저녁 식사하다 Have dinner   우리는 7시 반에 저녁식사를 해요.  

271 (place)에 가다 To go to (place)  저는 지금 집에 가요. 
272 수업  Class, lesson   한국어 수업은 참 재밌어요.  
273 정말  Really, truly   내 여자친구는 정말 예뻐요.  
274 (noun) 하고 With    나하고 같이 가요.  
275 요즘  Recently   요즘 날씨가 쌀쌀해요.  
276 잘  Good, well   정말 잘 했어요.  
277 못  Not    저는 못가요.  
278 지내요  Spend your time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요.  
279 안녕히계세요. Goodbye (leaving)  어머니, 안녕히계세요.  
280 안녕히가세요. Goodbye (staying)  선생님, 안녕히가세요.  

281 그리고  And, also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세수를 해요.  
282 씨  Title (Mr., Ms.)  은영씨는 결혼했어요? 
283 공원  Park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유명해요. 
284 오늘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요? 
285 만나요  Meet    오늘 저랑 만나요.  
286 없다  Lacking (not here)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287 쯤  Around, about   몇시쯤 갈꺼에요? 
288 말하기  Speaking   한국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289 듣기  Listening   나의 한국어 듣기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290 읽기  Reading   나는 읽기 시간에 크게 책을 읽었어요.  

291 전  Before, until   당신은 전에 이 영화를 봤나요? 
292 후  After    이 시간 후에 저는 집에 가요. 
293 정오  Noon    정오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294 자정  Midnight   자정이 되면 신데렐라는 떠나요.  
295 새벽  Dawn    저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해요. 
296 낮  Day    부엉이는 낮에 잠을 자요.  
297 초  Second   100미터를 몇초에 달리나요? 
298 주말  Weekend   핸리씨, 이번 주말에 뭐해요? 
299 주  Week    이번주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300 시간  Hour, time   시간은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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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월요일  Monday  오늘은 월요일 이에요. 
302 화요일  Tuesday  내일은 화요일 이에요 .
303 수요일  Wednesday  모레는 수요일 이에요. 
304 목요일  Thursday  목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305 금요일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봐요.
306 토요일  Saturday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307 일요일  Sunday   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요.
308 체육관  Gym   저는 태권도 체육관에 가요.
309 커피숍  Coffee shop  일요일 9시에 집 앞 커피숍에서 만나요.
310 저도 (나도) Me too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311 비자  Visa   저는 비자를 받으러 영사관에 가요.
312 받다  Receive/get  저는 오늘 월급받았어요.
313 영화  Movie   그 영화 재미있어요?
314 보다  Watch   메건씨는 영화를 보고있어요. 
315 음악  Music   당신은 음악을 좋아해요?
316 듣다  Listen   저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317 가르치다 Teach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318 빌리다  Borrow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319 추다  Dance (v)  저와 춤 추실래요?
320 치다  Play (tennis), strike 오늘 저녁에 저와 배드민턴 쳐요.

321 일본어  Japanese  일본어를 말 할 수 있어요?
322 영어  English   영어를 참 잘 해요.
323 한국어  Korean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밌어요. 
324 중국어  Chinese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워요.
325 춤  Dance (n)  강남 스타일 춤 출 수 있어요?
326 테니스  Tennis   당신은 테니스를 칠 수 있나요?
327 테니스장 Tennis court  우리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328 태권도  Taekwondo  저는 태권도를 3년동안 배우고 있어요.
329 백화점  Department store 전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330 공항  Airport   전북에는 군산공항이 있어요.

331 등산하다 Climb a mountain 저는 등산하는것을 좋아해요.
332 바쁘다  Busy   나오미씨 오늘 바빠요?
333 부터  From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334 까지  Until   12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 이에요.
335 아주  Very   아주 잘했어요.
336 (place)에 오다 Come to (place) 오늘 친구가 우리집에 와요.
337 여행을 하다 Travel   저는 이번주에 제주도를 여행해요.
338 여권  Passport  애런씨는 여권을 새로 만들어요.
339 관광객  Tourist   한옥마을에는 관광객이 많아요.
340 가이드  Guide   이곳에는 영어 가이드가 있어요.

341 렌터카  Rental car  렌터카 빌리는데 얼마에요?
342 이용하다 Use   저는 이 식당을 이용해요.
343 숙소  Place to stay  저의 숙소는 리베라호텔입니다.
344 예약하다 Reserve  지금 인터넷으로 영화를 예약해요.
345 사진  Photograph  이것은 내 사진이에요.
346 찍다  Take (photo)  당신은 사진을 잘 찍어요.
347 야영하다 Camp   우리 가족은 이번 주말에 지리산에서 야영해요.
348 해외여행 Overseas travel 해외여행 해 본 적 있어요?
349 국내여행 Domestic travel 외국인들이 국내여행을 많이 해요?
350 명소  Famous spot  전주는 관광 명소에요.



Day 16

Day 17

Day 18

Day 19

Day 20

Beginner
Vocabulary Week 4

351 일  Day   오늘이 몇일 이에요?
352 어제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353 내일  Tomorrow  내일 뭐 할꺼에요?
354 지난주  Last week  지난주 일요일에 뭐 했어요?
355 이번 주  This week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영화봐요.
356 다음 주  Next week  저는 다음 주에 서울에 가요.
357 달  Month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어요.
358 지난달  Last month  저는 지난달에 한국에 왔어요.
359 이번 달  This month  이번 달은 아주 바빠요.
360 다음 달  Next month  다음 달에 한국을 떠나요.

361 년  Year   저는 1982년에 태어났어요.
362 작년  Last year  저는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363 올해  This year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364 내년  Next year  저는 내년에 꼭 결혼할꺼에요.
365 (2일) 전 (2 days) ago  2일 전에 병원을 갔었어요.
366 결혼(을) 하다 Get married  저는 3년전에 결혼을 했어요.
367 빨래(를) 하다 Do laundry  나의 남편이 빨래를 했어요.
368 이사(를) 하다 Move (to a new house) 수잔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369 청소(를) 하다 Clean up  수잔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370 컴퓨터 게임(을) 하다 Play computer games 저는 어제 친구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371 아프다  Be sick   내 눈이 아파요.
372 피곤하다 Be tired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373 아파트  Apartment  저는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374 음식  Food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375 파티  Party   파티가 열한 시에 끝났어요.
376 노래하다 Sing a song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377 준비하다 Get ready  손님 맞을 준비를 해요.
378 초대하다 Invite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379 끝나다  Finish   파티는 밤 늦게 끝났어요.
380 맛있다  Delicious  이 식당 음식은 다 맛있어요.

381 언제  When   언제 서울에 가요?
382 그 다음에 After that  지금 저는 수업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요.
383 그래서  So, therefore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384 기분이 좋다 Be in a good mood 마이크씨 기분이 좋아요?
385 많이  A lot   저는 저녁을 많이 먹었어요. 
386 새  New   저의 새 신발 어때요?
387 기쁘다  Happy   시험을 잘봐서 정말 기뻐요.
388 슬프다  Sad   지갑을 잃어버려서 슬퍼요.
389 웃다  Smile, laugh  아기가 방긋방긋 웃어요.
390 울다  Cry   저는 어제 영화를 보며 울었어요.

391 자랑스럽다 Be proud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392 부끄럽다 Be shy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393 즐겁다  Enjoy   쇼핑은 정말 즐거웠어요.
394 화나다  Get angry  제 남편이 화났어요.
395 상쾌하다 Be refreshing  아침 공기가 상쾌해요.
396 불쾌하다 Be unpleasant  쓰레기장 옆을 지날때면 불쾌해요.
397 기분이 나쁘다 Be in a bad mood 저는 오늘 기분이 나빠요.
398 재미있다 Interesting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399 재미없다 Uninteresting  그 영화 재미없었어.
400 미워하다 To hate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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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위  Above, on  책은 책상 위에 있어요.
402 아래  Below, under  고양이가 식탁 아래 있어요.
403 앞  In front of, ahead of 우리 집 앞에 마트가 있어요.
404 뒤  Behind   베키씨 뒤에 고양이가 있어요.
405 옆  Beside, next to 내 가방 옆에 우산이 있어요.
406 안  Inside, in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407 밖  Outside  집 밖에 벌레가 많아요.
408 A하고 B사이 Between A and B 우리 아파트는 101동과 103동 사이에 있어요.
409 왼쪽  Left   내 왼쪽에 메건이 앉아있어요.
410 오른쪽  Right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411 열쇠  Key   내 집 열쇠가 어디있어요?
412 지갑  Wallet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413 저기  There (far)  저기가 모악산이에요.
414 거기  There, that place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415 산책하다 Take a walk  아침에 친구와 산책했어요.
416 말하다  Speak, talk  친구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417 찾다  Look for  나는 내 지갑을 찾고있어요.
418 동료  Co-worker, colleague 이 분은 제 회사 동료예요.
419 사무실  Office   당신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420 혹시  Maybe (before a Q?) 혹시 시간 있으세요?

421 가지고 오다 Bring   내일 수업시간에 숙제를 가지고 오세요.
422 그런데  But, however  그런데 왜 늦었어요?
423 다시  Again   다시 읽어보세요.
424 돈을 보내다 Send money  제가 선생님 통장으로 돈을 보낼께요.
425 하지만  But, however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426 고양이  Cat   나는 고양이가 한마리 있어요.
427 축구공  Soccer ball  축구공을 나에게 빌려줄래?
428 왜  Why?   왜 수업에 못왔어요?
429 은행  Bank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어디에요?
430 생일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431 동  East   동쪽으로 가세요.
432 서  West   서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433 남  South   남부시장에 가봤어요?
434 북  North   북한을 도와야해요.
435 안  Inside   커피숍 안이 따뜻해요.
436 안쪽  The inside part  방 안쪽에 소파가 있어요.
437 밑  Below   자동차 밑에 강아지가 있어요.
438 가운데  Middle   방 한 가운데 난로가 있어요.
439 양쪽  Both sides  양쪽 볼이 빨개요.
440 바깥쪽  The outside  이 선 안쪽은 안전하고 이 선 바깥쪽은 위험해요.

441 유치원  Kindergarten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요.
442 어린이집 Day care center 제 아들은 9시에 어린이집에 가요.
443 계단  Stairs   계단이 미끄러워요.
444 엘리베이터 Elevator  이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45 관리실, 경비실 Guard house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주세요.
446 주차장  Parking lot  주차장이 꽉 찼어요.
447 놀이터  Playground  이 아파트 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448 올라가다 Go up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449 내려가다 Come down  지금 제가 1층으로 내려갈께요.
450 주차시키다 Park (the car)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세요.

(주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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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고속버스 Express bus  고속버스 터미널에 어떻게 가요?
452 교통  Transportation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요?
453 기차  Train   서울에 기차로 가요.
454 배  Ship, boat  나는 배로 제주도에 갔어요.
455 버스  Bus   우리 버스로 시내에 가요.
456 비행기  Airplane  우리 가족은 비행기로 미국에 갔어요.
457 자동차  Car   그는 자동차로 회사에 가요.
458 자전거  Bicycle   나는 자전거로 이마트에 가요.
459 지하철  Subway  전주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460 (2)호선 (이호선) Subway line (2) 여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461 걸어서  On foot  나는 걸어서 일하러 가요.
462 타다  Ride, take (transport) 어디서 버스를 타요?
463 버스 정류장 Bus stop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요?
464 어떻게  How   서강대학교에 어떻게 가요?
465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466 산  Mountain  내장산 단풍이 멋져요!
467 박물관  Museum  박물관에 뭐 타고 가요?
468 음식  Food   전주 음식 축제에 같이 가요.
469 야구  Baseball  전주 야구경기장이 어디에요?
470 큰 소리  Loud sound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471 만들다  Make   쿠키를 만들어 보세요.
472 쓰다  Write   여기에 쓰세요.
473 담배를 피우다 Smoke a cigarette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474 시장  Market   재래 시장을 이용하세요.
475 (163)번  Number (163)  163번 버스를 타세요.
476 강의실  Classroom  나오미 교수님 강의실이 어디에요?
477 기숙사  Dormitory  기숙사 몇 호에 사세요?
478 학생 식당 Student cafeteria 당신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479 정문  Main gate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만나요.
480 수영장  Swimming pool 우리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요.

481 저기요!  Over there (get attn) 저기요!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482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마트가 어디에요?
483 (     )한테서 From( )  수잔씨 한테서 선물이 왔어요.
484 꼭  Definitely  꼭 오세요!
485 같이  Together  저와 같이 가요!
486 좀  A little (please) 물 좀 주시겠어요?
487 보여주세요 Show me  여권 좀 보여주세요.
488 와!  Wow!   와! 단풍이 너무 멋져요!
489 참  Very, really  저 여자는 참 아름다워요!
490 멋있어요 Looks great.  저 남자는 너무 멋있어요!

491 강당  Lecture hall  지금 강당에서 콘서트가 열려요.
492 농구 코트 Basketball court 농구 코트가 더러워요.
493 야외음악당 Outdoor music venue 야외음악당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요.
494 본관  Main building  이 건물 본관이 어디에요?
495 학생회관 Student center  학생회관에 어떻게 가요?
496 후문  Rear gate  여기서 후문까지 얼마나 걸려요?
497 벤치  Bench   우리 벤치에 잠깐 앉아요.
498 분수대  Fountain  벤치에 앉아 분수대를 봐요.
499 자동판매기 Auto vending machine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마셔요.
500 공중전화(기) Public phone  여기에 공중전화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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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가깝다  Close, near  객사가 여기서 가까워요?
502 멀다  Far   학교가 너무 멀어요.
503 길다  Long   내 머리는 길어요.
504 짧다  Short   저 여자 치마가 너무 짧아요.
505 높다  High   이 신발은 너무 높아요.
506 낮다  Low   이 의자는 너무 낮아요.
507 덥다  Hot   날씨가 너무 더워요.
508 춥다  Cold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
509 많다  Many   이 음식은 양이 많아요.
510 적다  Few   나는 친구가 적어요.

511 맛있다  Delicious  이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512 맛없다  Not delicious  번데기는 맛없어요.
513 비싸다  Expensive  이 옷은 너무 비싸요.
514 싸다  Cheap   시장에 야채가 싸요.
515 빠르다  Fast   토끼가 빨라요.
516 느리다  Slow   거북이는 느려요.
517 어렵다  Difficult  이번 숙제가 어려웠어요.
518 쉽다  Easy   이 문제는 쉬워요.
519 작다  Small   나는 키가 작아요.
520 크다  Big   코끼리는 커요.

521 출장  Business trip  내 남편은 내일부터 출장이에요.
522 아르바이트 Part-time job  나는 아르바이트를 찾고있어요.
523 다른  Another  다른 색 있어요?
524 약속  Appointment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525 놀다  Hang out, play  금요일 저녁에 우리집에서 놀아요.
526 운전하다 Drive (a car)  저는 한국에서 운전 할 수 있어요.
527 구경을 하다 Go sightseeing, watch 내장산 단풍나무 구경하러 가요.
528 나중에  Later   그럼, 나중에 만나요.
529 (Noun)만 Only (noun)  나만 숙제를 안했어요.
530 혼자  Alone, by yourself 여기서 혼자 뭐해요?

531 금지  Not permitted, can’t 여기는 담배 금지에요.
532 여관  Korean inn  우리는 여관에서 잘 거예요.
533 호텔  Hotel   파리에서 호텔에 있을 거예요.
534 콘도미니엄 Condo, time-share 이 콘도미니엄은 너무 크다. 
535 펜션  Pension  멋진 펜션을 찾고 있어요.
536 캠핑  Camping  우리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예요.
537 민박  Home stay  한옥마을에서 민박 할 수 있어요?
538 여행경비 Travel expenses 여행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539 여행사  Travel agency  여행사에 알아보세요.
540 안내책자 Information pamphlet 안내책자는 무료예요?

541 성수기  Peak season  성수기때는 호텔이 비싸요.
542 비수기  Slack season  비수기에는 민박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543 국립공원 National park  지리산 국립공원에 가 봤어요?
544 관광지  Tourist region  관광지 음식은 비싸요.
545 특산물  Regional products 전주 특산물이 뭐에요?
546 배낭여행 Backpack travel 저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거예요.
547 가족여행 Family travel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 거예요?
548 효도관광 Filial piety tourism 저희 부모님은 태국으로 효도관광을 가셨어요.
549 벚꽃놀이 Cherry blossom viewing 송광사 벚꽃놀이는 유명해요.
550 단풍놀이 Autumn leaves viewing 우리 이번 가을에 꼭 단풍놀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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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가볍다  Lightweight  이 가방은 가벼워요.
552 무겁다  Heavy   돌이 무거워요.
553 어때요?  How about this? 이 모자가 어때요?
554 색, 색깔 Color   무슨 색 모자 살꺼에요?
555 카드  Card   카드밖에 없어요.
556 현금  Cash   현금으로 하시면 깎아드려요.
557 카드로요 Pay by card.  현금으로? 카드로? 카드로요.
558 마음  Heart, mind  네, 마음에 들어요.
559 들다  Satisfied, pleased 제 마음에 안들어요.
560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561 빨간색  Red   빨간색 단풍잎이 예뻐요.
562 주황색  Orange   주황색 스카프 주세요.
563 노란색  Yellow   노란색 풍선 다섯개 주세요.
564 초록색  Green   초록색 불일 때 출발해요.
565 하늘색  Sky blue, azure 하늘은 하늘색 이에요.
566 파란색  Blue   호수는 파란색이에요.
567 보라색  Purple   보라색 스웨터가 맘에들어요.
568 분홍색  Pink   분홍색은 없어요?
569 청록색  Blue-green  청록색 바지로 주세요.
570 갈색  Brown   갈색 조끼는 얼마에요?

571 흰색, 하얀색 White   눈은 하얀색 이에요.
572 회색  Gray   오늘은 구름이 회색이에요.
573 검은색, 검정색 Black   장례식장에서 검은색 옷을 입어요. 
574 옷  Clothes  이 옷 어때요?
575 헐렁하다 Loose   이 바지는 조금 헐렁해요.
576 끼다  Tight   이 셔츠는 너무 껴요.
577 갈아입다 Change (clothes) 저기에서 갈아입으세요.
578 벗다  Take off  벗은 코트는 저를 주세요.
579 단추를 채우다 Fasten a button 단추를 잘 채우세요.
580 단추를 풀다 Undo a button  단추를 풀지 마세요.

581 식료품  Grocery  이 근처 식료품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582 신발  Shoes   무슨 신발 살거예요?
583 보석  Jewelry   익산 보석 박물관은 유명해요.
584 액세서리 Accessories  그것은 저기 액세서리 가게에서 팔아요.
585 화장품  Toiletries  당신은 무슨 화장품 쓰세요?
586 숙녀복  Women’s Formalwear 숙녀복 코너가 어디에요?
587 신사복  Men’s Formalwear 4층은 신사복 코너에요.
588 유아 / 아동복 Infant/Child’s wear 6층에서 아동복 세일을 해요.
589 영캐주얼 Young Casual  영캐쥬얼 코너에 가봐요.
590 스포츠웨어 Sportswear  나는 스포츠웨어를 보고싶어요.

591 지불하다 Pay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592 가전제품 Electronics  가전제품은 어디가 싸요?
593 전문식당 Restaurants  이 건물 전문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594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오늘 오픈해요.
595 카드부  Credit card office 카드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596 가격표  Price tag  가격표를 떼지 마세요.
597 정상가 (정가) Regular price  정상가가 얼마에요?
598 세일가 (할인가) Sale price  세일가로 25000원 이에요.
599 반환하다 Return an item  3일 이내로 반환할 수 있어요.
600 교환하다 Exchange an item 이 옷 교환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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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눈   Eye   눈이 아파요.
602 다리   Leg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603 목   Neck   목이 뻐근해요.
604 무릎   Knee   저는 무릎 수술을 했어요.
605 발   Foot   발이 부었어요.
606 배   Stomach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607 어깨   Shoulder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608 이   Tooth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세요.
609 입   Mouth   입을 아 하고 벌리세요.
610 코   Nose   코가 막혔어요.

611 계시다   To be, exist  집에 부모님이 안계세요.
612 드시다   Eat, drink  이 음식 좀 드세요.
613 말씀하시다, 말씀드리다 Speak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614 잡수시다  Eat   할머니께서 저녁을 잡수세요.
615 주무시다  Sleep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616 가시다   Go   저기 선생님이 가세요.
617 받으시다  Receive  여기 잔돈 받으세요.
618 올리다   Raise up  아프면 손을 올리세요.
619 드리다   Give   이 빵을 선생님께 드리세요.
620 시장하시다  Hungry   할아버지께서 지금 아주 시장하세요.

621 두통약   Headache medicine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요.
622 약   Medicine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요?
623 약국   Pharmacy  이 근처 약국이 어디있어요?
624 얼굴   Face   얼굴이 안 좋아요.
625 안   Not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세요.
626 간식   Snack   내 친구가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627 거실   Living room  아버지가 거실에 계세요.
628 데이트   Date   오늘 오후에 데이트가 있어요.
629 방   Room   우리 집에는 방이 세개가 있어요.
630 모두   All, everything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631 다리미질을 하다 Do the ironing  언니는 거실에서 다리미질을 해요.
632 근처   Area nearby  우리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633 이메일   Email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634 친한 친구  Close friend  제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아요.
635 날씨   Weather  오늘 날씨가 어때요?
636 바람   Wind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637 비   Rain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638 치통   Toothache  저는 치통이 있어요.
639 복통   Stomachache  내 친구는 복통으로 병원에 갔어요.
640 요통   Lumbago, backache 요통이 있을 때 핫팩을 하세요.

641 귀앓이   Earache  저는 어렸을 때 귀앓이를 했어요.
642 코 막힘   Stuffed nose  지금 코 막힘이 심해요.
643 오한   Chills   몸살이 걸려서 오한이 있어요.
644 구토   Vomiting  어제 밤에 저녁을 먹고 구토를 했어요.
645 발진   Skin rash  온 몸에 발진이 일어났어요.
646 고열   High fever  제 아기가 고열이 있어요.
647 감기   A cold   감기에 걸렸어요.
648 멀미   Nausea  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649 설사   Diarrhea  내 친구는 설사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650 알레르기  Allergy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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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골프를 치다 Play golf    저는 골프를 칠 줄 알아요.
652 탁구를 치다 Play ping pong   저는 탁구를 칠 줄 몰라요.
653 스케이트를 타다 Go skating    우리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654 스키를 타다 Go skiing    당신은 스키를 탈 줄 알아요?
655 한자  Chinese characters   한국어에는 한자가 많아요.
656 발음  Pronunciation    제 발음 어때요?
657 회의  Business meeting   지금 그는 회의중이에요.
658 중학교  Middle school    저는 중학교에서 일해요.
659 고등학교 High school    저는 00고등학교에 다녀요.
660 자기소개서 Self Introduction   이것은 저의 자기소개서 입니다.

661 전공  Major     제 전공은 무역입니다.
662 편지  Letter     제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663 프로그램 Program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664 무역 회사 Trading company   무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65 물론  Of course, certainly   물론 운전도 할 줄 압니다.
666 방학 때마다 Every school vacation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67 여러가지 Various, diverse, many kinds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668 열심히  Hard, intensely   열심히 하겠습니다. 
669 학원에 다니다 Attend an academy   저는 1년 동안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670 잘 부탁드립니다“Please take care of me.”  잘 부탁드립니다. 

671 씨름  Korean wrestling (like sumo)  다니엘씨, 씨름 할 줄 알아요?
672 체조  Gymnastics    저는 체조를 전공했어요.
673 배구  Volleyball    저는 학교에서 배구부에 있었어요.
674 역도  Weight lifting    한국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이 금메달을 땄어요.
675 볼링  Bowling    우리는 저녁에 볼링치러 갈거예요.
676 배드민턴 Badminton    저는 배드민턴 레슨을 1년 동안 받았어요.
677 대회  A sports match   저는 체스대회에 나갈 거예요.
678 우승  Victory     한국이 우승했어요.
679 선수  Athlete     저는 태권도 선수예요.
680 결승전  Final(s)    지금 결승전을 하고 있어요.

681 타악기  Percussion instrument   제 남편은 타악기를 연주해요.
682 현악기  Stringed instrument   바이올린은 현악기예요.
683 관악기  Wind instrument   트럼펫은 관악기예요.
684 악보  Music score, sheet music  악보를 볼 수 있어요?
685 성악  Vocal music    제 친구는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 해요.
686 팝송  (Foreign) pop music   한국 팝송 부를 줄 알아요?
687 록  Rock     저는 록을 좋아하지 않아요.
688 발라드  Ballads     저는 발라드를 좋아해요.
689 트로트 (뽕짝) “Trot” (old people’s music) 한국 트로트를 아세요?
690 대중가요 Popular music    저는 대중가요보다 클레식을 좋아해요.

691 연봉  Annual salary    연봉이 얼마예요?
692 월급  Monthly salary    오늘은 제 월급날이에요.
693 휴가  Vacation    방학 때 어디로 휴가 가요?
694 연차  Annual paid holiday   오늘 하루 연차 냈어요.
695 이력서  Resume    제 이력서 입니다. 
696 회의실  Meeting room    회의실이 어디에요?
697 책꽃이  Bookstand    책꽃이가 꽉 찼어요.
698 월차  Monthly day off   월차를 낼 수 있어요?
699 신입사원 Employee w/out 1st job experience 이분이 신입사원 입니다. 
700 경력사원 Employee with previous experience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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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드라이브하다 Go for a drive  저와 드라이브 해요.
702 (   ) 한잔하다 Have one drink of (     ) 오늘 저녁 한 잔 해요.
703 계획  Plan   이번 여름휴가 계획 있어요?
704 섬  Island   제주도는 유명한 섬이에요.
705 찾아보다 Try to find  지도를 찾아보세요.
706 유명하다 Be famous  제주도는 유명해요.
707 특별하다 Be special  이번 여름 휴가는 아주 특별할 거예요.
708 비행기 표 Airplane ticket  비행기 표 예매했어요?
709 아직  Yet   아직 못했어요.
710 특히  Especially  특히 성수기에는 비싸요.

711 해 (태양) Sun   해가 떴어요.
712 구름  Cloud   그름이 끼었어요.
713 안개  Fog, mist  안개가 끼었어요.
714 홍수  Flood   서울에 홍수가 났어요.
715 폭풍  Storm   폭풍이 오고 있어요.
716 번개  Lightning  번개가 쳐요.
717 눈  Snow   눈이 와요.
718 맑음  Clear weather  날씨가 맑아요.
719 흐림  Cloudy   오늘은 하늘이 흐려요.
720 더워  Hot   오늘은 아주 더워요.

721 딱딱한  Hard (feel)  딱딱한 것을 못 먹어요.
722 부드러운 Soft   저는 부드러운 빵이 좋아요.
723 두꺼운  Thick   이 두꺼운 책은 누구꺼에요?
724 얇은  Thin   얇은 옷을 입었어요.
725 가득한  Full   여기 물이 가득한 컵이 있어요.
726 빈  Empty   빈 잔에 물을 부어주세요.
727 착한  Good (character) 내 착한 친구가 도와줬어요.
728 나쁜  Bad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729 쉬운  Easy   쉬운 한국어 책 알아요?
730 어려운  Difficult  어려운 문장을 외우세요.

731 편하다  Be comfortable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해요.
732 불편하다 Uncomfortable 이 호텔은 불편해요.
733 만족하다 Satisfactory  이 옷 아주 만족해요.
734 불만스럽다 Dissatisfactory  이 식당은 불만스러워요.
735 수줍다  Be shy   저는 많이 수줍어요.
736 대견하다 Admirable  당신이 아주 대견해요.
737 창피하다 Embarrassed  어제 저는 창피했어요.
738 혐오하다 Hate   저는 번데기를 혐오해요.
739 무관심하다 Be indifferent  저는 친구에게 무관심했어요.
740 질투하다 Be jealous  내 친구는 질투를 많이 해요.

741 든든하다 Strong, durable 저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요.
742 억울하다 Feel mistreated 어제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743 사랑하다 Love   나는 너를 사랑해.
744 염려하다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745 부러워하다 Be envious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746 외롭다  Be lonely  저는 요즘 외로워요.
747 우울하다 Depressed  저는 가끔 우울해요.
748 피곤하다 Tired   오늘은 아주 피곤해요.
749 졸리다  Sleepy   지금 많이 졸려요.
750 무섭다  Scared, scary  고양이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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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감기에 걸려서  Because I caught a cold  감기에 걸려서 쉬었어요.
752 건강이 안 좋아서 Because I’m in bad health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753 너무 피곤해서  Because I’m tired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754 다른 약속이 있어서 Because I have another appt  다른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755 머리가 아파서  Because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어요.
756 배가 고파서  Because I’m hungry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어요.
757 바빠서   Because I’m busy   바빠서 숙제를 못했어요.
758 배가 아파서  Because I have a stomachache 배가 아파서 약을 먹고 쉬었어요.
759 숙제가 많아서  Because I have a lot of homework 숙제가 많아서 놀 수 없어요.
760 시간이 없어서  Because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어서 쇼핑할 수 없어요.

761 시험이 있어서  Because I have an exam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762 일이 생겨서  Because I have something to do 일이 생겨서 집에 가 봐야 해요.
763 쉬다   Rest     저는 집에서 쉬어요.
764 길   Road, street    길에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765 동전   Coin     동전 좀 빌려주세요.
766 늦다   Late     늦어서 미안해요.
767 길이 막히다  Traffic jam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768 차가 많다  A lot of cars    길에 차가 많아요.
769 그래서, 뭐요?  So what?    그래서,뭐요?
770 그런데요?  Yes…? And…?    그런데요?

771 아이디   ID     아이디가 뭐에요?
772 비밀번호  Password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773 받은편지함  Inbox (received messages)  받은편지함을 확인해 보세요.
774 보낸편지함  Outbox (sending messages)  보낸편지함을 열어 보세요.
775 지운편지함  Trash (erased messages)  지운편지함에 있을 거예요. 
776 발신자 (보내는 사람) From:, sender    발신자가 누구에요?
777 수신자 (받는 사람) To:, recipient    수신자는 저에요.
778 제목   Subject    제목을 쓰세요.
779 수신 확인  Confirmation of receipt  수신 확인을 하세요.
780 주소록   Contacts    주소록에 친구 주소가 있어요.

781 메일 주소  Mail address    메일 주소가 뭐에요?
782 스팸메일 차단  Spam block    스팸메일 차단을 어떻게 해요?
783 로그인   Login     어떻게 로그인해요?
784 로그아웃  Logout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세요.
785 도움말   Help     도움말이 여기 있어요.
786 취소   Cancel     취소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787 다음 페이지  Next page    이것이 다음 페이지 버튼이에요.
788 이전 페이지  Previous page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789 보낼편지함  Drafts (to be sent messages)  보낼편지함에 저장해 두세요.
790 첨부파일  Attachment    첨부파일이 있어요?

791 가입 신청하다  Apply for registration   가입 신청을 하고 싶어요.
792 넣다   Put     여기에 USB를 넣으세요.
793 입력하다  Enter (data)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794 회신하다  Reply, answer    그 이메일에 회신했어요?
795 삭제하다  Delete     실수로 메일을 삭제했어요.
796 열다   Open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797 공지사항  Alerts, notifications   공지사항이 떴어요.
798 저장하다  Save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799 환경 설정  Settings/preferences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변경하세요.
800 바이러스 감염  Virus infection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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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간장  Soy sauce    간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802 설탕  Sugar     설탕 좀 주세요.
803 참기름  Sesame oil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어 비비세요.
804 파  Leek, green onion   파를 썰어 넣으세요.
805 마늘  Garlic     저는 마늘빵을 좋아해요.
806 밀가루  Flour     밀가루 반죽을 하세요.
807 소금  Salt     소금을 한 스푼 넣으세요.
808 식초  Vinegar    식초는 넣지 마세요.
809 식용유  Cooking oil    식용유를 팬에 두르세요.
810 깨  Sesame seeds    깨는 마지막에 뿌려주세요.

811 굽다  To roast, grill    내 친구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812 섞다  To mix     간장에 마늘을 넣고 섞었습니다. 
813 문을 열다 Open the door    문을 열고 들어가요.
814 문을 닫다 Close the door    밖이 추워요. 문을 닫아 주세요.
815 불을 켜다 Turn on the light   불을 켜 주세요.
816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고 나가세요.
817 양념  Seasonings, marinades, condiments  이제 양념을 만들어요.
818 매콤하다 Somewhat spicy-hot   저는 매콤한 맛으로 주세요.
819 얼큰하다 Rather spicy-hot   오늘은 얼큰한 국물이 먹고싶어요.
820 맵다  Hot, spicy    이 음식은 너무 매워요.

821 위치  Location, place   그 식당 위치가 어떻게 되요?
822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823 안내해 주세요 Please guide me.   안내해 주세요.
824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추천해 주세요.
825 소고기  Beef     소고기 한 근 주세요.
826 부탁하다 Ask a favor, make a request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827 날마다  Every day    저는 날마다 요리해요.
828 먼저  First, ahead    먼저 재료를 준비해요.
829 고춧가루 Chili powder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830 고추장  Chili paste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831 양파  Onion     양파 껍질을 벗겨주세요.
832 양배추  Cabbage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요.
833 옥수수  Corn     옥수수를 잘 쪄주세요.
834 상추  Lettuce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어요.
835 콩나물  Bean sprouts    내 남편은 콩나물 무침을 아주 좋아해요.
836 토마토  Tomato    지금은 토마토가 비싸요.
837 배추  Chinese cabbage   우리는 오늘 배추 김치를 담아요.
838 당근  Carrot     당근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839 호박  Squash     호박은 채 썰어주세요.
840 감자  Potato     감자를 삶아주세요.

841 소시지  Sausage    독일은 소시지와 맥주가 유명해요.
842 갈비  Ribs     완씨, 잡채 먹어 봤어요?
843 등심  Sirloin     등심으로 주세요.
844 안심  Lean beef    안심 스테이크는 아주 맛있어요.
845 오리고기 Duck meat    저는 오리고기를 못먹어요.
846 닭고기  Chicken meat    저는 닭고기 요리를 잘 해요.
847 고등어  Mackerel    저는 고등어 구이를 아주 좋아해요.
848 꽁치  Pike     꽁치 두마리 주세요.
849 새우  Shrimp     새우 볶음밥을 만들거예요.
850 굴  Oyster     볶음밥에 굴소스를 넣어야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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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따뜻하다 Warm   방이 따뜻해요?
852 춥다  Cold   겨울이 제일 추워요.
853 조용하다 Quiet   저는 조용한 카페를 찾고 있어요.
854 시끄럽다 Noisy   저 고등학생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855 언제든지 Whenever  언제든지 이사 할 수 있어요.
856 밝다  Bright, light  이 방은 아주 밝아요.
857 깨끗하다 Be clean  청소를 해서 방이 아주 깨끗해요.
858 시원하다 Be cool  여름에 팥빙수가 시원해요.
859 어서 들어오세요 Please come in. 어서 들어오세요.
860 그럼요  Of course, naturally 그럼요, 더 드릴게요.

861 가격  Price, cost  가격이 얼마예요?
862 기다리다 Wait   제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863 도착하다 Arrive   언제 도착해요?
864 사다 주다 Guy and give  서울에 가면 예쁜 옷 좀 사다 주세요.
865 출발하다 Depart, leave  내일 등산하러 몇시에 출발 할 거예요?
866 두꺼운 옷 Thick, warm clothes 날씨가 추워요.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867 아이들  Children  제 아이들은 참 착해요.
868 그때 봐요 See you then.  그때 봐요.
869 준비 다 했어요? Are you ready?  준비 다 했어요?
870 참!  Ah!    참! 차 키 가지고 왔어요?

871 농업  Agriculture  저희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세요.
872 임업  Forestry  내 친구는 임업을 해요.
873 어업  Fishery   어업을 하려면 바다 근처로 가야해요.
874 광업  Mining   한국에 광업은 거의 없어요.
875 제조업  Manufacturing  제 어머니는 제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세요.
876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에서 일하려면 친절해야 해요.
877 건설업  Construction industry 내 남자친구는 건설업을 해요.
878 전기통신 Telecommunications 한국에서 전기통신 분야는 아주 활발해요.
879 주가  Stock Prices  오늘 주가가 폭락했어요.
880 부동산  Real estate  부동산에 집 값을 알아보러 갔어요.

881 승객  Passenger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882 교통카드 “Transportation card” 교통카드로 환승할 수 있어요.
883 운전기사 (운전사) Driver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친절했어요.
884 노선번호 (Bus) line number 이 버스의 노선번호가 뭐예요?
885 카드단말기 Card reader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서 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886 요금함  Fare box  여기 요금함에 넣어주세요.
887 벨  Bell   벨이 울리면 커피를 가져가세요.
888 손잡이  Safety grip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잘 잡아주세요.
889 자리, 좌석 Seat   좌석 번호가 몇 번 이에요?
890 택시  Taxi   콜 택시를 부르면 편해요.

891 택시 승차장 Taxi stand  택시 승차장이 어디에요?
892 요금 미터기 Fare meter  요금 미터기에 5000원이라고 써있어요.
893 차  Car   저는 차로 출퇴근 해요.
894 종점  Last stop  저는 종점에서 내려요.
895 터미널  Terminal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가주세요.
896 지도  Map   저는 지도가 필요해요.
897 대다  Touch card (swipe) 여기에 카드를 대고 타야해요.
898 일어나다 Get up   버스에 할머니가 타서 학생이 일어났어요.
899 양보하다 Yield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요.
900 잡다  Grab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잘 잡아요. 

(f you suddenly remember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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