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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Wee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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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