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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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