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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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