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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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