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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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