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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오전  Morning, am   나는 오전엔 커피를 마셔요. 
252 오후  Afternoon, pm   나는 오후에는 낮잠을 자요. 
253 아침  Morning   아침이면 해가 떠요.  
254 점심  Lunchtime   점심에 같이 식사할까요? 
255 저녁  Evening   나는 저녁엔 집으로 가요. 
256 밤  Night    밤은 깜깜해요.   
257 두 시  Two o’clock   지금은 두시에요.  
258 이 분  Two minutes   이 분 후에 도착해요.  
259 보통  Usually    보통 몇시에 자요?  
260 그럼  Then,     그럼, 안녕히 가세요.  

261 세수하다 Wash your face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요. 
262 쇼핑하다 Shop, go shopping  나는 내 친구와 쇼핑했어요. 
263 숙제하다 Do homework   저는 내 한국어 숙제를 못했어요.  
264 운동하다 Exercise   나는 어제 운동했어요.  
265 이야기하다 Talk, converse   그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266 일하다  Work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일해요.  
267 전화하다 Call (phone)   내일 제가 전화할께요.  
268 아침 식사하다 Have breakfast  저는 지금 아침식사를 하고 있어요.  
269 점심 식사하다 Have lunch   저와 내일 점심식사 같이 하실래요? 
270 저녁 식사하다 Have dinner   우리는 7시 반에 저녁식사를 해요.  

271 (place)에 가다 To go to (place)  저는 지금 집에 가요. 
272 수업  Class, lesson   한국어 수업은 참 재밌어요.  
273 정말  Really, truly   내 여자친구는 정말 예뻐요.  
274 (noun) 하고 With    나하고 같이 가요.  
275 요즘  Recently   요즘 날씨가 쌀쌀해요.  
276 잘  Good, well   정말 잘 했어요.  
277 못  Not    저는 못가요.  
278 지내요  Spend your time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요.  
279 안녕히계세요. Goodbye (leaving)  어머니, 안녕히계세요.  
280 안녕히가세요. Goodbye (staying)  선생님, 안녕히가세요.  

281 그리고  And, also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세수를 해요.  
282 씨  Title (Mr., Ms.)  은영씨는 결혼했어요? 
283 공원  Park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유명해요. 
284 오늘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요? 
285 만나요  Meet    오늘 저랑 만나요.  
286 없다  Lacking (not here)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287 쯤  Around, about   몇시쯤 갈꺼에요? 
288 말하기  Speaking   한국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289 듣기  Listening   나의 한국어 듣기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290 읽기  Reading   나는 읽기 시간에 크게 책을 읽었어요.  

291 전  Before, until   당신은 전에 이 영화를 봤나요? 
292 후  After    이 시간 후에 저는 집에 가요. 
293 정오  Noon    정오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294 자정  Midnight   자정이 되면 신데렐라는 떠나요.  
295 새벽  Dawn    저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해요. 
296 낮  Day    부엉이는 낮에 잠을 자요.  
297 초  Second   100미터를 몇초에 달리나요? 
298 주말  Weekend   핸리씨, 이번 주말에 뭐해요? 
299 주  Week    이번주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300 시간  Hour, time   시간은 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