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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Week 3

301 월요일  Monday  오늘은 월요일 이에요. 
302 화요일  Tuesday  내일은 화요일 이에요 .
303 수요일  Wednesday  모레는 수요일 이에요. 
304 목요일  Thursday  목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305 금요일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봐요.
306 토요일  Saturday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307 일요일  Sunday   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요.
308 체육관  Gym   저는 태권도 체육관에 가요.
309 커피숍  Coffee shop  일요일 9시에 집 앞 커피숍에서 만나요.
310 저도 (나도) Me too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311 비자  Visa   저는 비자를 받으러 영사관에 가요.
312 받다  Receive/get  저는 오늘 월급받았어요.
313 영화  Movie   그 영화 재미있어요?
314 보다  Watch   메건씨는 영화를 보고있어요. 
315 음악  Music   당신은 음악을 좋아해요?
316 듣다  Listen   저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317 가르치다 Teach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318 빌리다  Borrow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319 추다  Dance (v)  저와 춤 추실래요?
320 치다  Play (tennis), strike 오늘 저녁에 저와 배드민턴 쳐요.

321 일본어  Japanese  일본어를 말 할 수 있어요?
322 영어  English   영어를 참 잘 해요.
323 한국어  Korean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밌어요. 
324 중국어  Chinese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워요.
325 춤  Dance (n)  강남 스타일 춤 출 수 있어요?
326 테니스  Tennis   당신은 테니스를 칠 수 있나요?
327 테니스장 Tennis court  우리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328 태권도  Taekwondo  저는 태권도를 3년동안 배우고 있어요.
329 백화점  Department store 전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330 공항  Airport   전북에는 군산공항이 있어요.

331 등산하다 Climb a mountain 저는 등산하는것을 좋아해요.
332 바쁘다  Busy   나오미씨 오늘 바빠요?
333 부터  From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334 까지  Until   12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 이에요.
335 아주  Very   아주 잘했어요.
336 (place)에 오다 Come to (place) 오늘 친구가 우리집에 와요.
337 여행을 하다 Travel   저는 이번주에 제주도를 여행해요.
338 여권  Passport  애런씨는 여권을 새로 만들어요.
339 관광객  Tourist   한옥마을에는 관광객이 많아요.
340 가이드  Guide   이곳에는 영어 가이드가 있어요.

341 렌터카  Rental car  렌터카 빌리는데 얼마에요?
342 이용하다 Use   저는 이 식당을 이용해요.
343 숙소  Place to stay  저의 숙소는 리베라호텔입니다.
344 예약하다 Reserve  지금 인터넷으로 영화를 예약해요.
345 사진  Photograph  이것은 내 사진이에요.
346 찍다  Take (photo)  당신은 사진을 잘 찍어요.
347 야영하다 Camp   우리 가족은 이번 주말에 지리산에서 야영해요.
348 해외여행 Overseas travel 해외여행 해 본 적 있어요?
349 국내여행 Domestic travel 외국인들이 국내여행을 많이 해요?
350 명소  Famous spot  전주는 관광 명소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