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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일  Day   오늘이 몇일 이에요?
352 어제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353 내일  Tomorrow  내일 뭐 할꺼에요?
354 지난주  Last week  지난주 일요일에 뭐 했어요?
355 이번 주  This week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영화봐요.
356 다음 주  Next week  저는 다음 주에 서울에 가요.
357 달  Month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어요.
358 지난달  Last month  저는 지난달에 한국에 왔어요.
359 이번 달  This month  이번 달은 아주 바빠요.
360 다음 달  Next month  다음 달에 한국을 떠나요.

361 년  Year   저는 1982년에 태어났어요.
362 작년  Last year  저는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363 올해  This year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364 내년  Next year  저는 내년에 꼭 결혼할꺼에요.
365 (2일) 전 (2 days) ago  2일 전에 병원을 갔었어요.
366 결혼(을) 하다 Get married  저는 3년전에 결혼을 했어요.
367 빨래(를) 하다 Do laundry  나의 남편이 빨래를 했어요.
368 이사(를) 하다 Move (to a new house) 수잔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369 청소(를) 하다 Clean up  수잔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370 컴퓨터 게임(을) 하다 Play computer games 저는 어제 친구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371 아프다  Be sick   내 눈이 아파요.
372 피곤하다 Be tired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373 아파트  Apartment  저는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374 음식  Food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375 파티  Party   파티가 열한 시에 끝났어요.
376 노래하다 Sing a song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377 준비하다 Get ready  손님 맞을 준비를 해요.
378 초대하다 Invite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379 끝나다  Finish   파티는 밤 늦게 끝났어요.
380 맛있다  Delicious  이 식당 음식은 다 맛있어요.

381 언제  When   언제 서울에 가요?
382 그 다음에 After that  지금 저는 수업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요.
383 그래서  So, therefore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384 기분이 좋다 Be in a good mood 마이크씨 기분이 좋아요?
385 많이  A lot   저는 저녁을 많이 먹었어요. 
386 새  New   저의 새 신발 어때요?
387 기쁘다  Happy   시험을 잘봐서 정말 기뻐요.
388 슬프다  Sad   지갑을 잃어버려서 슬퍼요.
389 웃다  Smile, laugh  아기가 방긋방긋 웃어요.
390 울다  Cry   저는 어제 영화를 보며 울었어요.

391 자랑스럽다 Be proud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392 부끄럽다 Be shy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393 즐겁다  Enjoy   쇼핑은 정말 즐거웠어요.
394 화나다  Get angry  제 남편이 화났어요.
395 상쾌하다 Be refreshing  아침 공기가 상쾌해요.
396 불쾌하다 Be unpleasant  쓰레기장 옆을 지날때면 불쾌해요.
397 기분이 나쁘다 Be in a bad mood 저는 오늘 기분이 나빠요.
398 재미있다 Interesting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399 재미없다 Uninteresting  그 영화 재미없었어.
400 미워하다 To hate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