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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위  Above, on  책은 책상 위에 있어요.
402 아래  Below, under  고양이가 식탁 아래 있어요.
403 앞  In front of, ahead of 우리 집 앞에 마트가 있어요.
404 뒤  Behind   베키씨 뒤에 고양이가 있어요.
405 옆  Beside, next to 내 가방 옆에 우산이 있어요.
406 안  Inside, in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407 밖  Outside  집 밖에 벌레가 많아요.
408 A하고 B사이 Between A and B 우리 아파트는 101동과 103동 사이에 있어요.
409 왼쪽  Left   내 왼쪽에 메건이 앉아있어요.
410 오른쪽  Right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411 열쇠  Key   내 집 열쇠가 어디있어요?
412 지갑  Wallet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413 저기  There (far)  저기가 모악산이에요.
414 거기  There, that place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415 산책하다 Take a walk  아침에 친구와 산책했어요.
416 말하다  Speak, talk  친구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417 찾다  Look for  나는 내 지갑을 찾고있어요.
418 동료  Co-worker, colleague 이 분은 제 회사 동료예요.
419 사무실  Office   당신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420 혹시  Maybe (before a Q?) 혹시 시간 있으세요?

421 가지고 오다 Bring   내일 수업시간에 숙제를 가지고 오세요.
422 그런데  But, however  그런데 왜 늦었어요?
423 다시  Again   다시 읽어보세요.
424 돈을 보내다 Send money  제가 선생님 통장으로 돈을 보낼께요.
425 하지만  But, however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426 고양이  Cat   나는 고양이가 한마리 있어요.
427 축구공  Soccer ball  축구공을 나에게 빌려줄래?
428 왜  Why?   왜 수업에 못왔어요?
429 은행  Bank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어디에요?
430 생일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431 동  East   동쪽으로 가세요.
432 서  West   서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433 남  South   남부시장에 가봤어요?
434 북  North   북한을 도와야해요.
435 안  Inside   커피숍 안이 따뜻해요.
436 안쪽  The inside part  방 안쪽에 소파가 있어요.
437 밑  Below   자동차 밑에 강아지가 있어요.
438 가운데  Middle   방 한 가운데 난로가 있어요.
439 양쪽  Both sides  양쪽 볼이 빨개요.
440 바깥쪽  The outside  이 선 안쪽은 안전하고 이 선 바깥쪽은 위험해요.

441 유치원  Kindergarten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요.
442 어린이집 Day care center 제 아들은 9시에 어린이집에 가요.
443 계단  Stairs   계단이 미끄러워요.
444 엘리베이터 Elevator  이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45 관리실, 경비실 Guard house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주세요.
446 주차장  Parking lot  주차장이 꽉 찼어요.
447 놀이터  Playground  이 아파트 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448 올라가다 Go up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449 내려가다 Come down  지금 제가 1층으로 내려갈께요.
450 주차시키다 Park (the car)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세요.

(주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