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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고속버스 Express bus  고속버스 터미널에 어떻게 가요?
452 교통  Transportation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요?
453 기차  Train   서울에 기차로 가요.
454 배  Ship, boat  나는 배로 제주도에 갔어요.
455 버스  Bus   우리 버스로 시내에 가요.
456 비행기  Airplane  우리 가족은 비행기로 미국에 갔어요.
457 자동차  Car   그는 자동차로 회사에 가요.
458 자전거  Bicycle   나는 자전거로 이마트에 가요.
459 지하철  Subway  전주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460 (2)호선 (이호선) Subway line (2) 여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461 걸어서  On foot  나는 걸어서 일하러 가요.
462 타다  Ride, take (transport) 어디서 버스를 타요?
463 버스 정류장 Bus stop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요?
464 어떻게  How   서강대학교에 어떻게 가요?
465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466 산  Mountain  내장산 단풍이 멋져요!
467 박물관  Museum  박물관에 뭐 타고 가요?
468 음식  Food   전주 음식 축제에 같이 가요.
469 야구  Baseball  전주 야구경기장이 어디에요?
470 큰 소리  Loud sound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471 만들다  Make   쿠키를 만들어 보세요.
472 쓰다  Write   여기에 쓰세요.
473 담배를 피우다 Smoke a cigarette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474 시장  Market   재래 시장을 이용하세요.
475 (163)번  Number (163)  163번 버스를 타세요.
476 강의실  Classroom  나오미 교수님 강의실이 어디에요?
477 기숙사  Dormitory  기숙사 몇 호에 사세요?
478 학생 식당 Student cafeteria 당신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479 정문  Main gate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만나요.
480 수영장  Swimming pool 우리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요.

481 저기요!  Over there (get attn) 저기요!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482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마트가 어디에요?
483 (     )한테서 From( )  수잔씨 한테서 선물이 왔어요.
484 꼭  Definitely  꼭 오세요!
485 같이  Together  저와 같이 가요!
486 좀  A little (please) 물 좀 주시겠어요?
487 보여주세요 Show me  여권 좀 보여주세요.
488 와!  Wow!   와! 단풍이 너무 멋져요!
489 참  Very, really  저 여자는 참 아름다워요!
490 멋있어요 Looks great.  저 남자는 너무 멋있어요!

491 강당  Lecture hall  지금 강당에서 콘서트가 열려요.
492 농구 코트 Basketball court 농구 코트가 더러워요.
493 야외음악당 Outdoor music venue 야외음악당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요.
494 본관  Main building  이 건물 본관이 어디에요?
495 학생회관 Student center  학생회관에 어떻게 가요?
496 후문  Rear gate  여기서 후문까지 얼마나 걸려요?
497 벤치  Bench   우리 벤치에 잠깐 앉아요.
498 분수대  Fountain  벤치에 앉아 분수대를 봐요.
499 자동판매기 Auto vending machine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마셔요.
500 공중전화(기) Public phone  여기에 공중전화기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