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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가깝다  Close, near  객사가 여기서 가까워요?
502 멀다  Far   학교가 너무 멀어요.
503 길다  Long   내 머리는 길어요.
504 짧다  Short   저 여자 치마가 너무 짧아요.
505 높다  High   이 신발은 너무 높아요.
506 낮다  Low   이 의자는 너무 낮아요.
507 덥다  Hot   날씨가 너무 더워요.
508 춥다  Cold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
509 많다  Many   이 음식은 양이 많아요.
510 적다  Few   나는 친구가 적어요.

511 맛있다  Delicious  이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512 맛없다  Not delicious  번데기는 맛없어요.
513 비싸다  Expensive  이 옷은 너무 비싸요.
514 싸다  Cheap   시장에 야채가 싸요.
515 빠르다  Fast   토끼가 빨라요.
516 느리다  Slow   거북이는 느려요.
517 어렵다  Difficult  이번 숙제가 어려웠어요.
518 쉽다  Easy   이 문제는 쉬워요.
519 작다  Small   나는 키가 작아요.
520 크다  Big   코끼리는 커요.

521 출장  Business trip  내 남편은 내일부터 출장이에요.
522 아르바이트 Part-time job  나는 아르바이트를 찾고있어요.
523 다른  Another  다른 색 있어요?
524 약속  Appointment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525 놀다  Hang out, play  금요일 저녁에 우리집에서 놀아요.
526 운전하다 Drive (a car)  저는 한국에서 운전 할 수 있어요.
527 구경을 하다 Go sightseeing, watch 내장산 단풍나무 구경하러 가요.
528 나중에  Later   그럼, 나중에 만나요.
529 (Noun)만 Only (noun)  나만 숙제를 안했어요.
530 혼자  Alone, by yourself 여기서 혼자 뭐해요?

531 금지  Not permitted, can’t 여기는 담배 금지에요.
532 여관  Korean inn  우리는 여관에서 잘 거예요.
533 호텔  Hotel   파리에서 호텔에 있을 거예요.
534 콘도미니엄 Condo, time-share 이 콘도미니엄은 너무 크다. 
535 펜션  Pension  멋진 펜션을 찾고 있어요.
536 캠핑  Camping  우리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예요.
537 민박  Home stay  한옥마을에서 민박 할 수 있어요?
538 여행경비 Travel expenses 여행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539 여행사  Travel agency  여행사에 알아보세요.
540 안내책자 Information pamphlet 안내책자는 무료예요?

541 성수기  Peak season  성수기때는 호텔이 비싸요.
542 비수기  Slack season  비수기에는 민박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543 국립공원 National park  지리산 국립공원에 가 봤어요?
544 관광지  Tourist region  관광지 음식은 비싸요.
545 특산물  Regional products 전주 특산물이 뭐에요?
546 배낭여행 Backpack travel 저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거예요.
547 가족여행 Family travel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 거예요?
548 효도관광 Filial piety tourism 저희 부모님은 태국으로 효도관광을 가셨어요.
549 벚꽃놀이 Cherry blossom viewing 송광사 벚꽃놀이는 유명해요.
550 단풍놀이 Autumn leaves viewing 우리 이번 가을에 꼭 단풍놀이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