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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Week 8

551 가볍다  Lightweight  이 가방은 가벼워요.
552 무겁다  Heavy   돌이 무거워요.
553 어때요?  How about this? 이 모자가 어때요?
554 색, 색깔 Color   무슨 색 모자 살꺼에요?
555 카드  Card   카드밖에 없어요.
556 현금  Cash   현금으로 하시면 깎아드려요.
557 카드로요 Pay by card.  현금으로? 카드로? 카드로요.
558 마음  Heart, mind  네, 마음에 들어요.
559 들다  Satisfied, pleased 제 마음에 안들어요.
560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561 빨간색  Red   빨간색 단풍잎이 예뻐요.
562 주황색  Orange   주황색 스카프 주세요.
563 노란색  Yellow   노란색 풍선 다섯개 주세요.
564 초록색  Green   초록색 불일 때 출발해요.
565 하늘색  Sky blue, azure 하늘은 하늘색 이에요.
566 파란색  Blue   호수는 파란색이에요.
567 보라색  Purple   보라색 스웨터가 맘에들어요.
568 분홍색  Pink   분홍색은 없어요?
569 청록색  Blue-green  청록색 바지로 주세요.
570 갈색  Brown   갈색 조끼는 얼마에요?

571 흰색, 하얀색 White   눈은 하얀색 이에요.
572 회색  Gray   오늘은 구름이 회색이에요.
573 검은색, 검정색 Black   장례식장에서 검은색 옷을 입어요. 
574 옷  Clothes  이 옷 어때요?
575 헐렁하다 Loose   이 바지는 조금 헐렁해요.
576 끼다  Tight   이 셔츠는 너무 껴요.
577 갈아입다 Change (clothes) 저기에서 갈아입으세요.
578 벗다  Take off  벗은 코트는 저를 주세요.
579 단추를 채우다 Fasten a button 단추를 잘 채우세요.
580 단추를 풀다 Undo a button  단추를 풀지 마세요.

581 식료품  Grocery  이 근처 식료품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582 신발  Shoes   무슨 신발 살거예요?
583 보석  Jewelry   익산 보석 박물관은 유명해요.
584 액세서리 Accessories  그것은 저기 액세서리 가게에서 팔아요.
585 화장품  Toiletries  당신은 무슨 화장품 쓰세요?
586 숙녀복  Women’s Formalwear 숙녀복 코너가 어디에요?
587 신사복  Men’s Formalwear 4층은 신사복 코너에요.
588 유아 / 아동복 Infant/Child’s wear 6층에서 아동복 세일을 해요.
589 영캐주얼 Young Casual  영캐쥬얼 코너에 가봐요.
590 스포츠웨어 Sportswear  나는 스포츠웨어를 보고싶어요.

591 지불하다 Pay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592 가전제품 Electronics  가전제품은 어디가 싸요?
593 전문식당 Restaurants  이 건물 전문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594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오늘 오픈해요.
595 카드부  Credit card office 카드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596 가격표  Price tag  가격표를 떼지 마세요.
597 정상가 (정가) Regular price  정상가가 얼마에요?
598 세일가 (할인가) Sale price  세일가로 25000원 이에요.
599 반환하다 Return an item  3일 이내로 반환할 수 있어요.
600 교환하다 Exchange an item 이 옷 교환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