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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눈   Eye   눈이 아파요.
602 다리   Leg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603 목   Neck   목이 뻐근해요.
604 무릎   Knee   저는 무릎 수술을 했어요.
605 발   Foot   발이 부었어요.
606 배   Stomach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607 어깨   Shoulder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608 이   Tooth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세요.
609 입   Mouth   입을 아 하고 벌리세요.
610 코   Nose   코가 막혔어요.

611 계시다   To be, exist  집에 부모님이 안계세요.
612 드시다   Eat, drink  이 음식 좀 드세요.
613 말씀하시다, 말씀드리다 Speak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614 잡수시다  Eat   할머니께서 저녁을 잡수세요.
615 주무시다  Sleep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616 가시다   Go   저기 선생님이 가세요.
617 받으시다  Receive  여기 잔돈 받으세요.
618 올리다   Raise up  아프면 손을 올리세요.
619 드리다   Give   이 빵을 선생님께 드리세요.
620 시장하시다  Hungry   할아버지께서 지금 아주 시장하세요.

621 두통약   Headache medicine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요.
622 약   Medicine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요?
623 약국   Pharmacy  이 근처 약국이 어디있어요?
624 얼굴   Face   얼굴이 안 좋아요.
625 안   Not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세요.
626 간식   Snack   내 친구가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627 거실   Living room  아버지가 거실에 계세요.
628 데이트   Date   오늘 오후에 데이트가 있어요.
629 방   Room   우리 집에는 방이 세개가 있어요.
630 모두   All, everything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631 다리미질을 하다 Do the ironing  언니는 거실에서 다리미질을 해요.
632 근처   Area nearby  우리 근처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633 이메일   Email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634 친한 친구  Close friend  제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아요.
635 날씨   Weather  오늘 날씨가 어때요?
636 바람   Wind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637 비   Rain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638 치통   Toothache  저는 치통이 있어요.
639 복통   Stomachache  내 친구는 복통으로 병원에 갔어요.
640 요통   Lumbago, backache 요통이 있을 때 핫팩을 하세요.

641 귀앓이   Earache  저는 어렸을 때 귀앓이를 했어요.
642 코 막힘   Stuffed nose  지금 코 막힘이 심해요.
643 오한   Chills   몸살이 걸려서 오한이 있어요.
644 구토   Vomiting  어제 밤에 저녁을 먹고 구토를 했어요.
645 발진   Skin rash  온 몸에 발진이 일어났어요.
646 고열   High fever  제 아기가 고열이 있어요.
647 감기   A cold   감기에 걸렸어요.
648 멀미   Nausea  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649 설사   Diarrhea  내 친구는 설사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650 알레르기  Allergy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