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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1  阿姨
ãyí

 아주머니, 이모

王阿姨的性格很好。

Wáng ãyí de xìnggé hěn hâo. 
왕 아주머니의 성격은 좋다. 

 002  啊
a 

 문장의 끝에서 감탄을 나타냄

你真漂亮啊! 

Nǐ zhēn piàoliang a!
당신은 정말 예쁘군요!

 003  矮 

âi

 ① (키가) 작다  ② (높이가) 낮다

他个子很矮。

Tã gèzi hěn âi. 
그는 키가 작다.

 004  爱好
àihào

 좋아하다      취미

我爱好运动。

Wǒ àihào yùndòng.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你有什么爱好?

Nǐ yǒu shénme àihào? 

당신은 어떤 취미가 있나요?

 005  安静
ãnjìng

 조용하다

教室里很安静。

Jiàoshì lǐ hěn ãnjìng. 
교실 안은 조용하다.

B

 006  把 

bâ  

 ~을(를)

请把书给我。

Qǐng bâ shū gěi wǒ.
책을 저에게 주세요.

 007  班 

bãn

 반

我们班有10个人。

Wǒmen bãn yǒu shí ge rén.
우리 반에는 10명이 있다.

 008  搬 

bãn

 이사하다, 옮기다

我昨天搬家了。

Wǒ zuótiãn bãnjiã le.
나는 어제 이사했다.

 009  半 

bàn

 반, 절반

我吃了半个苹果。

Wǒ chī le bàn ge píngguǒ.
나는 사과 반쪽을 먹었다. 

 010  办法 

bànfâ

 방법

你有什么办法?

Nǐ yǒu shénme bànfâ?
당신은 무슨 방법이 있나요?

 011  办公室
bàngōngshì

 사무실

办公室在8楼。

Bàngōngshì zài bã lóu.
사무실은 8층에 있다.

 012  帮忙
bãngmáng

 도움을 주다, 돕다

我愿意给他帮忙。

Wǒ yuànyì gěi tã bãngmáng.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013  包 

bão

 가방

我买了一个新包。

Wǒ mâi le yí ge xīn bão.
나는 가방 한 개를 새로 샀다.

 014  饱 

bâo

 배부르다

我吃饱了。

Wǒ chī bâo le. 
나는 배불리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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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  北方 

běifãng

 북방, 북쪽

他的家乡在北方。

Tã de jiãxiãng zài běifãng.
그의 고향은 북방에 있다.

 016  被 

bèi

 ~에 의해 ~당하다

面包被狗吃了。

Miànbão bèi gǒu chī le.
빵은 강아지에 의해 먹어졌다.

 017  鼻子 

bízi

 코

他的鼻子很高。

Tã de bízi hěn gão. 
그의 코는 높다.

 018  笔记本
bǐjìběn

 노트, 노트북 컴퓨터

我买了一个笔记本。

Wǒ mâi le yí ge bǐjìběn. 
나는 노트를 한 권 샀다.

 019  比较 

bǐjiào

 비교하다      비교적

请比较一下这两件衣服。

Qǐng bǐjiào yíxià zhè liâng jiàn yīfu. 
이 옷 두 벌 좀 비교해주세요. 

首尔的冬天比较冷。

Shǒu’ěr de dōngtiãn bǐjiào lěng. 
서울의 겨울은 비교적 춥다. 

 020  比赛 

bǐsài

 시합하다      시합, 경기

我要参加汉语比赛。

Wǒ yào cãnjiã Hànyǔ bǐsài.
나는 중국어 시합에 참가하려고 한다.

我们比赛跑步，看看谁跑得更快。

Wǒmen bǐsài pâobù, kànkan shéi pâo de gèng kuài.
우리 달리기 시합해서, 누가 더 빠르게 달리는지 보자.

 021  必须 

bìxū

 반드시

你两点必须来。

Nǐ liâng diân bìxū lái. 
너는 2시에 반드시 와야 한다. 

 022  变化 

biànhuà

 변화하다      변화

形势变化得很快。

Xíngshì biànhuà de hěn kuài.
형세의 변화가 빠르다. 

家乡的变化特别大。

Jiãxiãng de biànhuà tèbié dà. 
고향의 변화가 매우 크다.

 023  别人 

biérén

 남, 타인, 다른 사람

不要拿别人的东西。

Búyào ná biérén de dōngxi.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마세요. 

 024  冰箱 

bīngxiãng

 냉장고

冰箱里有鸡蛋。

Bīngxiãng li yǒu jīdàn. 
냉장고 안에 달걀이 있다. 

 025  不但 

búdàn

 ~뿐만 아니라

她不但漂亮，还很聪明。

Tã búdàn piàoliang, hái hěn cōngming.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하다.

C

 026  才 

cái

 ①  비로소, 이제야  ② 겨우, 고작

他今天才到。

Tã jīntiãn cái dào.
그는 오늘에서야 도착했다.

他今年才5岁。

Tã jīnnián cái wǔ suì. 
그는 올해 겨우 5살이다. 

 027  菜单(儿) 
càidãn(r)

 메뉴판

服务员! 请把菜单拿来! 

Fúwùyuán! Qǐng bâ càidãn ná lái!
종업원! 메뉴판을 갖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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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  参加 

cãnjiã

 참가하다

他明天参加汉语比赛。

Tã míngtiãn cãnjiã Hànyǔ bǐsài.
그는 내일 중국어 시합에 참가한다.

 029  草 

câo

 풀

兔子喜欢吃草。

Tùzi xǐhuan chī câo.
토끼는 풀 먹는 것을 좋아한다.

 030  层
céng

양 층

办公室在几层?

Bàngōngshì zài jǐ céng?
사무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031  差 

chà

   모자라다, 부족하다

   ① 나쁘다, 좋지 않다  ② 다르다, 차이가 나다

还差一个人。

Hái chà yí ge rén
아직 한 사람이 부족하다.

他的英语很差。

Tã de Yīngyǔ hěn chà. 
그의 영어(능력)는 좋지 않다.

 032  超市 

chãoshì

 슈퍼마켓, 마트

我家附近有一家大超市。

Wǒ jiã fùjìn yǒu yì jiã dà chãoshì. 
우리 집 부근에는 큰 슈퍼마켓이 하나 있다. 

 033  衬衫 

chènshãn

 셔츠, 블라우스

我穿了一件白衬衫。

Wǒ chuãn le yí jiàn bái chènshãn.
나는 흰색 셔츠를 입었다.  

 034  成绩 

chéngjì

 성적, 성과

她的成绩不差。

Tã de chéngjì bú chà.
그녀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035  城市 

chéngshì

 도시

首尔是一座大城市。

Shǒu’ěr shì yí zuò dà chéngshì. 
서울은 대도시이다. 

 036  迟到 

chídào

 지각하다

对不起，我迟到了。

Duìbuqǐ, wǒ chídào le. 
죄송합니다, 제가 지각했어요.

 037  除了 

chúle

 ~을 제외하고, ~외에

我除了学英语，还学汉语。

Wǒ chúle xué Yīngyǔ, hái xué Hànyǔ.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 외에, 중국어도 배운다.

 038  船
chuán

 배, 선박

我没坐过船。

Wǒ méi zuòguo chuán.
나는 배를 타본 적이 없다. 

 039  春 

chūn

 봄

我喜欢春天。

Wǒ xǐhuan chūntiãn. 
나는 봄을 좋아한다.

 040  词典 

cídiân

 사전

我要买一本中韩词典。

Wǒ yào mâi yì běn ZhōngHán cídiân.
나는 중한사전 한 권을 사려고 한다.

 041  聪明 

cōngming

 똑똑하다, 총명하다

我的儿子很聪明。

Wǒ de érzi hěn cōngming. 
내 아들은 똑똑하다.

D

 042  打扫 

dâsâo

 청소하다

妈妈在打扫客厅。

Mãma zài dâsâo kètīng.
엄마는 응접실을 청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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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  打算 

dâsuàn

 ~할 계획이다, ~할 생각이다

我打算去中国。

Wǒ dâsuàn qù Zhōngguó. 
나는 중국에 갈 계획이다.

 044  带 

dài

 휴대하다, 가지다

我忘带书了。

Wǒ wàng dài shū le. 
나는 책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045  担心 

dãnxīn

 걱정하다

别担心，会好的。

Bié dãnxīn, huì hâo de.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046  蛋糕 

dàngão

 케이크

我想吃蛋糕。

Wǒ xiâng chī dàngão.
나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

 047  当然 

dãngrán

 당연하다      당연히, 물론

当然! 

Dãngrán!
당연하지!

中国人当然会说汉语。

Zhōngguórén dãngrán huì shuō Hànyǔ.
중국인은 당연히 중국어를 할 줄 안다.

 048  地 

de

   부사어로 쓰이는 단어나 구 뒤에 쓰여,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他在努力地工作。

Tã zài nǔlì de gōngzuò.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049  灯 

dēng

 등, 램프

请把灯打开。

Qǐng bâ dēng dâkãi. 
등을 켜주세요.

 050  地方 

dìfang

 곳, 장소

这是什么地方?

Zhè shì shénme dìfang?
여기는 어디인가요? 

 051  地铁
dìtiě

 지하철

我坐地铁去上学。

Wǒ zuò dìtiě qù shàngxué. 
나는 지하철을 타고 등교한다. 

 052  地图 

dìtú

 지도

教室里有一张地图。

Jiàoshì lǐ yǒu yì zhãng dìtú.
교실 안에는 지도 한 장이 있다. 

 053  电梯 

diàntī

 엘리베이터

电梯坏了。

Diàntī huài le.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054  电子邮件
diànzǐyóujiàn

 이메일

我给他发了电子邮件。

Wǒ gěi tã fã le diànzǐyóujiàn.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055  东 

dōng

 동쪽

公共汽车站在东边。

Gōnggòng qìchē zhàn zài dōngbian. 
버스 정류장은 동쪽에 있다. 

 056  冬 

dōng

 겨울

韩国的冬天不冷。

Hánguó de dōngtiãn bù lěng. 
한국의 겨울은 춥지 않다.

 057  动物 

dòngwù

 동물

我很喜欢小动物。

Wǒ hěn xǐhuan xiâo dòngwù. 
나는 작은 동물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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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8  短 

duân

 짧다

这条裤子太短了。

Zhè tiáo kùzi tài duân le. 
이 바지는 너무 짧다. 

 059  段 

duàn

양 ① 단락 [사물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단위]

    ② (한) 동안 [시간이나 공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这段话我不懂。

Zhè duàn huà wǒ bù dǒng.
이 말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060  锻炼
duànliàn

 단련하다, 운동하다

我每天早上都锻炼身体。

Wǒ měitiãn zâoshang dōu duànliàn shēntǐ.
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

 061  多么 

duōme

 얼마나 [감탄이나 의문을 나타냄]

今天的天气多么好啊!

Jīntiãn de tiãnqì duōme hâo a!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E

 062  饿 

è

 배고프다

我饿了。

Wǒ è le. 
나는 배가 고프다.

 063  而且 

érqiě

 게다가, 또한

她不但英语好，而且汉语也很好。

Tã búdàn Yīngyǔ hâo, érqiě Hànyǔ yě hěn hâo.
그녀는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중국어도 잘한다.

 064  耳朵 

ěrduo

 귀

兔子的耳朵很长。

Tùzi de ěrduo hěn cháng. 
토끼의 귀는 길다.

F

 065  发 

fã

 보내다, 건네주다

请发电子邮件给我。

Qǐng fã diànzǐyóujiàn gěi wǒ. 
이메일을 제게 보내주세요.

 066  发烧
fãshão

 열이 나다

他发烧了。

Tã fãshão le. 
그는 열이 났다. 

 067  发现 

fãxiàn

 발견하다

这件事被他发现了。

Zhè jiàn shì bèi tã fãxiàn le. 
이 일은 그에 의해 발견되었다. 

 068  方便 

fãngbiàn

 편리하다

首尔的交通很方便。

Shǒu’ěr de jiãotōng hěn fãngbiàn. 
서울의 교통은 편리하다.

 069  放 

fàng

 놓다, 두다

我把书放在桌子上了。

Wǒ bâ shū fàng zài zhuōzi shang le.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 

 070  放心 

fàngxīn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你放心吧，别担心!

Nǐ fàngxīn ba, bié dãnxīn!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071  分 

fēn

양 ① 점, 점수   ② 펀 [중국 화폐 단위]

我得了95分。

Wǒ dé le jiǔshíwǔ fēn.
나는 95점을 받았다.

找您4角5分。

Zhâo nín sì jiâo wǔ fēn. 
4자오 5펀 거슬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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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  附近 

fùjìn

 부근, 근처

我家附近有一家银行。

Wǒ jiã fùjìn yǒu yì jiã yínháng. 
우리 집 부근에는 은행이 하나 있다. 

 073   复习
fùxí

 복습하다

考试前要好好复习。

Kâoshì qián yào hâohâo fùxí.
시험 전에는 충분히 복습해야 한다.  

G

 074  干净 

gãnjìng

 깨끗하다

首尔的马路很干净。

Shǒu’ěr de mâlù hěn gãnjìng. 
서울의 거리는 깨끗하다.

 075  感冒 

gânmào

 감기에 걸리다      감기

我感冒了。

Wǒ gânmào le. 
나는 감기에 걸렸다.

他得了重感冒。

Tã dé le zhòng gânmào. 
그는 독감에 걸렸다. 

 076  感兴趣
gân xìngqù

흥미를 느끼다, 관심이 있다

我对音乐很感兴趣。

Wǒ duì yīnyuè hěn gân xìngqù.
나는 음악에 흥미가 있다. 

 077  刚才 

gãngcái

 방금

刚才你说什么?

Gãngcái nǐ shuō shénme?
방금 당신은 뭐라고 하셨나요?

 078  个子 

gèzi

 키

弟弟的个子比我高。

Dìdi de gèzi bǐ wǒ gão. 
남동생의 키는 나보다 크다. 

 079  跟 

gēn

 ① ~와(과)  ② ~에게

我跟朋友去看电影。

Wǒ gēn péngyou qù kàn diànyǐng. 
나는 친구와 영화 보러 간다.

 080  根据 

gēnjù

 ~에 근거하여, ~에 따라

根据这段话，我们可以知道什么?

Gēnjù zhè duàn huà, wǒmen kěyǐ zhīdào shénme?
이 말에 근거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081  更 

gèng

 더욱, 더

今天比昨天更冷。

Jīntiãn bǐ zuótiãn gèng lěng.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

 082  公斤 

gōngjīn

양 킬로그램(kg)[무게의 단위]

我买了两公斤苹果。

Wǒ mâi le liâng gōngjīn píngguǒ.
나는 2킬로그램(kg)의 사과를 샀다. 

 083  公园 

gōngyuán

 공원

我家附近的公园很漂亮。

Wǒ jiã fùjìn de gōngyuán hěn piàoliang. 
우리 집 근처의 공원은 예쁘다.

 084  故事 

gùshi

 이야기

妈妈给孩子讲故事。

Mãma gěi háizi jiâng gùshi.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085  刮风 

guãfēng

 바람이 불다

今天首尔刮大风。

Jīntiãn Shǒu’ěr guã dà fēng. 
오늘 서울은 강한 바람이 분다. 

 086  关 

guãn

 ① 끄다, 닫다  ② 가두다

请把电视关了。

Qǐng bâ diànshì guãn le.
텔레비전을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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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  关系 

guãnxi

 관계

我们的关系很好。

Wǒmen de guãnxi hěn hâo. 
우리의 관계는 좋다.

 088  关心 

guãnxīn

 관심을 갖다      관심

老师很关心自己的学生。

Lâoshī hěn guãnxīn zìjǐ de xuésheng.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谢谢您的关心。

Xièxie nín de guãnxīn. 
당신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089  关于 

guãnyú

 ~에 관해

关于中国，他知道的很多。

Guãnyú Zhōngguó, tã zhīdào de hěn duō. 
중국에 관해, 그는 아는 것이 많다. 

 090  国家 

guójiã

 국가, 나라

世界上有很多国家。

Shìjiè shang yǒu hěn duō guójiã.
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있다. 

 091  过 

guò / guo

 ① 지나다, 경과하다  ② 지내다, 보내다  

조동   ~한 적이 있다(경험)

最近你过得怎么样?

Zuìjìn nǐ guò de zěnmeyàng?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我没去过中国。

Wǒ méi qùguo Zhōngguó. 
나는 중국에 가 본 적이 없다. 

 092  过去 

guòqù

 ① 지내다 ② 지나가다      과거

十多年过去了。

Shí duō nián guòqù le. 
10여 년이 지났다.

过去，他经常来书店。

Guòqù, tã jīngcháng lái shūdiàn. 
과거에 그는 서점에 자주 왔다. 

H

 093  还是 

háishi

   ① 여전히, 아직도  ② ~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또는

她还是那么漂亮。

Tã háishi nàme piàoliang.
그녀는 여전히 그렇게 예쁘다.

你去还是不去?

Nǐ qù háishi bú qù? 
너는 갈 거야, 아니면 안 갈 거야?

 094  害怕 

hàipà

 두려워하다, 겁내다

别害怕! 有我呢!

Bié hàipà! Yǒu wǒ ne!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095  黑板 

hēibân

 칠판

请把黑板擦干净。

Qǐng bâ hēibân cã gãnjìng. 
칠판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096  后来 

hòulái

 그 후

他先去了美国，后来又去了中国。

Tã xiãn qù le Měiguó, hòulái yòu qù le Zhōngguó. 
그는 먼저 미국에 갔고, 그 후 다시 중국에 갔다. 

 097  护照 

hùzhào

 여권

出国要带护照。

Chūguó yào dài hùzhào. 
출국하려면 여권을 가져가야 한다.

 098  花 

huã

 (돈, 시간을) 쓰다      꽃

我花了100块。

Wǒ huã le yìbâi kuài.
나는 100위안을 썼다.

春天来了，花都开了。

Chūntiãn lái le, huã dōu kãi le.
봄이 오니, 꽃이 모두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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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  画 

huà

 그리다

我喜欢画画儿。

Wǒ xǐhuan huà huàr.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100  坏 

huài

 고장 나다      나쁘다, 상하다

我的手机坏了。

Wǒ de shǒujī huài le. 
내 휴대 전화가 고장 났다. 

这个人真坏!

Zhège rén zhēn huài! 
이 사람은 정말 나쁘다!

 101  欢迎 

huãnyíng

 환영하다

欢迎你来到北京。

Huãnyíng nǐ lái dào Běijīng. 
당신이 베이징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02  还 

huán

 반환하다, 돌려주다

我把书还给他了。

Wǒ bâ shū huán gěi tã le.
나는 책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103  环境 

huánjìng

 환경

这里环境很好。

Zhèlǐ huánjìng hěn hâo.
이곳 환경은 좋다. 

 104  换 

huàn

 바꾸다, 교환하다

我换新手机了。

Wǒ huàn xīn shǒujī le. 
나는 새 휴대 전화로 바꿨다.

 105  黄河 

Huáng Hé

고유  황허

黄河是中国的母亲河。

Huáng Hé shì Zhōngguó de mǔqīn hé. 
황허는 중국의 어머니 강이다. 

 106   回答
huídá

 대답하다

你能回答这个问题吗?

Nǐ néng huídá zhège wèntí ma?
당신은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나요? 

 107  会议 

huìyì

 회의

今天的会议三点开始。

Jīntiãn de huìyì sãn diân kãishǐ. 
오늘 회의는 3시에 시작한다. 

 108  或者 

huòzhě

 혹은, 아니면

我晚上吃面包或者面条儿。

Wǒ wânshang chī miànbão huòzhě miàntiáor. 
나는 밤에 빵 아니면 국수를 먹는다.

J

 109  几乎 

jīhū

 거의

汉语我几乎都忘了。

Hànyǔ wǒ jīhū dōu wàng le. 
중국어를 나는 거의 다 잊어버렸다. 

 110  机会 

jīhuì

 기회

这是个很好的机会。

Zhè shì ge hěn hâo de jīhuì. 
이것은 매우 좋은 기회이다.

 111  极 

jí

 아주, 극히, 몹시

北极极冷。

Běijí jí lěng. 
북극은 몹시 춥다.

 112  记得 

jìde

 기억하고 있다

我还记得那件事。

Wǒ hái jìde nà jiàn shì.
나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113  季节 

jìjié

 계절

你最喜欢哪个季节?

Nǐ zuì xǐhuan nâge jìjié?
너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114  检查 

jiânchá

 검사하다, 조사하다

我每年都检查身体。

Wǒ měinián dōu jiânchá shēntǐ. 
나는 매년 신체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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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简单 

jiândãn

 간단하다, 단순하다

这个问题很简单。

Zhège wèntí hěn jiândãn. 
이 문제는 간단하다.

 116  健康 

jiànkãng

 건강      건강하다

健康最重要。

Jiànkãng zuì zhòngyào.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他很健康。

Tã hěn jiànkãng. 
그는 건강하다.

 117  见面 

jiànmiàn

 만나다

我们几点见面?

Wǒmen jǐ diân jiànmiàn? 
우리는 몇 시에 만나죠?

 118  讲 

jiâng

 이야기하다, 말하다, 강의하다

妈妈每天给我讲故事。

Mãma měitiãn gěi wǒ jiâng gùshi. 
엄마는 매일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 

 119  教 

jião

 가르치다

他教我汉语。

Tã jião wǒ Hànyǔ. 
그는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120  角 

jiâo

 뿔, 각, 모서리     양 자오 [중국 화폐 단위]

羊有两只角。

Yáng yǒu liâng zhī jiâo. 
양은 두 개의 뿔이 있다. 

我有8元5角钱。

Wǒ yǒu bã yuán wǔ jiâo qián. 
나는 8위안 5자오가 있다. 

 121  脚 

jiâo

 발

每个人都有两只脚。

Měi ge rén dōu yǒu liâng zhī jiâo. 
모든 사람은 발이 두 개 있다. 

 122  接 

jiē

 마중하다

爸爸每天去接孩子。

Bàba měitiãn qù jiē háizi. 
아빠는 매일 아이를 마중하러 간다. 

 123  街道 

jiēdào

 거리, 길

周末街道上有很多车。

Zhōumò jiēdào shang yǒu hěn duō chē. 
주말에 거리에는 많은 차가 있다. 

 124  结婚 

jiéhūn

 결혼하다

我们是去年结婚的。

Wǒmen shì qùnián jiéhūn de.
우리는 작년에 결혼했다.

 125  节目 

jiémù

 프로그램

我喜欢看韩国电视节目。

Wǒ xǐhuan kàn Hánguó diànshì jiémù. 
나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한다. 

 126  节日 

jiérì

 명절, 기념일

春节是中国最大的节日。

Chūnjié shì Zhōngguó zuì dà de jiérì. 
춘절(설)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다.

 127  结束 

jiéshù

 끝나다, 마치다

会议两个小时后结束。

Huìyì liâng ge xiâoshí hòu jiéshù. 
회의는 2시간 후 끝난다. 

 128  解决 

jiějué

 해결하다

这个问题还没解决。

Zhège wèntí hái méi jiějué.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129  借 

jiè

 빌리다

我借给你这本书。

Wǒ jiè gěi nǐ zhè běn shū. 
내가 너에게 이 책을 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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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经常 

jīngcháng

 자주, 종종

我经常去中国出差。

Wǒ jīngcháng qù Zhōngguó chūchãi.
나는 자주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

 131  经过 

jīngguò

 지나가다, 거치다      과정

我每天经过这个地方。

Wǒ měitiãn jīngguò zhège dìfang. 
나는 매일 이곳을 지나간다. 

我不了解这件事情的经过。

Wǒ bù liâojiě zhè jiàn shìqing de jīngguò. 
나는 이 일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132  经理 

jīnglǐ

 책임자, 사장

你们的经理在哪儿?

Nǐmen de jīnglǐ zài nâr? 
당신들의 책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33  久 

jiǔ

 시간이 길다, 오래다

对不起，让您久等了。

Duìbuqǐ, ràng nín jiǔ děng le. 
죄송합니다, 당신을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134  旧 

jiù

 낡다, 오래다

这本书很旧。

Zhè běn shū hěn jiù. 
이 책은 낡았다.

 135  句子 

jùzi

 문장

请用这个词说一个句子。

Qǐng yòng zhège cí shuō yí ge jùzi.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한 개의 문장을 말해주세요.

 136  决定 

juédìng

 결정하다      결정

我还没决定。

Wǒ hái méi juédìng.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这次你来做决定。

Zhè cì nǐ lái zuò juédìng.  
이번에는 네가 결정해. 

K

 137  渴 

kě

 목마르다, 갈증 나다 

我渴了。

Wǒ kě le. 
나는 목이 마르다. 

 138  可爱 

kě’ài

 귀엽다

这只小狗真可爱!

Zhè zhī xiâo gǒu zhēn kě’ài! 
이 강아지는 정말 귀엽구나!

 139  刻 

kè

양 15분(시간)

现在八点一刻。

Xiànzài bã diân yí kè. 
지금은 8시 15분이다.

 140  客人 

kèrén

 손님

家里来了三位客人。

Jiã li lái le sãn wèi kèrén. 
집에 세 분의 손님이 오셨다. 

 141  空调 

kōngtiáo

 에어컨

请把空调打开。

Qǐng bâ kōngtiáo dâkãi. 
에어컨을 켜주세요.

 142  口 

kǒu

 입

我口渴了。

Wǒ kǒu kě le. 
나는 목이 말라요. 

 143  哭 

kū

 울다

她突然哭了起来。

Tã tūrán kū le qǐlai.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144  裤子
kùzi

 바지

这条裤子很好看。

Zhè tiáo kùzi hěn hâokàn. 
이 바지는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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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筷子 

kuàizi

 젓가락

他不会用筷子。

Tã bú huì yòng kuàizi. 
그는 젓가락을 사용할 줄 모른다. 

L

 146  蓝 

lán

 남빛의, 남색의, 파랗다

天空是蓝色的。

Tiãnkōng shì lánsè de. 
하늘은 파랗다.

 147  老 

lâo

 늙다

我的爷爷老了。

Wǒ de yéye lâo le. 
우리 할아버지는 늙으셨다.

 148  离开 

líkãi

 떠나다

她就要离开这里了。

Tã jiù yào líkãi zhèlǐ le. 
그녀는 이곳을 곧 떠나려고 한다. 

 149  礼物 

lǐwù

 선물

我昨天给她买了一份礼物。

Wǒ zuótiãn gěi tã mâi le yí fèn lǐwù. 
나는 어제 그녀에게 선물을 한 개 사줬다. 

 150  历史 

lìshǐ

 역사

中国有五千多年的历史。

Zhōngguó yǒu wǔqiãn duō nián de lìshǐ. 
중국은 5천 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151  脸 

liân

 얼굴

起床后要洗脸。

Qǐchuáng hòu yào xǐliân. 
기상 후에는 얼굴을 씻어야 한다. 

 152  练习 

liànxí

 연습하다

我每天练习说汉语。

Wǒ měitiãn liànxí shuō Hànyǔ. 
나는 매일 중국어 말하기를 연습한다.

 153  辆 

liàng

양 대 [차량을 세는 단위]

我家有两辆车。

Wǒ jiã yǒu liâng liàng chē. 
우리 집에는 두 대의 자동차가 있다.

 154  聊天 

liáotiãn

 이야기하다, 채팅하다

我不喜欢用手机聊天。

Wǒ bù xǐhuan yòng shǒujī liáotiãn. 
나는 휴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55  了解 

liâojiě

 이해하다, 자세하게 알다

她很了解我。

Tã hěn liâojiě wǒ. 
그녀는 나를 매우 잘 이해한다. 

 156  邻居 

línjū

 이웃

我有个邻居是外国人。

Wǒ yǒu ge línjū shì wàiguórén. 
나에게는 외국인 이웃이 있다.

 157  留学 

liúxué

 유학하다

我想去中国留学。

Wǒ xiâng qù Zhōngguó liúxué. 
나는 중국에 유학하러 가고 싶다. 

 158  楼 

lóu

 건물    양 층

这座楼真高啊!

Zhè zuò lóu zhēn gão a! 
이 건물은 정말 높구나!

会议室在三楼。

Huìyìshì zài sãn lóu.
회의실은 3층에 있다. 

 159  绿 

lǜ

 푸르다

叶子是绿色的。

Yèzi shì lǜsè de. 
잎은 초록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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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60  马 

mâ

 말

我喜欢骑马。

Wǒ xǐhuan qí mâ.
나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한다.

 161  马上 

mâshàng

 곧, 즉시, 바로

我马上回来。

Wǒ mâshàng huílai. 
나는 바로 돌아올 거예요.

 162  满意 

mânyì

 ~에 만족하다     만족하다     

我很满意这里的环境。

Wǒ hěn mânyì zhèlǐ de huánjìng. 
나는 이곳의 환경에 만족한다.

我对成绩很满意。

Wǒ duì chéngjì hěn mânyì. 
나는 성적에 관해 만족한다.

 163  帽子 

màozi

 모자

我刚买了一顶帽子。

Wǒ gãng mâi le yì dǐng màozi. 
나는 막 모자 한 개를 샀다. 

 164  米 

mǐ

 쌀     양 미터(m) [길이의 단위]

韩国人喜欢吃米。

Hánguórén xǐhuan chī mǐ. 
한국인은 쌀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从这儿走100米就到了。

Cóng zhèr zǒu yìbâi mǐ jiù dào le. 
여기로부터 100미터(m) 걸어가면 도착한다. 

 165  面包 

miànbão

 빵

他们喜欢吃面包。

Tãmen xǐhuan chī miànbão. 
그들은 빵 먹는 것을 좋아한다.

 166  明白 

míngbai

 이해하다, 알다   명확하다 

我明白你的意思。

Wǒ míngbai nǐ de yìsi. 
나는 너의 뜻을 이해했다. 

他说得很明白。
Tã shuō de hěn míngbai. 
그는 명백하게 말했다. 

N

 167  拿 

ná

 들다, 가지다

我帮你拿着行李箱。

Wǒ bãng nǐ názhe xínglǐxiãng. 
내가 너를 도와 여행용 가방을 들게.

 168  奶奶 

nâinai

 할머니

我奶奶今年八十岁了。

Wǒ nâinai jīnnián bãshí suì le. 
우리 할머니는 올해 80세가 되셨다.

 169  南 

nán

 남, 남쪽

我家在南方。

Wǒ jiã zài nánfãng. 
우리 집은 남쪽에 있다.

 170  难 

nán

 어렵다, 힘들다

这个题太难了。

Zhège tí tài nán le.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171  难过 

nánguò

 괴롭다, 슬프다

你别难过。

Nǐ bié nánguò. 
너는 괴로워하지 마라. 

 172  年级 

niánjí

 학년

我女儿今年上小学二年级。

Wǒ nǚ’ér jīnnián shàng xiâoxué èr niánjí. 
내 딸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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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年轻 

niánqīng

 젊다

她长得很年轻。

Tã zhâng de hěn niánqīng. 
그녀는 젊게 생겼다.

 174  鸟 

niâo

 새

这只小鸟真可爱。

Zhè zhī xiâo niâo zhēn kě’ài. 
이 작은 새는 정말 귀엽다.

 175  努力 

nǔlì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

我会更努力的。

Wǒ huì gèng nǔlì de. 
나는 더 노력할 것이다.

P

 176  爬山 

páshãn

 등산하다

爸爸喜欢爬山。

Bàba xǐhuan páshãn. 
아빠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177  盘子 

pánzi

 접시, 쟁반 

我不喜欢洗盘子。

Wǒ bù xǐhuan xǐ pánzi. 
나는 접시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78  胖 

pàng

 뚱뚱하다, 살찌다

我最近胖了一公斤。

Wǒ zuìjìn pàng le yì gōngjīn. 
나는 최근에 살이 1킬로그램(kg) 쪘다. 

 179  啤酒 

píjiǔ

 맥주

给我一杯啤酒，好吗?

Gěi wǒ yì bēi píjiǔ, hâo ma? 
저에게 맥주 한 잔을 주시겠어요?

 180  皮鞋 

píxié

 가죽 신발

我买了一双皮鞋。

Wǒ mâi le yì shuãng píxié. 
나는 가죽 신발 한 켤레를 샀다.

181  瓶子 

píngzi

 병

这个瓶子很漂亮。

Zhège píngzi hěn piàoliang.
이 병은 예쁘다.

Q

 182  骑 

qí

 타다

我八岁就会骑自行车了。

Wǒ bã suì jiù huì qí zìxíngchē le. 
나는 8살 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183  奇怪 

qíguài

 이상하다

他的性格很奇怪。

Tã de xìnggé hěn qíguài. 
그의 성격은 이상하다.

 184  其实 

qíshí

 사실

他其实什么都不知道。

Tã qíshí shénme dōu bù zhīdào. 
그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185  其他 

qítã

 기타, 다른 것

其他衣服都不好看。

Qítã yīfu dōu bù hâokàn. 
다른 옷은 모두 예쁘지 않다.

 186  起飞 

qǐfēi

 이륙하다

飞机几点起飞?

Fēijī jǐ diân qǐfēi? 
비행기는 몇 시에 이륙하나요? 

 187  起来 

qǐlai

 일어나다, 기상하다

快起来，都8点了。

Kuài qǐlai, dōu bã diân le. 
빨리 일어나, 벌써 8시야.

 188  清楚 

qīngchu

 분명하다, 명확하다, 뚜렷하다

她说得很清楚。

Tã shuō de hěn qīngchu. 
그녀는 분명하게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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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请假 

qǐngjià

 휴가를 신청하다

她请假了。

Tã qǐngjià le. 
그녀는 휴가를 신청했다.

 190  秋 

qiū

 가을

秋天来了。

Qiūtiãn lái le. 
가을이 왔다.

 191  裙子 

qúnzi

 치마

这条裙子很漂亮。

Zhè tiáo qúnzi hěn piàoliang. 
이 치마는 예쁘다.

R

 192   然后 

ránhòu

 그런 다음

我们先去吃饭，然后去看电影吧。

Wǒmen xiãn qù chīfàn, ránhòu qù kàn diànyǐng ba.
우리 먼저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193  热情 

rèqíng

 열정, 열의       친절하다, 열정적이다     

她对生活很有热情。

Tã duì shēnghuó hěn yǒu rèqíng. 
그녀는 생활에 관해 매우 열정이 있다.

她对别人很热情。

Tã duì biérén hěn rèqíng.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

 194  认为 

rènwéi

 ~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我认为汉语不难。

Wǒ rènwéi Hànyǔ bù nán. 
나는 중국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195  认真 

rènzhēn

 열심히 하다, 진지하다

他学习很认真。

Tã xuéxí hěn rènzhēn.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196  容易 

róngyì

 쉽다, 용이하다

这道题很容易。

Zhè dào tí hěn róngyì. 
이 문제는 쉽다.

 197  如果 

rúguǒ

 만약 ~라면

如果你不去，我也不去了。

Rúguǒ nǐ bú qù, wǒ yě bú qù le. 
만약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걸 거야.

S

 198  伞 

sân

 우산

我没带伞。

Wǒ méi dài sân. 
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199  上网 

shàngwâng

 인터넷을 하다 

他每天在家上网。

Tã měitiãn zài jiã shàngwâng. 
그는 매일 집에서 인터넷을 한다.

 200  生气 

shēngqì

 화내다

她不容易生气。

Tã bù róngyì shēngqì. 
그녀는 쉽게 화내지 않는다.

 201  声音 

shēngyīn

 소리, 목소리

我妹妹的声音很好听。

Wǒ mèimei de shēngyīn hěn hâotīng. 
내 여동생의 목소리는 듣기 좋다.

 202  试 

shì

 시험 삼아 해 보다

我能试试这件衣服吗?

Wǒ néng shìshi zhè jiàn yīfu ma?
제가 이 옷을 입어 봐도 될까요?

 203  世界 

shìjiè

 세계

世界很大。

Shìjiè hěn dà. 
세계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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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瘦 

shòu

 마르다

我最近瘦了一公斤。

Wǒ zuìjìn shòu le yì gōngjīn. 
나는 최근에 1킬로그램(kg) 말랐다.

 205  舒服 

shūfu

 편안하다

我今天有点儿不舒服。

Wǒ jīntiãn yǒudiânr bù shūfu. 
나는 오늘 좀 몸이 좋지 않다. 

 206  叔叔
shūshu

 아저씨, 삼촌

张叔叔是一位教授。

Zhãng shūshu shì yí wèi jiàoshòu. 
장 아저씨는 교수이다.

 207  树 

shù

 나무

树变绿了。

Shù biàn lǜ le. 
나무가 푸르게 변했다.

 208  数学 

shùxué

 수학

我不太喜欢数学。

Wǒ bútài xǐhuan shùxué. 
나는 수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209  刷牙 

shuãyá

 이를 닦다, 양치질하다

饭后一定要刷牙。

Fàn hòu yídìng yào shuãyá.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를 닦아야 한다.

 210  双 

shuãng

양 쌍, 켤레 [쌍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세는 단위]

我要买一双鞋。

Wǒ yào mâi yì shuãng xié.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사려고 한다.

 211  水平 

shuǐpíng

 수준

她汉语水平提高了。

Tã Hànyǔ shuǐpíng tígão le. 
그녀의 중국어 수준이 향상되었다.

 212  司机 

sījī

 기사, 운전사

我爸爸是一名公共汽车司机。

Wǒ bàba shì yì míng gōnggòng qìchē sījī. 
우리 아빠는 버스 기사이다.

T

 213  太阳 

tàiyáng

 태양, 해

太阳很大。

Tàiyáng hěn dà. 
태양은 크다

 214  特别 

tèbié

 특별하다       특히, 매우

这条裙子很特别。

Zhè tiáo qúnzi hěn tèbié. 
이 치마는 특별하다.

这条裙子特别漂亮。

Zhè tiáo qúnzi tèbié piàoliang. 
이 치마는 특히 예쁘다.

 215  疼 

téng

 아프다

我头疼。

Wǒ tóuténg. 
나는 머리가 아프다.

 216  提高 

tígão

 향상시키다, 끌어올리다

我想提高汉语水平。

Wǒ xiâng tígão Hànyǔ shuǐpíng. 
나는 중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다.

 217  体育 

tǐyù

 체육, 스포츠

爸爸喜欢看体育节目。

Bàba xǐhuan kàn tǐyù jiémù. 
아빠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218  甜 

tián

 달다

这块蛋糕太甜了。

Zhè kuài dàngão tài tián le. 
이 케이크는 너무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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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条 

tiáo

양 줄기, 가닥 [가늘고 긴 것을 세는 단위]

走这条路的人很多。

Zǒu zhè tiáo lù de rén hěn duō. 
이 길로 다니는 사람은 많다.

 220  同事
tóngshì

 동료

我和同事的关系很好。

Wǒ hé tóngshì de guãnxi hěn hâo. 
나와 동료의 관계는 좋다.

 221  同意 

tóngyì

 동의하다

我要请假，经理不同意。

Wǒ yào qǐngjià,  jīnglǐ bù tóngyì. 
내가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는다.

 222  头发 

tóufa

 머리카락

我要留长头发。

Wǒ yào liú cháng tóufa. 
나는 긴 머리를 남겨 놓으려고 한다. 

 223  突然 

tūrán

 갑자기

我突然想不起来了。

Wǒ tūrán xiâng bu qǐlai le.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 

 224  图书馆
túshūguân

 도서관

我每天去图书馆学习。

Wǒ měitiãn qù túshūguân xuéxí. 
나는 매일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

 225   腿 

tuǐ

 다리

我的两条腿都很疼。

Wǒ de liâng tiáo tuǐ dōu hěn téng. 
나의 두 다리가 모두 아프다.

W

 226  完成 

wánchéng

 완성하다, 끝내다

我已经完成作业了。

Wǒ yǐjīng wánchéng zuòyè le. 
나는 이미 숙제를 끝냈다.

 227  碗 

wân

 그릇, 공기

我吃了三碗饭。

Wǒ chī le sãn wân fàn. 
나는 밥을 세 공기 먹었다.

 228  万 

wàn

 10000, 만

我花一万块钱买了这辆车。

Wǒ huã yíwàn kuài qián mâi le zhè liàng chē. 
나는 만 위안을 써서 이 차를 샀다.

 229  忘记 

wàngjì

 잊다

我不会忘记你们的。

Wǒ bú huì wàngjì nǐmen de. 
나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230  为 

wèi

 ① ~을 위해   ② ~때문에

妈妈为我洗衣服。

Mãma wèi wǒ xǐ yīfu. 
엄마는 나를 위해 빨래를 해주신다. 

 231  为了 

wèile

 ~을 위하여

为了提高汉语，我每天学习。

Wèile tígão Hànyǔ, wǒ měitiãn xuéxí. 
중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나는 매일 공부한다.

 232  位 

wèi

양 분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세는 단위]

今天来了三位外国客人。

Jīntiãn lái le sãn wèi wàiguó kèrén. 
오늘 세 분의 외국 손님이 오셨다.

 233  文化 

wénhuà

 문화

我对中国文化很感兴趣。

Wǒ duì Zhōngguó wénhuà hěn gân xìngqù. 
나는 중국 문화에 관해 흥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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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34  西 

xī

 서, 서쪽

银行在我家西边。

Yínháng zài wǒ jiã xībian. 
은행은 우리 집 서쪽에 있다.

 235  习惯 

xíguàn

 습관이 되다, 익숙해지다    습관      

我已经习惯了。

Wǒ yǐjīng xíguàn le. 
나는 이미 익숙해졌다.

他有很多好习惯。

Tã yǒu hěn duō hâo xíguàn. 
그는 좋은 습관이 많이 있다.

 236  洗手间
xǐshǒujiãn

 화장실

我想去洗手间。

Wǒ xiâng qù xǐshǒujiãn.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

 237  洗澡 

xǐzâo

 샤워하다, 목욕하다

他在洗澡。

Tã zài xǐzâo. 
그는 샤워하고 있다.

 238  夏 

xià

 여름

韩国的夏天很热。

Hánguó de xiàtiãn hěn rè. 
한국의 여름은 덥다.

 239  先 

xiãn

 우선, 먼저

我们先去吃饭吧。

Wǒmen xiãn qù chīfàn ba. 
우리는 먼저 밥 먹으러 가자.

 240  香蕉 

xiãngjião

 바나나

我喜欢吃香蕉。

Wǒ xǐhuan chī xiãngjião. 
나는 바나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

 241  相信 

xiãngxìn

 믿다

我相信他。

Wǒ xiãngxìn tã. 
나는 그를 믿는다.

 242  向 

xiàng

 ~을 향하여, ~에게

我向他借了100块钱。

Wǒ xiàng tã jiè le yìbâi kuài qián. 
나는 그에게 100위안을 빌렸다. 

 243  像 

xiàng

 ~와 같다, 닮다

她长得很像爸爸。

Tã zhâng de hěn xiàng bàba. 
그녀는 생긴 것이 아빠를 닮았다.

 244  小心 

xiâoxīn

 조심하다

出门要小心。

Chūmén yào xiâoxīn. 
외출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245  校长 

xiàozhâng

 교장

我们的校长很热情。

Wǒmen de xiàozhâng hěn rèqíng. 
우리 교장 선생님은 친절하다.

 246  新闻 

xīnwén

 뉴스

爸爸每天看新闻。

Bàba měitiãn kàn xīnwén. 
아빠는 매일 뉴스를 보신다. 

 247  新鲜 

xīnxiãn

 신선하다

这儿的水果很新鲜。

Zhèr de shuǐguǒ hěn xīnxiãn. 
이곳의 과일은 신선하다.

 248  信用卡 

xìnyòngkâ

 신용카드

我有两张信用卡。

Wǒ yǒu liâng zhãng xìnyòngkâ.
나는 신용카드가 두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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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行李箱
xínglǐxiãng

 여행용 가방, 캐리어

这个行李箱很重。

Zhège xínglǐxiãng hěn zhòng. 
이 여행용 가방은 무겁다.

 250  熊猫 

xióngmão

 판다

中国有很多熊猫。

Zhōngguó yǒu hěn duō xióngmão. 
중국에는 판다가 많이 있다.

 251  需要 

xūyào

 필요하다      필요, 수요

我现在需要钱。

Wǒ xiànzài xūyào qián.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我们有需要的话再叫你。

Wǒmen yǒu xūyào dehuà zài jiào n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252  选择 

xuânzé

 선택하다

请选择一个。

Qǐng xuânzé yí ge.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Y

 253  要求 

yãoqiú

 요구하다      요구

老师要求我们努力学习。

Lâoshī yãoqiú wǒmen nǔlì xuéxí. 
선생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

妈妈对我要求很严格。

Mãma duì wǒ yãoqiú hěn yángé. 
엄마는 나에 대해 요구가 엄격하다. 

 254  爷爷 

yéye

 할아버지

我的爷爷年纪大了。

Wǒ de yéye niánjì dà le.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다.

 255  一定 

yídìng

 반드시, 꼭

明天你一定要来。

Míngtiãn nǐ yídìng yào lái. 
내일 너는 반드시 와야 한다.

 256  一共 

yígòng

 모두, 전부

一共多少钱?

Yígòng duōshao qián? 
모두 얼마예요? 

 257  一会儿 

yíhuìr

 잠시, 잠깐

请等一会儿。

Qǐng děng yíhuìr. 
잠시 기다려 주세요.

 258  一样 

yíyàng

 같다

我跟爸爸一样高。

Wǒ gēn bàba yíyàng gão. 
나는 아빠와 키가 같다. 

 259  以前 

yǐqián

 이전

我以前没吃过中国菜。

Wǒ yǐqián méi chīguo Zhōngguócài. 
나는 이전에는 중국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

 260  一般 

yìbãn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평범하다

这家饭店的菜味道一般。

Zhè jiã fàndiàn de cài wèidào yìbãn. 
이 식당의 요리 맛은 평범하다.

 261  一边(儿)
yìbiãn(r)

 ~하면서 (~하다)

她一边吃饭一边看电视。

Tã yìbiãn chīfàn yìbiãn kàn diànshì.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262  一直 

yìzhí

 계속, 줄곧

我一直在学习汉语。

Wǒ yìzhí zài xuéxí Hànyǔ. 
나는 줄곧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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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音乐 

yīnyuè

 음악

我喜欢中国音乐。

Wǒ xǐhuan Zhōngguó yīnyuè. 
나는 중국 음악을 좋아한다.

 264  银行 

yínháng

 은행

附近有一家银行。

Fùjìn yǒu yì jiã yínháng. 
근처에 은행이 하나 있다.

 265  饮料 

yǐnliào

 음료

我喝饮料，不喝酒。

Wǒ hē yǐnliào, bù hē jiǔ. 
나는 음료는 마시고, 술은 마시지 않는다.

 266  应该 

yīnggãi

조동 ① 마땅히 ~해야 한다    ② ~할 것이다

我们应该保护环境。

Wǒmen yīnggãi bâohù huánjìng.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他应该知道。

Tã yīnggãi zhīdào. 
그가 알 것이다.

 267  影响 

yǐngxiâng

 영향을 주다     영향     

习惯影响健康。

Xíguàn yǐngxiâng jiànkãng. 
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준다.

习惯对健康的影响很大。

Xíguàn duì jiànkãng de yǐngxiâng hěn dà. 
습관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68  用 

yòng

 쓰다, 사용하다

中国人吃饭用筷子。

Zhōngguórén chīfàn yòng kuàizi. 
중국인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한다.

 269  游戏 

yóuxì

 게임

他玩了一天游戏。

Tã wán le yì tiãn yóuxì. 
그는 온종일 게임을 했다.

 270  有名 

yǒumíng

 유명하다

他是一个有名的作家。

Tã shì yí ge yǒumíng de zuòjiã. 
그는 유명한 작가이다.

 271  又 

yòu

 또, 다시

今天又下雨了。

Jīntiãn yòu xiàyǔ le. 
오늘 또 비가 온다.

 272  遇到 

yùdào

 만나다, 맞닥뜨리다

今天我在路上遇到老师了。

Jīntiãn wǒ zài lùshang yùdào lâoshī le. 
오늘 나는 길에서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273  元 

yuán

양 위안 [중국 화폐 단위]

一共100元。

Yígòng yìbâi yuán. 
모두 100위안입니다.

 274  愿意 

yuànyì

 원하다

我不愿意去。

Wǒ bú yuànyì qù. 
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275  越 

yuè

 더욱더, 갈수록

天气越来越冷了。

Tiãnqì yuèláiyuè lěng le. 
날씨가 더욱더 추워진다.

 276  月亮 

yuèliang

 달

今天的月亮很圆。

Jīntiãn de yuèliang hěn yuán. 
오늘 달이 둥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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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77  站 

zhàn

 서다      역, 정류장

我站在他的右边。

Wǒ zhàn zài tã de yòubian. 
나는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 

这儿没有火车站。

Zhèr méi yǒu huǒchēzhàn. 
이곳에는 기차역이 없다.

 278  张 

zhãng

양 장 [넓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

我买了一张电影票。

Wǒ mâi le yì zhãng diànyǐngpiào.
나는 영화표 한 장을 샀다.

 279  长 

zhâng

   ① 자라다     ②  생기다

我也长大了。

Wǒ yě zhângdà le.
나도 자랐다.

她长得很漂亮。

Tã zhâng de hěn piàoliang.  
그녀는 예쁘게 생겼다.

 280  着急 

zháojí

 조급해하다

他很着急。 

Tã hěn zháojí. 
그는 조급해한다.

 281  照顾 

zhàogù

 돌보다

我照顾弟弟。 

Wǒ zhàogù dìdi. 
나는 남동생을 돌본다.

 282  照片 

zhàopiàn

 사진

这张照片很旧。

Zhè zhãng zhàopiàn hěn jiù.
이 사진은 오래됐다. 

 283  照相机
zhàoxiàngjī

 사진기

我用照相机拍了很多照片。

Wǒ yòng zhàoxiàngjī pãi le hěn duō zhàopiàn.  
나는 사진기를 사용해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284  只 

zhī / zhǐ

양 ① 마리 [동물을 세는 단위]   

     ②  쪽, 짝 [쌍을 이루는 물건의 하나를 세는 단위]

 오직, 다만, 겨우, 단지

我家有两只狗。

Wǒ jiã yǒu liâng zhī gǒu.
우리 집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我丢了一只鞋。 

Wǒ diū le yì zhī xié. 
나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 

妈妈只给了我两块钱。

Mãma zhǐ gěi le wǒ liâng kuài qián. 
엄마는 나에게 겨우 2위안을 주셨다. 

 285  只有 

zhǐyǒu

 ~만 있다, ~밖에 없다        오직 ~해야만

这儿只有一种饮料。 

Zhèr zhǐyǒu yì zhǒng yǐnliào. 
이곳에는 한 가지 음료밖에 없다.

只有努力学习，才能成功。

Zhǐyǒu nǔlì xuéxí, cái néng chénggōng.  
오직 열심히 공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286  中间 

zhōngjiãn

 중간

我站在爸爸和妈妈中间。

Wǒ zhàn zài bàba hé mãma zhōngjiãn. 
나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서 있다.

 287  中文 

Zhōngwén

 중국어

这家商店有中文服务。

Zhè jiã shãngdiàn yǒu Zhōngwén fúwù. 
이 상점에는 중국어 서비스가 있다. 

 288  终于 

zhōngyú

 마침내, 결국

他终于来了。

Tã zhōngyú lái le.
그가 마침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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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种 

zhǒng

양 종류 [종류를 세는 단위]

他会说两种外语。

Tã huì shuō liâng zhǒng wàiyǔ. 
그는 2개 국어를 말할 수 있다.

 290  重要 

zhòngyào

 중요하다

这件事很重要。 

Zhè jiàn shì hěn zhòngyào. 
이 일은 중요하다.

 291  周末 

zhōumò

 주말

周末我要去爬山。 

Zhōumò wǒ yào qù páshãn. 
주말에 나는 등산가려고 한다.

 292  主要 

zhǔyào

 주요한, 주된        주로, 대부분

对学生来说，学习是最主要的。

Duì xuésheng láishuō, xuéxí shì zuì zhǔyào de.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는 가장 주된 것이다.

这句话主要告诉我们什么? 

Zhè jù huà zhǔyào gàosu wǒmen shénme? 
이 말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293  注意 

zhùyì

 주의하다

开车请注意安全。 

Kãichē qǐng zhùyì ãnquán. 
운전할 때는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294  自己 

zìjǐ

 자기, 자신, 스스로

自己的事情自己做。 

Zìjǐ de shìqing zìjǐ zuò. 
자기 일은 스스로 해라.

 295  自行车
zìxíngchē

 자전거

我骑自行车上学。 

Wǒ qí zìxíngchē shàngxué.
나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다.

 296  总是 

zǒngshì

 늘, 항상

她总是给我打电话。

Tã zǒngshì gěi wǒ dâ diànhuà.  
그녀는 늘 나에게 전화를 한다.

 297  嘴 

zuǐ

 입

每个人都有一张嘴。 

Měi ge rén dōu yǒu yì zhãng zuǐ. 
모든 사람은 한 개의 입이 있다.

 298  最后 

zuìhòu

 최후, 맨 마지막

这是最后公共汽车。

Zhè shì zuìhòu gōnggòng qìchē.
이것은 맨 마지막 버스이다.

 299  最近 

zuìjìn

 최근, 요즘

你最近过得怎么样? 

Nǐ zuìjìn guò de zěnmeyàng? 
너는 최근에 어떻게 지내니?

 300  作业 

zuòyè

 숙제

弟弟在写作业。

Dìdi zài xiě zuòyè. 
남동생은 숙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