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강) 왕초보들을 위한 기초 중에 기초단어 100 
 
1. come 오다  
When did you come to Korea? 당신 언제 한국에 왔어요? 
* Korea는 e에 강세가 있습니다. 
* the USA, the UK, the Philippines 등에는 the를 붙이지만, Korea, Japan, China, America 등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Come to my party tonight. 오늘밤 저의 파티에 오세요. 
 
 
2. get 받다, 사다, 얻다, (어디에 가서) 가져[데려/불러] 오다 등  
I got a new car for my birthday. 나 생일 선물로 새로운 차를 받았어. 
What did you get at the mall? 쇼핑몰에서 뭐 샀어? 
* 당연히 get 대신 buy를 써도 되지만, get을 선호합니다. 
What did you get? 뭐 시켰어? What is that? 그거 뭐야? - I got an Americano. 아메리카노 시켰어. 
I got five wrong on the test. 나 시험에서 다섯개 틀렸어. 
* wrong - 틀린 (여기서는 구어체적으로 ‘틀린 문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Can you get me a drink while you’re up? 서있는 김에 마실 것 좀 가져다 줄래? 
* while ~ - ~하는 동안에 
* 중요 패턴: Can you get me ~? ~를 가져다 줄래? 
 
 
3. give 주다 
Give the toy to the baby. 그 장난감을 아기한테 주세요. 
* toy - 장난감 
* Give me the money. 처럼 give 다음에 사람을 쓰고, 물건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예문처럼 give 물건 to 
사람의 형태로도 잘 씁니다. 
I gave back the shirt I borrowed. 난 내가 빌렸던 셔츠를 돌려주었다. 
* borrow - 빌리다 
 
 
4. go 가다 
I usually go to English class after school. 나는 보통 방과후에 영어 교실에 가. 
* after school 방과후 
* academy는 강세가 두번째 a에 강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가 아니라 ‘어캐르미’ 정도로 발음 
됩니다. 
 
 
5. keep 계속해서~하다 / 가지다 
Keep trying your best.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Keep up the good work! 수고하세요! 
Keep the change. 잔돈은 가지세요. 
* change – 잔돈 



	

	

6. let (~을 하도록)허락하다. 
Please, let me see it. 내가 그걸 보게 해줘. 
* let me는 I will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이해가 더 편합니다. 
Let me get that for you.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Let me know how you feel.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 ‘어떻게’ 라고 해서 think를 쓸 때는 how를 쓰면 안되고, what을 써야 한다.  
 
 
7. make 만들다 
I’ll make some cake. 내가 케익을 좀 만들게. 
* rhyme - 라임, 운율 
* I’ll make some cake for us to take to the lake…. make, cake, take, lake 등의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써서 
운율을 맞춘 문장입니다. 뜻은 ‘내가 우리가 호수로 가져갈 수 있게 케익을 좀 만들게.’ 입니다. 힙합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팝송 가사들도 운율을 맞춘 것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I’ll make us something to eat. 내가 우리 먹을 것 좀 뭐 만들게. 
* buy대신 get을 쓰는 것처럼, cook 대신에 이렇게 make를 쓰기도 합니다. eat 대신에 have를 쓰기도 
합니다. 
 
 
8. put  (특정한 장소· 위치에) 놓다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그릇들을 식기세척기에 넣어줘. 
* dish - 그릇, 접시 / dishwasher - 식기세척기 
Put this book back where you found it. 이 책을 너가 찾은 곳에 되돌려놔. 
* put ~ back - ~를 제자리에 돌려놓다 / found - find(찾다, 발견하다)의 과거형 
 
 
9. seem (…인·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인 것 같다 
* ee 이기 때문에 장음이 되니까 길게 발음해주세요. 
It doesn't seem like Christmas. 크리스마스 인 것 같지 않아요. 
* 음절의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Christmas 는 영어로 2음절입니다. 우리말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5음절이 됩니다. 
He doesn’t seem to be a very nice person. 그 사람 아주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 seem like / seem to (동사) 이 두가지 형태 잘 알아두세요. 
 
 
10. take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다  
Take the garbage can outside. 쓰레기통을 밖으로 내다줘. 
* garbage can - 쓰레기통 
Take this letter to your teacher. 이 편지를 네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렴. 
* take A to B - A를 B로 데리고 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