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線 LAN

現金

パスワード

クレジットカードは使えません。

We do not accept this credit card.
신용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すみませんが、クレジットカードが使えないようです。

I’m afraid this card didn’t get through.
죄송합니다만 신용카드가 사용 불가 합니다.

お忘れ物はございませんか？

はい

文章と単語を指差して
お申し付けくださいませ

いも〜れ！

Do you have everything with you?
잊으신 물건은 없습니까?

When you go out.
Tourist Information
관광 안내소
Phermacy
약국

薬局

郷土芸能

ここ
( 地図等を指して )
バス停
タクシー

Can I have a tourist map?

나는 _____ 에 가고 싶습니다.
관광 지도가 필요합니다.

Can I have a card with Hotel Address?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방 열쇠를 주세요.
방 번호 는 ______ 입니다.

号室のキーをください。

택시를 불러 줄 수 있나요?

May I have my room key?
Room number is
.

タクシーを呼んでくださいませんか？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観光マップがほしい。

.

ホテルの住所が記載されたカード
をいただけますか ?

I want to go to

へ行きたい。

Taxi
택시

Performance Art
향토 예능

芸術

Bus stop
버스 정류장

Local Art
지역 예술

Airport
공항

観光
案内所

ここに書いて
ください

Here (pointing on map.)
여기 (지도 가리키는.)

Local Foods
향토 요리

郷土料理

Please write it down here.
여기 적어주십시오.

空港

何泊されますか？

満室でございます。

こちらのフォームにご記入をお願いいたします。
（代表者のお名前だけで結構です）

部屋に鍵を置き忘れました。
具合が悪いです。
ケガをしました。
を失くしました。

I’ve lost my
.
나는 _____ 을 잃어버렸습니다.

いいえ

泊

I’m injured.
다쳤어요.

サインをお願いいたします。

人

I feel sick.
몸이 안좋아요.

右

I’ve locked myself
out of my room.
방에 열쇠를 두고 나왔어요.

Please sign here.
여기에 사인 해주세요.

아니오

Could you please point to
the phrases and words?
문장과 단어
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Credit Card
신용 카드

JPY cash only, please.
일본 엔만 사용 가능합니다.

左

NO

Welcome!
환영합니다!
Emergency

Left
왼쪽

Cash
현금

日本円しか使えません。

Right
오른쪽

クレジットカード

何名様でしょうか？

パスポートのコピーを取らせていただきます。
少々お待ちください。

チェックアウトの時間は

時です。

外出の際は鍵をフロントにお預けください。
前払いでお願いします。
払いでお願いします。

Please pay later.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지불 하시겠습니까?

電気

Please pay now.
계산 부탁드립니다.

お風呂 ( 大浴場 )

Please leave your key at the front,
when you go out.
외출 할 시에는 열쇠를 프론트에 맡겨주세요.

部屋番号

Please check out by
o’ clock.
체크아웃 시간은 ____시입니다.

This is your bill.
이 요금입니다.

お支払いはいかがいたしますか？

ご予約はされてますか ?

Wait a moment, please.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トイレ

May I take a photocopy of your passport?
나는 당신의 여권을 복사 할 수 있습니까?
It is required by law.
여권 사본 제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薬

(Just one form for each room)
(가족 당 대표자의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people
사람

YES
예

Please fill in this form.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料金はこちらになります。( 金額を書いて見せる )

チェックインをお願いします。

We have no room available.
만실입니다.

night
몇 박

レストラン

How many nights?
며칠 묵으십니까?

Checking out, please.
체크아웃 부탁드립니다.

病院

How many guests?
몇 명이십니까?

Check-out
チェックアウトをお願いします。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 하셨습니까?

Emergency Exit
비상구
Hospital
병원
Medicine
약
Room Number
방 번호
Electricity
전기

フロント

I’d like to check in.
체크인 부탁합니다.

Front Desk
프론트
Restaurant
레스토랑
Restroom
화장실
Public Bath
대욕장
Wi-Fi
Wi-Fi
Password
암호

非常口

Che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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