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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Culture Lab.

Lesson 1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Lesson 2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Lesson 3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Lesson 4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Lesson 5 제시 말 듣고 핵심어 채워쓰기  Listen and write a keyword in blank

Lesson 6 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Lesson 7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esson 8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제시 말 Presented Voice 핵심어 Keyword 듣기 Listen

나의 말 My Voice 주제문 Topic Sentence 따라하기 Repeat

제시 글 Presented Words 녹음하기 Record

나의 글 My Words 읽기 Read

말하기 Speak

쓰기 Write

채워쓰기 Write in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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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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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1-1-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1-1-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1-1-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1-1-1-4



제시 말 듣고 핵심어 채워쓰기
Listen and write a keyword in blank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21살입니다.

1-1-1-5



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1-1-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나는 23살입니다.

1-1-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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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am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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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1-2-1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1-1-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1-1-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1-1-2-4



제시 말 듣고 핵심어 채워쓰기
Listen and write a keyword in blank

Asking Answer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1-1-2-5



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Asking Answer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1-1-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저는 김미영 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1-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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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Hometow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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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1-3-1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나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은 호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나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은 호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1-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나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은 호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1-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나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은 호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1-3-4



제시 말 듣고 핵심어 채워쓰기
Listen and write a keyword in blank

Asking Answer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나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은 호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1-3-5



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Asking Answer

저는 김미영 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푸홍마이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나는 인천대학교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1-1-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요.

나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1-1-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1-3-8



한국어 KOREAN



가족
Family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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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1-4-1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생일은 3월 5일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나는 친구와 같이 삽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생일은 3월 5일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나는 친구와 같이 삽니다.

1-1-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생일은 3월 5일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나는 친구와 같이 삽니다.

1-1-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생일은 3월 5일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나는 친구와 같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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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핵심어 채워쓰기
Listen and write a keyword in blank

Asking Answer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생일은 3월 5일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나는 친구와 같이 삽니다.

1-1-4-5



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Asking Answer

나는 23살입니다.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는 21살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생일은 3월 5일입니다.

나의 가족은 3명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나는 친구와 같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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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저는 23살 입니다. 

나의 생일은 9월 6일입니다. 

나는 가족과 같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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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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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1-5-1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 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 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1-1-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 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1-1-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 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1-1-5-4



제시 말 듣고 핵심어 채워쓰기
Listen and write a keyword in blank

Asking Answer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 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1-1-5-5



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Asking Answer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 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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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1-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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