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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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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Order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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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2-1-1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1-2-1-1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1-2-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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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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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1-2-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나 주세요.

1-2-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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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sho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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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2-2-1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예.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예.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예.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예.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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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예.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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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예.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개 주세요. 

매장에서 먹겠습니다.

머그잔에 주세요. 

감사합니다.

1-2-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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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Ic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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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2-3-1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오. 아이스로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귤러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오. 톨 사이즈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오. 아이스로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귤러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오. 톨 사이즈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오. 아이스로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귤러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오. 톨 사이즈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오. 아이스로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귤러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오. 톨 사이즈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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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오. 아이스로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귤러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오. 톨 사이즈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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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드릴까요?

예. 하나 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오. 아이스로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귤러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오. 톨 사이즈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개 주세요.

톨 사이즈로 주세요.

시럽을 넣어 주세요.

1-2-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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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Pay

1-2-4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2-4-1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럽이 필요하십니까?

시럽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오. 필요없습니다.

계산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럽이 필요하십니까?

시럽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오. 필요없습니다.

계산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2-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럽이 필요하십니까?

시럽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오. 필요없습니다.

계산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2-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럽이 필요하십니까?

시럽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오. 필요없습니다.

계산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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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럽이 필요하십니까?

시럽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오. 필요없습니다.

계산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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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럽이 필요하십니까?

시럽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오. 필요없습니다.

계산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2-4-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보통 크기로 주세요. 

계산은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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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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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2-5-1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ey

저 수많은 별을 맞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과녁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ey

저 수많은 별을 맞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과녁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1-2-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ey

저 수많은 별을 맞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과녁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1-2-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ey

저 수많은 별을 맞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과녁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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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ey

저 수많은 별을 맞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과녁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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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ey

저 수많은 별을 맞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과녁은 나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1-2-5-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2-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2-5-8



한국어 KOREAN

ISBN | 979-11-954070-1-9 (93310)

9 791187 280248 0 3 2 2 0

공감시리즈

1 한국어

발행일 | 2018년 11월 1일

지은이 | Language & Culture Lab

발행인 | 박근철

기획 | 송준석, 신동헌, 양윤원, 이유하, 홍우진 

발행처 | 도큐헛주식회사(등록 | 제 2013-000086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208

홈페이지 | docuhut.com

전화번호 | 02)2274-6771

ISBN | 979-11-954070-1-9 (93310)

가격 3,000원

파본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지은이와 도큐헛주식회사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자와의 협약으로 인지는 생략합니다.


	1-2_cover_03
	gen_1-2-1
	gen_1-2-2
	gen_1-2-3
	gen_1-2-4
	gen_1-2-5
	1_Korean_Unit_Back_C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