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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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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3-1-1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왔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왔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1-3-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왔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1-3-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왔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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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왔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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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왔습니다.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1-3-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에 왔습니다.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합니다.

1-3-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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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Dorm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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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3-2-1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습니까?

예.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기숙사는 큽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예. 15층 건물입니다.

편의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당이 있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습니까?

예.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기숙사는 큽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예. 15층 건물입니다.

편의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당이 있습니다.

1-3-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습니까?

예.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기숙사는 큽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예. 15층 건물입니다.

편의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당이 있습니다.

1-3-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습니까?

예.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기숙사는 큽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예. 15층 건물입니다.

편의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당이 있습니다.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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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습니까?

예.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기숙사는 큽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예. 15층 건물입니다.

편의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당이 있습니다.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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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숙소는 어디입니까?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오.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습니까?

예.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기숙사는 큽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예. 15층 건물입니다.

편의 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당이 있습니다.

1-3-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저는 기숙사에 삽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15층 건물입니다.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1-3-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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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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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3-3-1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동안 머무릅니다.

오래 계시는군요.

반 년 동안 머무릅니까?

예. 반 년 동안 머무릅니다.

한국 말을 배우십니까?

매일 수업을 합니까?

아니오. 일주일에 5일 갑니다.

예. 주말에는 쉬십니까?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까?

네.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동안 머무릅니다.

오래 계시는군요.

반 년 동안 머무릅니까?

예. 반 년 동안 머무릅니다.

한국 말을 배우십니까?

매일 수업을 합니까?

아니오. 일주일에 5일 갑니다.

예. 주말에는 쉬십니까?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까?

네.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다.

1-3-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동안 머무릅니다.

오래 계시는군요.

반 년 동안 머무릅니까?

예. 반 년 동안 머무릅니다.

한국 말을 배우십니까?

매일 수업을 합니까?

아니오. 일주일에 5일 갑니다.

예. 주말에는 쉬십니까?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까?

네.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다.

1-3-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동안 머무릅니다.

오래 계시는군요.

반 년 동안 머무릅니까?

예. 반 년 동안 머무릅니다.

한국 말을 배우십니까?

매일 수업을 합니까?

아니오. 일주일에 5일 갑니다.

예. 주말에는 쉬십니까?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까?

네.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다.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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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동안 머무릅니다.

오래 계시는군요.

반 년 동안 머무릅니까?

예. 반 년 동안 머무릅니다.

한국 말을 배우십니까?

매일 수업을 합니까?

아니오. 일주일에 5일 갑니다.

예. 주말에는 쉬십니까?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까?

네.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다.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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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오래 계십니까?

예. 6개월동안 머무릅니다.

오래 계시는군요.

반 년 동안 머무릅니까?

예. 반 년 동안 머무릅니다.

한국 말을 배우십니까?

매일 수업을 합니까?

아니오. 일주일에 5일 갑니다.

예. 주말에는 쉬십니까?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까?

네. 주중에만 수업을 합니다.

1-3-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저는 지난 주에 한국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일주일에 5일 수업을 합니다.

1-3-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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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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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3-4-1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갑니까?

여름과 겨울에 갑니까?

예.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배를 이용하십니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를 오래 탑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갑니까?

여름과 겨울에 갑니까?

예.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배를 이용하십니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를 오래 탑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1-3-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갑니까?

여름과 겨울에 갑니까?

예.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배를 이용하십니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를 오래 탑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1-3-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갑니까?

여름과 겨울에 갑니까?

예.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배를 이용하십니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를 오래 탑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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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갑니까?

여름과 겨울에 갑니까?

예.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배를 이용하십니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를 오래 탑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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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주제문 채워 쓰기
Listen and write a topic sentence in blank

Asking Answer

출국은 언제 하십니까?

방학 때 가십니까?

예. 다음 방학 때 갑니다.

방학 때 고향에 갑니까?

여름과 겨울에 갑니까?

예.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배를 이용하십니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를 오래 탑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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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저는 방학 때 고향에 갑니다. 

일년에 2번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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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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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3-5-1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1-3-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1-3-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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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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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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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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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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