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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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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Location

1-4-1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4-1-1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서 가깝습니까?

예. 공항에서 30km 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서 가깝습니까?

예. 공항에서 30km 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4-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서 가깝습니까?

예. 공항에서 30km 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4-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서 가깝습니까?

예. 공항에서 30km 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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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서 가깝습니까?

예. 공항에서 30km 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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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서 가깝습니까?

예. 공항에서 30km 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4-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인천대학은 인천공항에서 30Km 거리입니다. 

차로 30분 걸립니다. 

인천대에는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1-4-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4-1-8



한국어 KOREAN



방위
Bearing

1-4-2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4-2-1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까?

공항에서 남동쪽입니다.

학교에서 바다는 어느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오. 서쪽이 바다입니다.

학교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은 어느쪽입니까?

예.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까?

공항에서 남동쪽입니다.

학교에서 바다는 어느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오. 서쪽이 바다입니다.

학교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은 어느쪽입니까?

예.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1-4-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까?

공항에서 남동쪽입니다.

학교에서 바다는 어느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오. 서쪽이 바다입니다.

학교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은 어느쪽입니까?

예.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1-4-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까?

공항에서 남동쪽입니다.

학교에서 바다는 어느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오. 서쪽이 바다입니다.

학교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은 어느쪽입니까?

예.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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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까?

공항에서 남동쪽입니다.

학교에서 바다는 어느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오. 서쪽이 바다입니다.

학교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은 어느쪽입니까?

예.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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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공항에서 가깝군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까?

공항에서 남동쪽입니다.

학교에서 바다는 어느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오. 서쪽이 바다입니다.

학교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은 어느쪽입니까?

예. 서울이 동쪽에 있습니다.

1-4-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인천공항에서 인천대학까지 자동차로 30분 걸립니다. 

인천대학은 인천공항에서 남동쪽에 있습니다. 

인천대학의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인천대학의 동쪽에는 서울시가 있습니다.

1-4-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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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Position

1-4-3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4-3-1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있습니까?

예. 북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있습니까?

예. 북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4-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있습니까?

예. 북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4-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있습니까?

예. 북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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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있습니까?

예. 북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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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있습니까?

예. 북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4-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인천대학교 안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4-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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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Direction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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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4-4-1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저쪽은 농구장입니다.

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없습니까?

12시 방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방향입니다.

예.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저쪽은 농구장입니다.

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없습니까?

12시 방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방향입니다.

예.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4-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저쪽은 농구장입니다.

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없습니까?

12시 방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방향입니다.

예.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4-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저쪽은 농구장입니다.

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없습니까?

12시 방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방향입니다.

예.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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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저쪽은 농구장입니다.

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없습니까?

12시 방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방향입니다.

예.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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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쪽이 골프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아니오. 저쪽은 농구장입니다.

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없습니까?

12시 방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9시 방향입니다.

예.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4-4-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인천대 체육관 북쪽에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4-4-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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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ANSWER: LOVE MYSELF Part 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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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4-5-1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Hey)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Ey)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oh 서툰 내가 있지만 (Whoa)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Oh oh)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Whoa~)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Hey)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Ey)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oh 서툰 내가 있지만 (Whoa)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Oh oh)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Whoa~)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1-4-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Hey)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Ey)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oh 서툰 내가 있지만 (Whoa)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Oh oh)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Whoa~)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1-4-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Hey)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Ey)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oh 서툰 내가 있지만 (Whoa)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Oh oh)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Whoa~)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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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Hey)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Ey)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oh 서툰 내가 있지만 (Whoa)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Oh oh)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Whoa~)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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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Hey)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Ey)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oh 서툰 내가 있지만 (Whoa)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Oh oh)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Whoa~)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1-4-5-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4-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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