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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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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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쓰기 Write in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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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5-1-1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중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중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1-5-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중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1-5-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중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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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중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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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중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1-5-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한국은 날씨가 맑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낮에는 바람이 좀 붑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1-5-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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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temperature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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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5-2-1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한국은 가을에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따뜻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합니다.

중국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하이난이 따뜻합니다.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어디가 춥습니까?

예. 홋카이도가 많이 춥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한국은 가을에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따뜻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합니다.

중국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하이난이 따뜻합니다.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어디가 춥습니까?

예. 홋카이도가 많이 춥습니다.

1-5-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한국은 가을에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따뜻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합니다.

중국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하이난이 따뜻합니다.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어디가 춥습니까?

예. 홋카이도가 많이 춥습니다.

1-5-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한국은 가을에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따뜻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합니다.

중국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하이난이 따뜻합니다.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어디가 춥습니까?

예. 홋카이도가 많이 춥습니다.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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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한국은 가을에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따뜻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합니다.

중국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하이난이 따뜻합니다.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어디가 춥습니까?

예. 홋카이도가 많이 춥습니다.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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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오늘은 따뜻합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은 덥습니다.

한국은 가을에 선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을에 따뜻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합니다.

중국은 어디가 따뜻합니까?

하이난이 따뜻합니다.

한국은 겨울에 춥습니다.

일본은 겨울에 어디가 춥습니까?

예. 홋카이도가 많이 춥습니다.

1-5-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한국은 봄에 따뜻합니다. 

가을에는 선선합니다.

한국은 제주도가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1-5-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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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Daynight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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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5-3-1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호주의 밤은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베트남의 석양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도 놀이 붉게 물듭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일본의 일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호주의 밤은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베트남의 석양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도 놀이 붉게 물듭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일본의 일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1-5-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호주의 밤은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베트남의 석양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도 놀이 붉게 물듭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일본의 일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1-5-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호주의 밤은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베트남의 석양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도 놀이 붉게 물듭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일본의 일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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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호주의 밤은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베트남의 석양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도 놀이 붉게 물듭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일본의 일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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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네시아도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호주의 밤은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도 밤에 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베트남의 석양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도 놀이 붉게 물듭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일본의 일출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1-5-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별이 빛납니다. 

저녁에는 놀이 붉습니다. 

아침에는 동해에서 해가 뜹니다.

1-5-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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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Weather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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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5-4-1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까?

예.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일본에도 태풍이 옵니까?

예.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베트남에도 겨울에 얼음이 업니까?

아니오.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까?

예.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일본에도 태풍이 옵니까?

예.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베트남에도 겨울에 얼음이 업니까?

아니오.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1-5-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까?

예.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일본에도 태풍이 옵니까?

예.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베트남에도 겨울에 얼음이 업니까?

아니오.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1-5-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까?

예.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일본에도 태풍이 옵니까?

예.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베트남에도 겨울에 얼음이 업니까?

아니오.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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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까?

예.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일본에도 태풍이 옵니까?

예.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베트남에도 겨울에 얼음이 업니까?

아니오.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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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내일 일본은 구름이 낀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까?

예. 뉴질랜드에도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일본에도 태풍이 옵니까?

예.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베트남에도 겨울에 얼음이 업니까?

아니오.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1-5-4-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붑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업니다.

1-5-4-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5-4-8



한국어 KOREAN



BTS
봄날 Part 1

1-5-5

Language & Cultur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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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5-5-1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니 손 잡고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니 손 잡고

1-5-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니 손 잡고

1-5-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니 손 잡고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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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니 손 잡고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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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니 손 잡고

1-5-5-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5-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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