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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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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Cultur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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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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planation

1-6-1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6-1-1

도서관이 어느 건물입니까?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오. 가깝습니다.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 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 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도서관이 어느 건물입니까?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오. 가깝습니다.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 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 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1-6-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도서관이 어느 건물입니까?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오. 가깝습니다.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 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 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1-6-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도서관이 어느 건물입니까?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오. 가깝습니다.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 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 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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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도서관이 어느 건물입니까?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오. 가깝습니다.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 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 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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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도서관이 어느 건물입니까?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아니오. 가깝습니다.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 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 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1-6-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도서관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본관 왼쪽에 있는 낮은 건물입니다. 

기숙사를 차로 갈 수 있습니다. 

브런치 식당이 있습니다.

1-6-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6-1-8



한국어 KOREAN



높이
Lowhigh

1-6-2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6-2-1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본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본관보다 낮습니까?

예. 낮습니다. 4층 입니다.

도서관 천장은 높습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높습니다. 5미터 입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본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본관보다 낮습니까?

예. 낮습니다. 4층 입니다.

도서관 천장은 높습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높습니다. 5미터 입니다.

1-6-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본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본관보다 낮습니까?

예. 낮습니다. 4층 입니다.

도서관 천장은 높습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높습니다. 5미터 입니다.

1-6-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본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본관보다 낮습니까?

예. 낮습니다. 4층 입니다.

도서관 천장은 높습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높습니다. 5미터 입니다.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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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본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본관보다 낮습니까?

예. 낮습니다. 4층 입니다.

도서관 천장은 높습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높습니다. 5미터 입니다.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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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본관 옆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높은 건물입니까?

아니오. 왼쪽 낮은 건물입니다.

본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지하도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몇 층 건물입니까?

본관보다 낮습니까?

예. 낮습니다. 4층 입니다.

도서관 천장은 높습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높습니다. 5미터 입니다.

1-6-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도서관은 4층 건물입니다. 

도서관 천정은 높습니다.

1-6-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6-2-8



한국어 KOREAN



넓이
widenarrow

1-6-3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6-3-1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넓습니까?

예.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창이 넓습니까?

예. 창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은 몇 명이 씁니까?

방이 좁습니까?

2명이 같이 씁니다. 방이 넓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넓습니까?

예.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창이 넓습니까?

예. 창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은 몇 명이 씁니까?

방이 좁습니까?

2명이 같이 씁니다. 방이 넓습니다.

1-6-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넓습니까?

예.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창이 넓습니까?

예. 창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은 몇 명이 씁니까?

방이 좁습니까?

2명이 같이 씁니다. 방이 넓습니다.

1-6-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넓습니까?

예.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창이 넓습니까?

예. 창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은 몇 명이 씁니까?

방이 좁습니까?

2명이 같이 씁니다. 방이 넓습니다.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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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넓습니까?

예.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창이 넓습니까?

예. 창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은 몇 명이 씁니까?

방이 좁습니까?

2명이 같이 씁니다. 방이 넓습니다.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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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기숙사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아니오. 길이 넓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넓습니까?

예.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창이 넓습니까?

예. 창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은 몇 명이 씁니까?

방이 좁습니까?

2명이 같이 씁니다. 방이 넓습니다.

1-6-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기숙사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기숙사에는 식당이 넓습니다. 

기숙사 방의 창문은 넓습니다. 

기숙사 방도 넓습니다.

1-6-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6-3-8



한국어 KOREAN



길이
Shortlong

1-6-4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6-4-1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메뉴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메뉴는 한 개만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깁니까?

학생들은 오래 머무릅니까?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메뉴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메뉴는 한 개만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깁니까?

학생들은 오래 머무릅니까?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1-6-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메뉴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메뉴는 한 개만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깁니까?

학생들은 오래 머무릅니까?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1-6-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메뉴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메뉴는 한 개만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깁니까?

학생들은 오래 머무릅니까?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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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메뉴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메뉴는 한 개만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깁니까?

학생들은 오래 머무릅니까?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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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브런치 식당은 있습니까?

식사때 줄이 깁니까?

아니오. 짧습니다.

메뉴는 여러 개가 있습니까?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메뉴는 한 개만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깁니까?

학생들은 오래 머무릅니까?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모양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1-6-4-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학교에 브런치 식당이 있습니다. 

메뉴는 한 개 있습니다. 

학생들은 식사 시간이 짧습니다.

 테이블은 옆으로 긴 모양입니다.

1-6-4-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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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6-5-1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파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파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1-6-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파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1-6-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파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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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파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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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고파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1-6-5-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6-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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