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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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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Compare

1-7-1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7-1-1

한국어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203호입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한국어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203호입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1-7-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한국어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203호입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1-7-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한국어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203호입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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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한국어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203호입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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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한국어 강의실은 몇 호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203호입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1-7-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한국어 강의실은 203호입니다. 

한국어 교재는 두껍습니다.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1-7-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7-1-8



한국어 KOREAN



두께
Thickness

1-7-2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7-2-1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교재는 표지도 두껍습니까?

칼라로 인쇄되었어요.

예. 표지도 두꺼운 종이 입니다.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까?

가격도 싸요.

예.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다.

워크북은 종이도 얇습니까?

무게도 가벼워요.

아니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교재는 표지도 두껍습니까?

칼라로 인쇄되었어요.

예. 표지도 두꺼운 종이 입니다.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까?

가격도 싸요.

예.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다.

워크북은 종이도 얇습니까?

무게도 가벼워요.

아니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1-7-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교재는 표지도 두껍습니까?

칼라로 인쇄되었어요.

예. 표지도 두꺼운 종이 입니다.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까?

가격도 싸요.

예.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다.

워크북은 종이도 얇습니까?

무게도 가벼워요.

아니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1-7-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교재는 표지도 두껍습니까?

칼라로 인쇄되었어요.

예. 표지도 두꺼운 종이 입니다.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까?

가격도 싸요.

예.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다.

워크북은 종이도 얇습니까?

무게도 가벼워요.

아니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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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교재는 표지도 두껍습니까?

칼라로 인쇄되었어요.

예. 표지도 두꺼운 종이 입니다.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까?

가격도 싸요.

예.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다.

워크북은 종이도 얇습니까?

무게도 가벼워요.

아니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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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교재는 두껍습니까?

워크북은 얇아요

네. 교재는 두껍습니다.

교재는 표지도 두껍습니까?

칼라로 인쇄되었어요.

예. 표지도 두꺼운 종이 입니다.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까?

가격도 싸요.

예. 워크북은 교재보다 얇습니다.

워크북은 종이도 얇습니까?

무게도 가벼워요.

아니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1-7-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한국어 교재는 두껍습니다. 

표지도 두꺼운 종이입니다. 

워크북은 얇습니다. 

종이 두께는 같습니다.

1-7-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7-2-8



한국어 KOREAN



무게
Weight

1-7-3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7-3-1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예. 얇아서 가벼워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예. 체중이 줄면 몸이 가벼워요.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친구가 태워줬어요.

경차는 가벼워서 연비가 좋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예. 얇아서 가벼워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예. 체중이 줄면 몸이 가벼워요.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친구가 태워줬어요.

경차는 가벼워서 연비가 좋습니다.

1-7-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예. 얇아서 가벼워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예. 체중이 줄면 몸이 가벼워요.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친구가 태워줬어요.

경차는 가벼워서 연비가 좋습니다.

1-7-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예. 얇아서 가벼워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예. 체중이 줄면 몸이 가벼워요.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친구가 태워줬어요.

경차는 가벼워서 연비가 좋습니다.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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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예. 얇아서 가벼워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예. 체중이 줄면 몸이 가벼워요.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친구가 태워줬어요.

경차는 가벼워서 연비가 좋습니다.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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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책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 권 넣으면 무거워요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예. 얇아서 가벼워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예. 체중이 줄면 몸이 가벼워요.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친구가 태워줬어요.

경차는 가벼워서 연비가 좋습니다.

1-7-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책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을 많이 넣었습니다. 

워크북은 가볍습니다. 책이 얇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체중이 가볍습니다.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경차는 연비가 좋습니다.

1-7-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7-3-8



한국어 KOREAN



깊이
Depth

1-7-4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7-4-1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동해는 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습니다.

예.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습니까?

숲이 우거졌습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동해는 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습니다.

예.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습니까?

숲이 우거졌습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1-7-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동해는 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습니다.

예.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습니까?

숲이 우거졌습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1-7-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동해는 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습니다.

예.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습니까?

숲이 우거졌습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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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동해는 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습니다.

예.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습니까?

숲이 우거졌습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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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대나무는 뿌리가 깊나요?

옥상 정원에 대나무가 많아요

아니오. 뿌리가 얕아요

동해는 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습니다.

예.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습니까?

숲이 우거졌습니다.

아니오. 깊지 않습니다.

1-7-4-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대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정문 앞 호수는 수심이 깊습니다. 

학교 뒤쪽 골짜기는 깊지 않습니다.

1-7-4-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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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7-5-1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1-7-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1-7-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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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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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1-7-5-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7-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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