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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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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Hobby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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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8-1-1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미있다고 해요.

네. 좋아요.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미있다고 해요.

네. 좋아요.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1-8-1-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미있다고 해요.

네. 좋아요.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1-8-1-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미있다고 해요.

네. 좋아요.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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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미있다고 해요.

네. 좋아요.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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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미있다고 해요.

네. 좋아요.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1-8-1-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저는 주말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도 좋아합니다. 

1-8-1-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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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Exercise

1-8-2

Language & Culture Lab.

한국어 KOREAN



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8-2-1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저는 다이어트 약 먹어요.

운동이 좋아요. 약은 해로워요.

같이 운동하실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말에 베드민턴 같이해요.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저는 다이어트 약 먹어요.

운동이 좋아요. 약은 해로워요.

같이 운동하실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말에 베드민턴 같이해요.

1-8-2-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저는 다이어트 약 먹어요.

운동이 좋아요. 약은 해로워요.

같이 운동하실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말에 베드민턴 같이해요.

1-8-2-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저는 다이어트 약 먹어요.

운동이 좋아요. 약은 해로워요.

같이 운동하실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말에 베드민턴 같이해요.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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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저는 다이어트 약 먹어요.

운동이 좋아요. 약은 해로워요.

같이 운동하실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말에 베드민턴 같이해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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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독서를 좋아하나요?

저는 책을 자주 읽어요.

아뇨.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저는 다이어트 약 먹어요.

운동이 좋아요. 약은 해로워요.

같이 운동하실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말에 베드민턴 같이해요.

1-8-2-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저는 책 읽는 것 좋아해요. 

운동은 잘 못해요. 

저는 다이어트 약을 먹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요.

1-8-2-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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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Liking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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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8-3-1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숯불구이 좋아해요

예. 삼겹살 좋아해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좋아해요.

아뇨. 채소는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개인의 식성은 존중해요.

예. 체질은 타고납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숯불구이 좋아해요

예. 삼겹살 좋아해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좋아해요.

아뇨. 채소는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개인의 식성은 존중해요.

예. 체질은 타고납니다.

1-8-3-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숯불구이 좋아해요

예. 삼겹살 좋아해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좋아해요.

아뇨. 채소는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개인의 식성은 존중해요.

예. 체질은 타고납니다.

1-8-3-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숯불구이 좋아해요

예. 삼겹살 좋아해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좋아해요.

아뇨. 채소는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개인의 식성은 존중해요.

예. 체질은 타고납니다.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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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숯불구이 좋아해요

예. 삼겹살 좋아해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좋아해요.

아뇨. 채소는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개인의 식성은 존중해요.

예. 체질은 타고납니다.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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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같이 음악 들을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아뇨. 저는 맛집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숯불구이 좋아해요

예. 삼겹살 좋아해요.

채소는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좋아해요.

아뇨. 채소는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저는 개인의 식성은 존중해요.

예. 체질은 타고납니다.

1-8-3-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은 숯불구이를 좋아합니다. 

저는 과일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식성도 존중해요.

1-8-3-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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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Shopping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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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말 듣고 따라하기
Listen and repeat

Asking Answer

1-8-4-1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같이 가실까요?

저는 내일 한가해요.

아니오. 저는 내일 바빠요.

백화점에는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아니오. 저도 자주 못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까?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갑니다.

아니오. 편의점에는 안 갑니다.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같이 가실까요?

저는 내일 한가해요.

아니오. 저는 내일 바빠요.

백화점에는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아니오. 저도 자주 못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까?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갑니다.

아니오. 편의점에는 안 갑니다.

1-8-4-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같이 가실까요?

저는 내일 한가해요.

아니오. 저는 내일 바빠요.

백화점에는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아니오. 저도 자주 못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까?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갑니다.

아니오. 편의점에는 안 갑니다.

1-8-4-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같이 가실까요?

저는 내일 한가해요.

아니오. 저는 내일 바빠요.

백화점에는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아니오. 저도 자주 못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까?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갑니다.

아니오. 편의점에는 안 갑니다.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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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같이 가실까요?

저는 내일 한가해요.

아니오. 저는 내일 바빠요.

백화점에는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아니오. 저도 자주 못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까?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갑니다.

아니오. 편의점에는 안 갑니다.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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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저녁에 산책할까요?

바람이 상쾌해요.

아니오.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 같이 가실까요?

저는 내일 한가해요.

아니오. 저는 내일 바빠요.

백화점에는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

아니오. 저도 자주 못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까?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갑니다.

아니오. 편의점에는 안 갑니다.

1-8-4-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나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쇼핑을 좋아합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편의점에는 물건이 쌉니다.

1-8-4-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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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1-8-5-1

그래 밉다 니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시린 널 불어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나의 말 녹음하고 듣기
Record and listen

Asking Answer

그래 밉다 니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시린 널 불어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1-8-5-2



제시 글 읽고 말하기
Read and speak

Asking Answer

그래 밉다 니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시린 널 불어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1-8-5-3



제시 글 읽고 따라쓰기
Read and write

Asking Answer

그래 밉다 니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시린 널 불어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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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그래 밉다 니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시린 널 불어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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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Answer

그래 밉다 니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시린 널 불어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1-8-5-6



제시 글 읽고 쓰기
Read and write

Listen

Write

1-8-5-7



나의 글 쓰기
Write my words

My writing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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