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일 숙제(제출일자: 9월 27일) 

 

� 다음 문장이나 단어를 한국어로 바꿔 주세요.(한국어 4 교재에서 찾아 

보세요.) 

1. Once upon a time there were a tiger and a b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Hwanung(환웅) was the prince of  heav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The bear became a beautiful wo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garlic  �____________ 5. absolutely, unconditionally �______________ 

 

6. determine, make up one’s mind �____________ 

 

7. bear, give birth to, be delivered of �____________ 
 

� 다음을 보기와 같이 바꿔주세요.( 교재 146~148문제들입니다) 

(보기) 호랑이: 사람이 되고 싶어.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1. 제연: “저 모자 좀 보여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현서 : “우리 야구하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성원이는 태권도를 잘 합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잘 못합니다. 

3. 혜민이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서린이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민기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 하지만 지호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에리카: 내일부터 아침마다 산에 갈까? 

            지혜   : 그거 좋은 생각이야. 

� (에리카와 지혜는) 내일부터 아침마다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5. 예모 : 수업 마치고 어디에서 만날까? 

아현 :  공원 입구에서 만나자. 

� (예모와 아현이는 ) 내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지민 : 언제부터 테니스를 배울거야? 

윤성 :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배울거야. 

   �(윤성이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늘 배운 ‘단군 이야기’를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환웅은 누구인가요? 

2. 환웅은 왜 땅으로 내려 왔나요? 

3. 환웅은 무엇과 함께 내려 왔나요? 

4.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무엇이 되고 샆다고 했나요? 

5. 어떻게 하라고 환웅이 말해 주었나요? 

6. 사람이 된 동물은 ? 

7.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한국을 처음 세운 ‘ __________’을 

낳았어요. 

8. 단군이 처음 세운 우리나라의 이름은 ? 

9. 문제 8번의 답인 나라의  건국 이념은? 

 

� 오늘 배운 고조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고조선은 (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2. 고조선의 8개조법 중에서 2가지를 써 보세요. 

 

� 
 

� 

3. 고조선의 유물이 아닌 것은 ? (        ) 

   � 비파동검   �상감청자   �세형동검   � 다뉴세문경 

4.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세운 날은 언제이고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       월       일),    (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2. 환웅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3. 10 월 3 일은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새운 날이다. 
              

              

              

4.고조선의 건국이념은 홍익 인간이다.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 오늘 배운 단군 이야기를 동생이나 친구에게 들려 주는 글을 써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