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5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1월 1일)    이름 :_________  
 

� ( 보기) 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보기)  녹색            목록            공휴일           옹달샘         샘물          바짝 

            축이다         가득            단풍잎          종달새         담기다      무료 

 

1.a small fountain  �_______________ 2. maple leaves �______________ 

 

3.green  �_______________                 4. a legal holiday �_____________ 

 

5.a catalogue  �________________      6. dry as bone �_______________ 

 

7.full, fully �___________________    8. spring water �______________ 

 

9.wet, moisten �________________    10. no charge �________________ 

 

11.a skylark �_________________      12. be filled, hold �____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ㄹ 건가요?, ~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보기) 여기에서 책을 읽을 건가요? � 아니요, 다른 곳에서 읽을 거예요. 

            빌리는 책이 이 책인가요? � 아니오, 저 책이에요. 

 

13.어떻게 ________________________? � 비행기로 갈 거예요. 

 

14.어제 산 옷이 ___________________? � 네, 이거예요. 

(보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이름) � 최바실리입니다. 

 

1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번호) 

� 579-1234 번입니다. 

 

16.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번지입니다. 

 

1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나이) 

� 열 두살입니다. 

 



� ‘퐁퐁이와 툴툴이’를 다시 한번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부모님 확인 사인 ______________________) 

18.퐁퐁이 옹달샘은 목마른 동물들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툴툴이 옹달샘이 토끼에게 샘물을 나누어 주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아, 나는 샘물로 가득 차 있는 내 가슴이 좋아. 누구든지 내 모습을 

망가뜨리면 혼쭐을 낼 거야.” 라고 한 옹달샘은 누구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 

21~23.인물의 말을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읽어야 할 지 (보기) 중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찡그린 표정과 투털대는 목소리 , 당황한 표정과 다급한 목소리 

            웃는 표정과 따뜻한 목소리 

21. “마음껏 마시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누가 와서 이 잎들 좀 치워 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싫어, 싫어! 아무에게도 내 물을 주고 싶지 않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역사교재 ‘서동요’이야기를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4.서동과 선화공주는 어느나라 사람이었나요? 

 

� 서동 (                           ), 선화공주 (                              ) 

25. ‘서동요’의 노래 내용을 써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서동은 백제의 어느 왕이 되었나요? (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2. 며칠 동안 빌릴 수 있어요? 

              

              

3. 부엌에 있는 한약 좀 가져 오세요. 

              

              

              

4.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5.장난감 목록을 봅니다. 

              

              

6. 공휴일에는 쉽니다. 

              

              

 



7. 숲 속에 두 개의 옹달샘이 있어요. 

              

              

              

�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빌릴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만 찾아  그 결과를 

써 보세요. 그리고 문장으로 만들어 글로 표현 해 보세요. 

 

빌리는 것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빌리는 방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빌리는 곳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