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8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0월 25일)    이름 :_________  
 

� 다음을 (    ) 안의 단어가 들어간 한국어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1.I can’t swim at all. (전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Shall we go a  mountain  this Sunday? ( ~갈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That’s a good id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I will watch the video, will you watch it with me? ( ~ 볼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강한 부정 ‘전혀’ 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보기) 태권도를 할 줄 알아요? � 아니오, 전혀 할 줄 몰라요. 

 

1. 자전거를 타요?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을 표현하는 ‘~(으)려고 하는데’ 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보기) ( 자장면을 먹다) 

� 자장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으래요? 

 

3. (동물원에 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과자를 만들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맞는 표현에 � 하세요. 

1. 없으니            �  (     업쓰니,          업스니    ) 

2. 값도     �  (       갑도,           갑또    ) 

3. 없는         �  (       엄는,       업는   ) 

4. 싫습니다     �  (        실습니다,           실씁니다    ) 

5. 많고         �  (        만고,            만코   ) 

6. 없지        �  (        업지,            업찌  ) 

7. 값을        �  (        갑쓸,            갑슬 ) 

� 바실리가 쓴 글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는 심심하면 우리 강아지와 함께 놉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강아지는 제일 먼저 뛰어 나옵니다. 

내가 뛰면 강아지도 같이 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뛰고 놀면 나도 우리 

강아지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우리 강아지는 정말 귀엽습니다. 

1. 바실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제일 먼저 누가 뛰어 나온다고 

했나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바실리는 심심하면 무엇을 하나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바실리는 강아지와 어떻게 놉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시 ‘봄 오는 소리’ 외워 보기.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 별빛도 소곤소곤 

             



             

2. 꽃가지도 소곤소곤 

              

              

3. 내 귀가 가려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4. 나는 체스를 전혀 할 줄 몰라 

              

              

              

5.어제 선생님이 빌려주셨어. 

              

              

6. 값이 싸고 맛있는 닭고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7. 내가 뛰면 강아지도 같이 뜁니다. 

              

              

� 여러분은 심심하면 무엇을 하는지 써 보세요.( 10문장 이상쓰기) 

                                            심심하면……. 

 

 나는 심심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