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 8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1월 15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 고 나서, ~거나) 

(보기) 응원이 끝나다. 사람들이 거리를 청소하다. 

� 응원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거리를 청소했어요. 

1. 연극이 끝나다. 파티를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운동을 하다. 샤워를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밥을 먹다. 이를 닦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책을 읽다. 음악을 듣다.) 

       �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4. 심심할 땐 뭘 해요? ( 강아지랑  놀다. 게임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주말에 뭐 해요? ( 자전거를 타요. 잠을 자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경주는 어떻게 가요? ( 기차를 타요. 버스를 타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을 한국어로 바꿔 보세요. 

7.The world Cup was held in South Kore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I read a book or listen to music when I have free ti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경기장                  응원하다                  시청               

           팔각형                   소반                         뜻하다 



9. the City hall � ____________  10.a sprout ground(field) � ___________ 

 

11.an octagon � _____________  12. mean, plan � _______________ 

 

13.a small table, a tray � _________ 14.cheer, root for� ___________ 

                                        

�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를 다시 한 번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부모님 확인 사인 : ________________________ 

15~22.(보기)에서 알맞은 답을 찾아 써 보세요. 

(보기) 부지런하다           지혜              단잠          괭이                  

           거름                        골탕              방해          풍년                  

 

15.  a great loss, serious damage � _________16.a hoe � _________ 

 

17. a sweet sleep � _________ 18.fertilizer � _________ 

 

19. diligent , hard � _________ 20.  wisdom � _________ 

 

21. disturbance� _________     22. a good harvest � _________ 

23.도깨비가 농부를 괴롭히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도깨비가 돌을 치우고 쇠똥과 거름을 밭으로 날라다 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농부의 밭에 풍년이 든 것을 안 도깨비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 시청 앞에는 빨간색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2.정말 멋있었습니다. 

              

              

3.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4. 잊지 못할 것입니다. 

              

              

5. 지붕은 전통 방패연 모양입니다. 

              

              

              

6. 경기가 없는 날에도  

              

              

7.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8.심술쟁이, 반드시, 뉘엿뉘엿 

              

              

9.틀림없이, 투덜거리다, 지혜롭다 

              

              

 

�‘오! 필승 코리아’ 노래를 가족과 함께 불러 보기    확인 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