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6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2월 13일)    이름 :_________  

� 다음을 한국어로 바꿔 보세요. 

1.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The sky is high and blue in f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It is hot and rainy during summ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Brush your teeth after eating a me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계절               피다                 나뭇잎                얼다                민들레      

            장마               태풍                 피해                    식물 

 

5.a leaf  �_________________ 6. freeze �_______________ 

 

7.a typhoon �______________ 8. a season �______________ 

 

9.a dandelion �_____________ 10. damage �_______________ 

 

11.blossom �_______________ 12. a plant �________________ 

 

13.the rainy spell in summer , the rainy season �________________ 

�다음 문장을 (보기) 처럼 바꿔 보세요.( 한국어 4 - 145쪽) 

(보기)호세는 월요일에 태권도를 배웁니다 

       � 호세는 월요일에 태권도를 배운다. 

1.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_______________. 

2. 어제 본 시험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봄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가: 이 약을 언제 먹어야 돼요? ( ~ (으) ㄴ 후에) 

    �  나:  밥을 먹은 후에 약을 먹으면 돼요.(밥을 먹다. 약을 먹다) 

6. 가: 엄마, 컴퓨터 게임을 해도 돼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숙제를 하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 

7. 가: 이 초콜릿 정말 맛있네요. 

 

�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콜릿을 먹다. 이를 닦다.) 

� 국어 활동 ‘이가 없는 동물’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읽은 후 부모님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1.부리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바다에 사는 해마는 어떻게 먹이를 빨아 들이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3.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 

4.이 글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역사 교재 ‘조선’ 91쪽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조선시대 임금님들의 매일 매일의 말, 행동, 주요사건, 사고 등을 

자세히 기록한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 

 



2.조선 왕조 실록은 1997년 (                                   )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실록을 쓰는 관리를 무엇이라 불렀나요? (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이 핀다. 

             

             

             

             

2.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진다. 

              

              

              

3. 사람들은 휴가를 떠난다. 

              

              

4. 태풍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5. 부드러운 여자 이름을 붙였다. 

              

              



              

6. 먹이를 잡거나 씹어서 삼킵니다. 

              

              

              

�  내가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글로 표현 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