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13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월 10일)    이름 :_________  

� 다음을 한국어로 바꿔 보세요. 

 (보기) 예절           수저            호박           설거지         익숙하다      

             파               끊이다        넣다           예의             냄비                                             

 

1.a spoon and chopsticks �__________2. a pot �_______________ 

 

3.put in, pour in �______________     4.a squash �______________ 

 

5.get used to �_____________             6.dishwashing  �_____________ 

 

7.boil �_______________ 8.a green onion, a Welsh onion �__________ 

 

9.etiguette, decorum�__________       10.(good) manner �____________ 

 

�다음 문장을 (보기) 처럼 바꿔 보세요.( 한국어 4 - 148쪽) 

(보기) 가: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과자야!   ( ~겠다!) 

       � 나: 맛있겠다! 

 

1 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나: ______________________! 

2. 가: 이번 방학에 제주도로 놀러 갈 거야. 

 

� 나: ______________________! 

3. 가: 숙제 때문에 어제 12시에 잤어. 

 

�나: 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어른이 계실 때 어른보다 먼저 먹으면 안 돼요. ( ~(으)ㄹ 때)  

 

 

4.___________________ 나는 강아지와 놀아요.(심심하다) 

 

5. ___________________ 나는 노래를 해요. ( 기분이 좋다) 

 



6. ___________________ 이 약을 드세요. ( 배가 아프다 ) 

 

7. ___________________ 음악을 들어요. ( 혼자 있다) 

(보기) 가: 빵은 지금 없는데…    (~ 대신에) 

      � 나 : 그럼 빵 대신에 밥을 주세요. ( 빵/ 밥 ) 

 

8. 가: 친구에게 편지를 자주 해요? 

 

�나: 요즘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편지/전자편지) 

9. 가: 어제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어머니/아버지) 

� 국어 활동 ‘ 종이컵 이야기’ 를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읽은 후 부모님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1.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 

2. 이 글의 중심 낱말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종이컵은 왜 발명되었다고 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이 글에서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 (            ) 

    1. 종이컵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 

    2. 종이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3. 종이컵을 재활용하면 좋은 점 

    4. 종이컵을 만든 사람 

♥  (보기) 중에서 알맞은 한국어를 찾아 써 보세요. 

(보기) 원료         소모하다      발명        재료       간편            수거하다             

 

5. take away  �______________ 6. raw material �_______________ 

 

7. material �____________ 8. simplicity, convenience �_______________ 



 

9. exhaust, use up �_____________10.invention�_______________ 

 

10. 다음 (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열 (10) �  스물  (20) � (                       )(30) � 마흔 (40) � 쉰 (50) 

� (                   )(60) � 일흔 (70) �여든 (80) �(              )(90) 

� 백(100) 

 � 역사 교재 ‘조선’ 101쪽 ‘신사임당’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인선이는 자신의 호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                                          ) 

2.신사임당의 자녀 중에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존경 받는 위대한 학자가 

된 사람은 ? (                                  ) 

3.사임당은 하녀가 음식을 쏟아 얼룩진 어느 부인의 치마에 무엇을 

했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 그런데 젓가락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2. 밥과 국은 숟가락,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3. 곧 익숙해질 거야. 



              

              

4.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5.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6. 한국의 식사 예절, 따뜻할 때 

              

              

�  겨울 방학에 있었던 일을 글로 표현 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업 시간 나눠 준 ‘Korean Life’ 풀어 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