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0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월 17일)    이름 :_________  

� 다음을 한국어로 바꿔 보세요. 

 (보기) 비키다     중독         곧          암행어사        평범하다           출두 

             지방         백성         재물      신임                탐내다               증거                         

 

1. appearance, presence �__________2. property, wealth �______________ 

 

3. step(move) aside �_____________4.a locality, the country �__________ 

 

5. the people �__________ 6. addiction, poisoning �_____________ 

 

7. immediately �________  8.a secret royal inspector �__________ 

 

9.desire, want, covert�__________10.common �____________ 

 

11.confidence, trust �__________ 12.evidence �__________ 

 

13. 유진 and 바실리 are going to reconci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Aren’t you becoming a computer addic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I have waited an hour already and you want me to wait mo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문장을 (보기) 처럼 바꿔 보세요.( 한국어 4 - 149쪽, 150쪽) 

(보기) 가: 얼마나 기다렸어?        - ~(이)나 

       � 나: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 한 시간 ) 

 

1 가: 이 책을 읽어 보았어요? 

 

�나: 네, 재미 있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세번) 

2. 가: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 나: 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명) 

3. 가: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나: 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장) 

4. 가 : 모자가 있어요? 

    나 : 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개) 

(보기)가: 유진이가 몇 시쯤 올까요? 

          나 : 아마 3시쯤 올 거예요. ( 3시) 

 

 

4. 가: 마리아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형) 

5. 가: 게이코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6. 가: 바실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컴퓨터 게임) 

� 역사 교재 ‘조선’ 107쪽 ‘암행어사 박문수’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임금님이 박문수에게 내린 벼슬의 이름은 ? (                                     ) 

2. 암행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탐관오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소리치며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국어 44쪽 ‘기후와 날씨’ 를 미리 소리 내서  읽어 보세요. 

     읽은 후 부모님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의 단어의 뜻을 인터넷 사전을 찾아 영어로 찾아 오세요. 

 

1. 기후 -                                              2. 생활 – 

 

3. 등나무 -                                           4.솜 – 

 

5. 옷감 -                                               6. 공기 –  

 

7. 신선하다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컴퓨터 좀 쓰자. 

             

             

2. 너 때문에 졌잖아. 

              

              

3. 싫어, 너는 왜 미술 시간마다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와? 

              

              

              

              

4.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 

              



              

5. 임금님께 큰 신임을 얻었다. 

              

              

6. 암행어사 출두요. 

              

              

�  2015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 소원, 새해 계획에 대해 써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