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7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1월 24일)    이름 :_________  

� 다음을 한국어로 바꿔 보세요. 

 (보기) 달리기        용왕님       어느 날        산꼭대기        간         바닷가                         

 

1. the seaside, the beach  �__________2. the liver  �______________ 

 

3. one day, some day  �_____________4. a run, a race  �__________ 

 

5. the Dragon king, the Sea king �__________  

 

6. a peak, the top of a mountain �_____________ 

 

�다음 문장을 (보기) 처럼 바꿔 보세요.( 한국어 4 - 193쪽, 194쪽) 

(보기) 거북 : “좋아.” 

        � 거북이는 좋다고 했어요. ( ~다고 하다.) 

 

1. 호세 : “모자를 사고 싶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영애 : “건강하려면 많이 걸어야 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마리아 : “어제는 서울 타워에 갔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유진 : “나는 태권도를 좋아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바실리 : “조금만 기다려.” 

        � 바실리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라고 하다) 

 

5. 의사 선생님 :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어머니 :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바실리 : “호세한테 이 책을 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게이코 : “10시쯤에 전화 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진 : “같이 축구하자.” 

� 유진이가 같이 축구하자고 했어요. (~자고 하다) 

 

9. 선생님 : “내일 산에 가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마리아 : “배고픈데 자장면 먹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영애 : “더우니까 수영장에 가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어 활동 44쪽 ‘기후와 날씨’ 를 다시 읽고 물음에 답 하세요.  

     읽은 후 부모님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1.(보기)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보기)  기후              수분                   독특하다             옷감              생활 

             소매               관련                   까슬까슬하다       솜 

  

Peculiar, special �  _____________    a sleeve  �  _______________ 

 

Cloth, fabric  �  _____________   climate, weather �  _____________ 

 

Hard-grained, rough, sandy �  ___________________ 

 



Cotton �  _____________    connection, relation �  ________________ 

 

Life, living �  __________   moisture, humidity, water �  ___________ 

2. 다음에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 보세요. 

 

(                     ) 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도 (                     )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 겨울에 가죽옷이나 두꺼운 털옷을 입는 이유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여름철에 수박이나 음료수를 많이 먹는 까닭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울릉도에서는 왜 투막집을 짓게 되었다고 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남쪽 지방에서는 북쪽 지방의 음식보다 음식에 소금을 더 많이 넣는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2. 산꼭대기까지 달리기를 하고자고 말했습니다. 

              

              

              



              

3. 토끼는 바닷속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4. 겨울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옷감 사이에 

              

              

              

              

5. 솜을 넣어 한복을 입었습니다. 

              

              

6. 촘촘히 둘러싸서 

              

              

7.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