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 21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2월 28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교재 50쪽~51쪽 문제 중에서) 

(보기)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 한국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1.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봄) 

 

� 이노래의 내용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노래의 내용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 꽃 ) 

 

� 여러가지 ________________책이에요. 

 

�여러가지 _______________________쓴 책이에요. 

3.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 제 미래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미래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이 꽃이 예쁘지요? (보다) 

       � 네, 이 꽃은 볼수록 예뻐요. 

4. 비빔밥이 먹고 싶지요? (먹다) 

 

�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한국어가 재미있지요? (배우다) 

 

�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이 노래가 좋지요? (듣다) 

 

�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 간단하게 먹다) 

       � 간단하게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세요. 



7. 어떤 장난감을 보여 드릴까요? (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 아이들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난감을 보여 주세요. 

8. 어떤 선물을 사려고 해요? ( 할머니께 드리다 ) 

 

� 할머니께  ____________________ 선물을 사려고 해요. 

9. 어떤 노래 테이프를 사고 싶어요? ( 공부하면서 듣다) 

 

� 공부하면서  __________________테이프를 사고 싶어요. 

�(보기) 중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보기 ) 소화시키다                  관심                   성공하다                 

              잡아먹다                      조종하다           아무것 

 

1.devour, butcher and eat  �___________________ 

 

2.digest  �__________________  3. succeed  �__________________ 

 

4.anything, nothing  �____________5.concern, interest �_____________ 

 

6.pilot ( a plane ), fly �__________________ 

 

� ‘토끼전’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이 책의 제목은? (                                                   ) 

2.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                                                 ) 

3.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                                            ) 

4. 용왕님의 병은 무엇을 먹어야 낫는다고 했나요? (                                  ) 

5. 육지로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간 동물은? (                                 ) 

6. 토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 났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토끼전의 줄거리를 10문장이상으로 표현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이 음악은 들을수록 마음에 들어. 

             

             

             

2.읽을수록 재미있어. 

              

              

3.이 컴퓨터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 쓸 만해요. 

              

              

              



              

4. 여행을 많이 할수록 생각이 넓어져요. 

              

              

              

5.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뱀이었다. 

              

              

              

6.나는 여섯 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 자랑스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한 분에 대해 조사 해 

오기.(손병희, 안창호, 유관순, 김구, 안중근, 김좌진)인터넷을 찾아 

보세요. 다음 시간에 발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