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14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3월 21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교재 97쪽~98쪽 문제 중에서) 

(보기) 내가 놀부라면 흥부를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1. 내가 새라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내가 임금님이라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내가 선생님이라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내가 어른이라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마리아) 

 

5.누가 축구를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 호세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어떤 책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 역사책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어떤 운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 축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극장에 사람이 아주 많네요. ( 재미있다 ) 

        � 이 영화가 아주 재미있거든요. 

8.지금 일어났어요?  ( 피곤했다 ) 

 

� 어제 늦게 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길에 차가 많지 않군요. ( 일요일이다 ) 

 

� 오늘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바실리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요. ( 과학자이다 ) 

 

� 바실리의 꿈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중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보기 ) 봉사               동네                제물              처녀                효성 

              감동하다       전국                초청              잔치               바치다 

 

1.  filial piety  �__________2.  invitation �____________ 

 

3. a virgin, a maiden �________________4. a village �_______________ 

 

5. an(sacrificial) offering �_______6. the whole country(nation) �________ 

 

7. give, offer, present, dedicate  �_____________   

 

8. be moved ( touched, affected )�_______________ 

 

9. a blind man �_____________ 10.a feast, a party  �_______________  

 

� 교재 64쪽 ‘효녀 심청’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담하세요. 

1.이 글의 주인공은 ? (                                   ) 

2.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은 ?           (                                   ) 

3.용왕님께서 심청의 효성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심청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임금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이 글을 읽고 느낀점을 써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66쪽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꿔서 만화를 

그려 보세요. ( 꼭 하기)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제가 흥부라면 놀부의 행동에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2.놀부는 욕심꾸러기예요. 

              

              

3.재산을 혼자 차지했거든요. 

              

              

4.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했다 

              

              

5.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6. 그 때 심청의 효성에 감동한 용왕님이 심청을 구해 주었다. 

              

              

              

              

              

7.딸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눈을 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