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 28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3월 7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교재 52쪽~53쪽 문제 중에서) 

(보기) 공원에 자주 갑니까? 

       � 네, 일주일에 세 번쯤 가니까 자주 가는 편이에요. 

1. 동생이 텔레비전을 좋아합니까? 

 

� 네, 하루에 세 시간씩 보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집에서 청소를 자주 합니까? 

 

� 일주일에 세 번씩 청소를 하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까? 

 

�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도서관에 자주 가요? 

       � 아니요, 별로 자주 가지 않아요. 

4. 그 공원이 커요? 

 

�아니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에요?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어제 잠을 많이 잤어요?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일주일에 책을 얼마나 읽어요? 

       � 요즘은 바빠서 한 권도 못 읽어요. 

7. 이번 겨울에 눈이 왔어요? 

 

� 아니요,아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있어요? 

 

�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냉장고에 음료수가 몇 병이나 있어요? 

 

� 어젯밤에 다 마셔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중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보기 ) 설문 조사             결과                 고민                의견              평균 

              보충                      절반                과목                 체육              용돈  

              ~거리                        

 

1. an agony, trouble, worry  �__________2. a result  �____________ 

 

3. survey �________________4.supplementation �__________________ 

 

5. an average, the mean �__________6.the source of(trouble)�__________ 

 

7. a subject �__________  8. Physical Education (P.E.) �____________ 

 

9. an opinion, a view, a suggestion �_____________ 

 

10. a half �_______________ 11.  allowance �____________ 

 

� 역사 교재 ‘독립 운동’을 다시 읽어 보고 물음에 답 하세요. 

1. 고향에 초등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시작했다. 

스물두 살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왔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인 

최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임시 정부를 만들고 민족교육을 통해 독립을 위한 민족의 

조직적인 힘을 키웠다. 

이 분은 누구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선생님 

    2. 이 분은 만주 지역으로 가서 항일 독립 운동을 시작했다.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의병활동을 했었다. 

         1909년 10월 24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서전을 완성하고 ‘동양 평화론’이란 책을 집필 

         했었다. 이 분은 누구인가요? _________________ 의사 



3.임시 정부의 지도자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 구선생님의 저서전의 

이름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김 구 선생님의 자서전 ‘백범일지’에 나오는 김 구선생님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라 하였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의 내용을 한 번씩 따라 쓰고 외워 오기. 다음 시간 발표하기. 

(김구선생님의 ‘나의 소원’)  - 교재 151쪽 

“ 네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었이냐”하면, 나는 또  

“ 우리 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더 소리를 

높여서 

“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3.사회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4. 학교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5. 우리 반 학생들은 잠을 적당히 자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