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21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3월 28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교재 98쪽~99쪽 문제 중에서) 

(보기) 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요리책에 쓰여 있는 있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요리 책에 쓰여 있다) 

 

1.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 어제 내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가면 돼요. ( 말해 주다) 

2.이 비디오 같이 볼래? 

 

� 그래, ____________________해. (마음 ) 

3. 내일 등산 갈까요?  

 

�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 수영장에 가요. (약속) 

 (보기) 비가 와요. 우산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 가져 오다) 

 

 

4.길이 복잡해요. 지하철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타다) 

 

5.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어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열심히 공부하다) 

 

6.등산은 너무 힘들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놀이 공원에 가다 ) 

 (보기)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다) 

         

 

7.밤 12시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잠이 들다) 

 

8.영화를 보다가 너무 슬퍼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울다) 

 

9.케이크를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혼자 ____________________.(다 먹다) 



�(보기) 중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보기 ) 어두워지다            걸어오다               나무꾼               훔치다 

              그만              소용           구멍            (배가) 부르다 

 

1. Come on foot �______________2. A hole � ____________ 

 

3. Steal �________________           4. Become dark �_______________ 

 

5. A woodcutter, a woodman �_________ 6.  Use, usefulness�________ 

 

7. (the stomach)(be) full, have eaten one’s fill �_____________   

 

8. Unavoidably, unintentionally �_______________ 

 

� 교재 74, 75쪽 읽고 물음에 답하기. (다음 주 수업시간에 확인 합니다.) 

 

� 역사교재 124쪽을 다시 읽어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이순신장군은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무엇으로 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까?   (                         ) 

   그리고 왜군은 지금의 어느 나라인가요? (                           ) 

 

2. 이순신장군이 만드신 배의 배 위 모양은어떤 동물의 등과 비슷한 

가요? (                           )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을 박았나요? (                      ) 

 

3.배 앞쪽에는  무슨 모양을 달았나요? (                           ) 

 

4. 이 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2.차례대로 버스를 탑시다. 

              

              

3.우산이 없어서 옷이 다 젖고 말았어요. 

              

              

              

4. 엄마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5. 창문 열어도 돼요? 

              

              

6. 이를 빼다가 무서워서 울고 말았어요. 

              

              



              

7.배가 고파서 케이크를 혼자 다 먹고 말았어요. 

              

              

              

 

� 어떤 일에 대회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로 써 보세요. 

 

                                   내가 후회하는 일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