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7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3월 14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교재 53쪽~54쪽 문제 중에서) 

(보기) 매일 (                    )  눈을 다 치우기 힘들어요. (쌓다) 

       �매일 쌓이는 눈을 다 치우기 힘들어요. 

 

1. 동물의 세계에서 먹고 (                            ) 는 싸움이 계속 돼요.( 먹다) 

 

2.  이 책은 요즘 아주 잘 (                     ) 고 있어요. ( 팔다) 

 

3. 경찰에 (                  )는 사람을 도와 주면 안 돼요. ( 쫓다 ) 

 

4. 아기 쥐는 고양이에게 (                   )지 않으려고 도망갔어요.(잡다) 

 

5.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큰 소리로 말해도 잘 (             )지 않아요. (듣다) 

 

6. 너무 멀어서 표지판 글자가 잘 (              ) 지 않아요. ( 보다) 

 

(보기) 그 회사에서 (                                         ). ( 일을 하다) 

       �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________________________.(사다) 

 

8. 이모가 초대해 줘서 한국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다) 

 

9. 저는 이제 다 커서 장난감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필요 없다) 

 

10.제비는 건강해져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다) 

 

11.오디션에 합격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연극을 하다) 

 

 (보기) 아이들이 공을 던져서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깨다)      

 

12. 불이 났는데 비가 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불/ 끄다) 



13.운동을 많이 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살/빼다) 

 

14. 아빠가 사 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크레파스/ 잘 그리다 ) 

15. 어제는 추웠었는데 오늘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씨/ 따뜻하다) 

�(보기) 중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보기 ) 형제           제비             새끼              바르다           빼앗아가다      

              울타리       싹                 욕심꾸러기   타다              마당 

              쏟아지다    익다            도깨비           벌       쫓아내다     쫓겨나다 

 

1.  the  young �__________2.  a garden, a yard �____________ 

 

3. rub �________________4. a fence �__________________ 

 

5. brothers �__________6. an avaricious man �__________ 

 

7. drive back, send away �_____________   

 

8. be dismissed from�_______________ 

 

9. a swallow �_____________ 10. a bud �_______________  

 

11. ripe, mellow  �__________12. a goblin �_____________ 

 

13. take ( a thing) away from ( a person) �_________________ 

 

14. pour down, get spilt �_____________ 

 

15.punishment �_____________ 16. halve (a gourd ) �_____________ 

 

� ‘흥부와 놀부’(교재 40쪽~43쪽) 를 다시 한번 읽고 47쪽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순서 : 라- 가 – 마 – 다 – 바 – 나) 

 (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놀부는 흥부네 식구를 쫓아냈습니다. 

 



(가) 

 

 

 

 

 

(마) 

 

 

 

 

 

(다) 

 

 

 

 

 

(바) 

 

 

 

 

 

(나) 

 

 

 

 

 

� 다음의 퀴즈를 일고 물음에 o, x로 답하세요. 

1. 1910년 일본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         ) 

 

2. 일본 식민지 정부는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          ) 



3. 3.1 운동은 일본인에게 총이나 칼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태극기를 

흔들며 걸으며 우리의 독립을 주장한 평화 운동이었다. (            ) 

 

4. 일본은 조선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다.(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2.추운 겨울이 지나고  

              

              

3.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4.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5. 새끼를 낳았습니다. 

              

              

6. 박씨를 떨어뜨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