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5월 2일 댓돌반 숙제(제출일자: 5월 9일)    이름 :_________  

 

� (보기)와 같이 고쳐 보세요. (교재 149쪽~150쪽 문제 중에서) 

(보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차다) 

       � 네, 맞아요. 

 

1.가방을 __________________ 분이 누구세요? (들다) 

 

� 우리 할아버지세요. 

2. 미영씨는 어디에 있어요? ( 걸어가다) 

 

� 저기 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이 미영씨예요.  

3.영애는 누구예요?  

 

� 하얀 색 치마를 ______________________사람이에요.(입다) 

4. 누가 청바지를 입었어요? (바실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누가 안경을 썼어요? ( 호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누구,        뭐,                언제,               어디 

            약속이 있어서 누구 좀 만나러 가요. 

 

6. 아무도 안 계세요? 

 

� _________________ 좀 도와 주세요. 

 

7. 이번 방학에 _________________ 좀 다녀 왔어요. 

 

8.시간이 있으면 ____________ 한번 만납시다. 

 

9. 배가 고파서 __________ 좀 먹었어요. 



(보기) 저분이 누나예요? ( 이모 ) 

         �저분은 누나가 아니라 이모세요.  

10. 내일 약속이 두 시지요? ( 세 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이 책은 2000원 (이천원) 이었지요? ( 2500원(이천오백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호세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지요? ( 팔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내일이 마리아 생일이지요? ( 모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중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 보기 ) 올려놓다              잡다              실                장래             돌잡이 

             돌려주다               이웃             환갑 

 

1. thread  �______________2. grab� ____________ 

 

3. the future �______________4. the neighborhood �___________ 

 

5. one’s  60th birthday anniversary �____________  

 

6. a baby’s selection of his/her first birthday present �_____________ 

 

7. return,  give back, send back �_____________   

 

8. put a thing on a place �_______________ 

 

� 151쪽 ‘돌잡이 풍속’ 을 읽고 아기가 잡은 물건을 보고 장래를 

알아보는 풍속에 답해 보세요. 

 

1. 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국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책, 벼루, 먹, 붓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환갑 잔치는 태어나서 몇살에 하나요? (                                     ) 

�다음 단어나 문장을 두번씩 써 보세요.(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1.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2.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산대. 

              

              

              

3.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한대. 

              

              

4. 환갑 잔치는 태어나서 육십(60)세에 합니다. 

              

              

              



5. 생일날 아침에는 쌀밥과 미역국을 먹어요. 

              

              

              

6. 예쁜 옷을 입은 아기가 앉습니다. 

              

              

              

7. 떡을 가져 온 그릇에는 돈이나 쌀을 넣어서 돌려줍니다. 

              

              

              

              

 

� 한국어 교재 171쪽, ‘초등학생 승강기에서 떨어질 뻔’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보기)  정문         지하       승강기     호기심       공간        끼다             목숨 

   

1. life, the breath of life �____________2. space   �____________   

 

3. curiosity   �________________ 4. an elevator    �_______________ 

 

5. the front gate  �____________ 6. underground, basement  �___________   

 

7. put between, stuck in something,   trapped in    �____________ 

         



 8. 언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어디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누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무엇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어떻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