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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_딱 걸렸다 낱말 퀴즈

◈� [보기[에서� 설명하는� 낱말� 4개가� 적힌� 그림� 조각을� 찾고,� 각각� 알맞은� 색으로� 색칠하세요.

[보기]

! 큰 눈이 자꾸 잠깐씩 감겼다 뜨였다 하는 모양.

     ð ㄲ ㅂ ㄲ ㅂ  움직이는 눈에 겁이 잔뜩 실려 있다.

!  쇠고기를 얇게 베어 내어 말린 음식.

     ð 질깃질깃한 ㅇ ㅍ 는 씹을수록 맛이 우러난다.

!   값을 치르다.  ð 이모가 식사비를 모두 ㄱ ㅅ ㅎ ㄷ .

!   남이 모르게 살짝. 또는 가만히.

      ð 어머니 구두를 ㅁ ㄹ  신어 보니 마치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계산하다

육포

끔벅끔벅

몰래



1학년_누가 똥을 쌌을까 낱말 퀴즈 

◈� 다음� 동물� 친구들은� 어떤� 모양의� 똥을� 쌀까요?� 동물� 친구들이� 설명하는� 낱말을� 찾아� 선으로� 잇고,� 낱말을� 따

라� 써� 보세요.

잔 뜩 단 숨 에진 땀 말 끔 히

티 없이 맑고 환할 
정도로 깨끗할 때 쓰
는 말이야. “쓰레기가 
◯◯◯ 청소되어 있었
어.”처럼 쓰지. 

쉬지 않고 곧장이란 
의미로 쓰는 말이야. 오
후에 놀이터에서 놀기 
위해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자 ○○○ 숙제를 끝
내 버렸던 적 있지? 

몹시 힘들 때 흐르는 
끈끈한 땀을 말해. 어려
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이 땀이 흐르지. 더할 수 없이 심하다는 

뜻이야. 화장실 바닥에 누
가 계속 똥을 싸자 교장 선
생님이 ◯◯ 화가 나셨던 
것 기억나지?



1학년_큰 손 낱말 퀴즈

◈� 네� 명의� 친구는� 어떤� 손� 모양을� 좋아할까요?� 각�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낱말� 카드의� 낱말이� 알맞게� 들어갈� 문

장을� 찾아� 선을� 이어� 보고� 확인해� 보세요.

거뜬히 난데없이 끙끙거리다 다정하다

∙ ∙ ∙ ∙
감기에 걸려 
○○○○○. 

두 친구가 속닥속닥하
는 모습이 ○○○○.

누군가 ○○○○ 
노래를 불렀다.

맡은 역할을 ○○○ 
해내다. 



1학년_고양이 해결사 깜냥 낱말 퀴즈

◈� 깜냥이� 배가� 고픈가� 봐요.� 설명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 ◯표� 하고� 선을� 그려서� 깜냥이� 참치� 캔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선생님 경비원

전에 본 기억이 없
어 익숙하지 아니
하다.

두 손을 등 뒤
로 젖혀 마주 
잡은 것.

말이나 행동이 예
의에 벗어남.

낯설다 친하다

뒷짐

팔짱

도움

실례



준호가 잘난 척하면
서 ○○○거리는 게 
보기 싫어.

거들먹 ⇨ 네가
걸리적 ⇨ 내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

간절하다 ⇨ 좋아
간단하다 ⇨ 고마워

1학년_고양이 해결사 깜냥 낱말 퀴즈

◈� 다음� 설명에� 맞는� 낱말을� 찾은� 후,� 각� 낱말에� 연결되어� 있는� 말을� 순서대로� 적으면� 요요가� 후우에게� 하는� 말

을� 알� 수� 있어요.� 요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볼까요?

 

아플 때 혼자 있게 되
어서 ○○○ 울었다.

신나게 ⇨ 너는
서럽게 ⇨ 나는

  ◎ 요요가 하는 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배가 너무 고파서 ○○
을 지를 힘이 없었다.

외침 ⇨ 잘해서
고함 ⇨ 그냥



1학년_목기린 씨, 타세요! 낱말 퀴즈

◈� 목기린� 씨가� 마을버스를� 타려고� 해요.� 동물� 친구들이� 설명하는� 낱말이� 적힌� 버스를� 찾아� 선으로� 잇고,� 목기린�

씨가� 타야� 할� 버스에� 동그라미를� 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만큼 안되
었을 때 쓰는 말이야. 
길에서 어미를 잃어버
린 아기 고양이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친밀히 사랑함을 의미
해. 편지글을 시작할 때 
“◯◯하는 친구 동희에
게”라고 쓸 수 있어.

고쳐 만들거나 바꿈을 뜻
해. 목기린 씨를 위해 마
을버스를 ◯◯하기로 한 
것처럼 말이야.

도리에 맞지 않거나 정
도에서 지나치게 벗어
남을 뜻하는 말이야. 
“몸도 안 좋은데 너무 
◯◯하지 마세요.”라는 
말 들어 본 적 있지?

가 엾 다친 애무 리 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