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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1. sk•st•sp•snWeek 1 Day 1

Embark 5

W1D1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해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1

① sk, st, sp, sn가 각각 적힌 카드를 보여주며, s-blends 음가를 연습하게 한다.
② 각 단어에서 s-blends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인 ate, one, in, eam, ell, ake, ail이 각각 적힌 카드를 보여준다. 앞서 배운

Long-a, Long-e, Long-i, Long-o 사운드를 복습하며, s-blend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읽기 연습을 한다.
③ 각 단어의 s-blends 카드와 나머지 글자들 카드를 나란히 보여주며, 음가를 조합하여 읽는 연습을 한다.
④ 단어카드와 함께 단어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 이름과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1
각 단어에서 s-blends와 나머지 글자들을 조합해 읽기 연습을 할 때, 나머지 글자들을 먼저 발음한 후,
s-blends를 붙여 전체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Ex)‘ate, skate’

Tips

스케이트 돌

피부 증기

철자를 쓰다[말하다] 뱀

(빙빙)돌다, 회전하다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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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써 보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sk, st, sn, sp를 발음해 보게 한다. TG

오디오를 듣고, 해당 단어의 그림을 찾게 한 후, 단어의 이름들을 직접 말해 보게 한다.TG

2 2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단어의 이름을 듣고 단어 내 음가를 구별해 본다.활동목표

3 3

W1D1

stone

③

②

④

④

②

③

①

①

stone

skin

skin

spell

spell

spin

snail steam skate snake

snake

W: spin, spell, stone, skins

W: steam, snail, skate, snakes

(1) M: /sk/ skin (pause) /sk/ skin
(2) M: /sn/ snake (pause) /sn/ snake
(3) M: /st/ stone (pause) /st/ stone
(4) M: /sp/ spell (pause) /sp/ spel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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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2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단어를 말해 보세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단어 내 사용된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한다.활동목표

① 해당 단어 그림을 보며 단어 이름을 말하고, 그림 아래에 있는 글자들을 각각 조합해 읽어 보게 한다. Ex) ‘spin, in’,
‘skate, ate’, ‘steam, eam’, ‘snail, ail’

② 보기에 제시 되어 있는 글자들의 조합 음가를 발음 한 후, 보기에서 각 단어 그림의 첫 두 글자를 찾아, 단어 이름을 말하
며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

TG

①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단어 그림 옆 상자 속에 있는 글자들을 차례로 조합하여 연결해 읽어 보게 한다. 

Ex) sp~eam, sp~in, st~eam, st~in
②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며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sk

st sn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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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게 한 후, 어떤 자음 소리들이 나는지 말해 보게 한다.
② 그림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의 s-blends(sn, sm, st, sp, sk)를 동그라미 치며, 발음해 보게 한다.
③ 각 단어에서 동그라미 친 s-blends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을 발음해 보게 한다.
④ 단어에 있는 전체 글자들을 조합해 천천히 읽어 보게 한 후, 그림의 이름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보드에 p. 10에 제시 되어 있는 모든 s-blends 단어들을 적는다. 

② 교사가 각 단어에서 s-blends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을 조합해 발음한다. Ex) ate, in, ull, y, ell, ail, etc.
③ 학생들은 교사가 발음하는 것을 잘 듣고, 어느 단어 발음의 일부분인지 보드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정답을 말한다.

Let’s Play!

정답 확인 후, 제시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을 보드에 적고, 다시 한 번 각 단어를 읽어 보며 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snake spin

skate stone

spellsteam

skin s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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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gr•dr•trWeek 1 Day 2

Embark 5

W1D2

1 4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해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① 보드에 br, gr, dr, tr을 크게 쓰고, 학생들과 함께 발음해 본다.
② 보드에 각 단어에서 r-blends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인 ide, ead, ay, um, ee, ain 를 쓴 후, 앞서 배운

Long-a, Long-e, Long-i 사운드를 복습하며, r-blend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읽기 연습을 한다.
③ 나머지 글자들 앞에 r-blends 글자들을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하여 적어 본다.
④‘r-blends 발음, 나머지 부분의 발음, 전체 단어 발음’을 차례로 해 본다. Ex) ‘br, ide, bride’
⑤ 단어카드와 함께 단어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 이름과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천천히 붙여 읽기`→`조금 빠르게 붙여 읽기`→`빠르게 읽기’순서로 속도를 조절하며 읽어 볼 수 있게 한다.Tips

신부 잔디, 풀

회색빵

북 나무

기차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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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6

1 잘 듣고, 순서에 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r-blends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디오를 여러 번 들려준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 그림의 이름과 처음에 나오는 r-blends
를 말해 보게 한다.

TG

오디오를 듣기 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r-blends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r-blends를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dr, drum’
TG

W1D2

gray bride

bride

grass

grass

dress gary

train

train

drum

drum

bread

tree W: a. gray, grass, dress
b. gray, bride, tree

s

W: a. bread, dress, grass
b. grass, dress, gray

s

W: a. train, drum, bread
b. bread, bride, train

s

(1) M: /dr/ drum (pause) /dr/ drum
(2) M: /br/ bride (pause) /br/ bride
(3) M: /tr/ train (pause) /tr/ train
(4) M: /gr/ grass (pause) /gr/ gras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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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쓰고, 단어를 다시 써 보세요.

2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단어를 말해 보세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단어 내 사용된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한다.활동목표

①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r-blends를 발음해 보게 한다. 
② 각단어그림의이름을말한후, 그 옆에제시되어있는글자들을천천히읽어보게한다. Ex) ‘tree, ee’, ‘gray, ay’, ‘bread, ead’, ‘dress, ess’
③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적합한 r-blends를 찾아 적게 한다.

TG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Ex) ‘grass, gr, tr, ass, ay’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들을 찾아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

읽어 보게 한다. 

TG

tr tree

grgr

br

dr

gray

bread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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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옆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의 r-blends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보게 한다.
② r-blends 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을 읽어 보게 한다. 
③ r-blends 글자들과 나머지 글자들을 연결해 천천히 읽어 보게 한 후, 제시된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p. 14에 제시된 단어들을 보드에 나란히 적는다. 

② 각 학생에게 10초를 주고, 10초 안에 보드에 적힌 단어를 읽게 한다. 단어를 정확하게 가장 많이 읽는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보드에 ide, ive, y, ain, ay, ade, ane, ass, ess, ee를 적고, 학생들과 함께 읽기 연습을 한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제
시되어 있는 각 단어를 다시 한 번 발음하며 뜻을 알아본다.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bride grass

traindrum

bread tree

dress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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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fl•sl•plWeek 1 Day 3

Embark 5

① 교사는 p.15에 나오는 단어들을 발음한 후, 학생들이 각 단어의 첫 두 글자인 l-blends(cl, fl, sl, pl)를 유추해 내도록 지도한다.
② 학생들이 찾아 낸 cl, fl, sl, pl을 보드 한 켠에 크게 적고, 교사의 발음을 따라 하게 한다.
③ 보드의 다른 한 켠에 ap, ay, ag, ea, ide, ed, ane, um을 적고 학생들과 함께 읽기 연습을 한다.
④ 교사가 다시 한 번 p.15에 나오는 단어를 발음하면, 학생들은 해당 단어의 l-blends와 나머지 부분들을 보드에서 찾아, 단어의 철자를 말해 본다.
⑤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 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 본다.

TG

각 단어에서 l-blends와 나머지 글자들을 조합해 읽기 연습을 할 때, ‘l-blends, 나머지 글자들,
전체 단어’순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며, 차례로 읽어 보게 한다. Ex) ‘cl, ap, clap’

Tips

W1D3

1 7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해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박수

점토, 찰흙 벼룩

깃발

미끄럼틀

썰매 자두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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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들의 이름을 학생들과 함께 말해 본다.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디오를 여러 번
들려준다.

TG

82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단어의 이름을 듣고 r-blends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93

W1D3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단어그림들의 이름과 보기로 나와 있는 l-blends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l-
blends를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cl, clap’

TG

M: /cl/ clap (pause) /cl/ claps

M: /fl/ flea (pause) /fl/ fleas

M: /sl/ slide (pause) /sl/ slides

/pl/ plum (pause) /pl/ pl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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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 함께 말한 후, 단어의 첫음가와 해당 글자를 말해 보게 한다.
②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l-blends 중 해당 음가를 포함하고 있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③ 같은 형태로단어의끝소리와해당글자들도동그라미치게한후, 동그라미 친 글자들을연결해서천천히읽어보게한다.

TG

1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표하고, 단어를 완성하세요.

2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단어를 말해 보세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단어 내 사용된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한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② 단어 그림 옆에 나와 있는 l-blends와 그림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단어의 나머지 부분을 차례로 조합해 읽어 보게 한다. 

Ex) sl~ed, fl~ed
③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적합한 l-blends를 찾아 적게 한다.

TG

sl fl

cl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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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②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에서 l-blends를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보게 한다. 해당 단어의 첫소리와 일치하는 l-blends를 찾아본다.
③ 단어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해 보게 한 후, 단어의 끝소리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해당 단어를 찾고, 정답을 적어 보게 한다.

TG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 l-blend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보드에 적은 후, 읽기 연습을 한다. 해당 부분들의 읽기가 자연스러워지면,
l-blends를 붙여 함께 읽어 보고 각 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활동이 끝난 후,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plum flag

planeclay

slide flea

sledclap

·준비물: 단어카드(p.18 제시 단어), 메모지
·활동방법: ① 단어카드에서 l-blends 부분을 메모지를 붙여 가려둔다.

② 부분적으로 가려진 단어카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나머지 글자들을 읽게 한 후, 해당 단어를 추측하게 한다.
③ 메모지를 띄어내어 정답을 확인하고, 다같이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Let’s Play!



Embark 5 19

Week 1 Day 4

Embark 5

101

4. Let’s Review

1 잘 듣고, 들려주는 단어를 찾아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해당 단어를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다.활동목표

① 그림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게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드에 적는다.
② 보드에 적은 단어들 중 s-blends, r-blends, l-blends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알아본다.
③ 오디오를 통해 소리와 단어를 듣고, 해당 그림(steam, spell, tree, bread, plane, flag)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④ 1. steam  2. spell  3. tree  4. bread  5. plane   6. flag

TG

활동 시작 전, 학생들이 배웠던 s-blends(sk, st, sp, sn), r-blends(br, gr, dr, tr), l-blends(cl, fl, sl, pl)를
물어보고,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

Tips

W1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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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1

2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은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보고, 해당 단어를 적어 본다.활동목표

① 각 그림을 보며, 그림의 상황을 추측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의 대화를 보드에 크게 적고, 학생들이 읽기를 시도해 보게 한다.
③ 보드에 적어 놓은 문장에서 sight word를 동그라미 친 후, 발음을 따라 읽게 하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sight word를 빈칸에 쓰게 한다.
④ 오디오를 듣고 따라 읽게 한 후, 학생들의 읽어 보기 시도가 어느 정도 맞았는지 다 함께 확인하며 문장의 의미를 알아본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학생들이 다 함께, 박자에 맞춰‘Can I help you?’라고 묻

게 한다. 이때, 양손은 4박자에 맞춰 움직이게 한다. * 허벅지
치기`→`박수 치기`→`오른손 엄지 세우기`→`왼손 엄지 세우기

② 학생들이 다 함께, ‘Can I help you?’라는 질문이 끝나면,
바로‘Yes.’라고 대답한다. 양손은 앞서 나온 4박자에 맞춰
계속 움직이게 한다. * Yes`-`4박

③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I am looking for a ____.’라
고 제일 뒤에 들어가는 단어를 각기 다르게 하여 대답을 한
다. 이때, 양손은 4박자에 맞춰 계속 움직인다. * I`-`1박 /
am`-`1박 / looking for`-`1박 / a`-`1박 / 마지막 단어`-`4박

④‘Yes, I am looking for a ____.’로 답할 때, 마지막 단어를
겹치게 하거나, 박자를 놓친 학생은 벌칙을 받는다.

Let’s Play!

Can I help you?
Yes, I am looking for a drum.

Can I help you?
Yes, I am looking for a sled.

Can I help you?
Yes, I am looking for a dress.

오디오를 들으며 문장을 따라 읽을 때,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춰 교재에 있는 해당 문장 내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듣
고, 읽게 한다.

Tips

I am looking for a .

I am looking for a .

I am looking for a .sled

dress

drum 

12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도와 드릴까요?

네, 나는 북을 찾고 있어요. 네, 나는 드레스를 찾고 있어요.

도와 드릴까요?

네, 나는 썰매를 찾고 있어요.

도와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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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들과 함께 읽어 본다.
② 1번과 2번의 문장을 보드에 크게 적고, 학생들이 읽어 보게 한다. 이때, s-blends, l-blends 단어들은 색이 다른 마커로 적는다.
③ 학생들이 1번과 2번의 가사를 잘 읽게 되면, 문장에서 중복되는 가사 부분만 두고, 다른 단어들은 3, 4번 혹은 5, 6번

단어로 교체하여 읽기 연습을 한다. 
④ 7번 문장을 보드에 적고 읽기 연습을 한 후, 각자 교재에 있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 함께 읽어 본다.
⑤ 문장을 다시 들으며 여러 번 불러 본다.

TG

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빈칸에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와 sight word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본다.활동목표

Can I help you?

Snail is looking for a plane and plum.

Snake is looking for a sled and slide.

Bride is looking for a dress and bread.

They are looking for a train!

3 2 

snake, sled, slide snail, plane, plum

5 4

train bride, dress ,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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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단어를 써 넣은 뒤, 모양 힌트를 사용하여 아래 퀴즈를 풀어 보세요.
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하게 하여, 들리는 자음 발음과 해당 글자들을 말하게 한다. 
② 교사는 해당 단어의 글자 수만큼 보드에 밑줄을 그어 빈칸을 만들어 두고, 해당 자음 글자들을 알맞은 빈칸에 적는다. Ex) s k a t e  
③ 단어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발음하게 하고, 들리는 모음 소리를 학생들이 말하게 한다.
④ 해당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빈칸에 채워 넣어 단어를 완성한 후, 다 함께 단어를 읽어 본다. 주어진 도형 힌트에 맞춰 영어 Quiz의 단어를 완성한다.
⑤ 보드에 적혀 있는 단어들을 지우고, 학생 스스로 각자의 교재에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

TG

영어 노트에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Tips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보드를 두 구역으로 나눈 후, Blends 단어를 적고, 다른 한 쪽은 p. 22에 단어에서 blends 제외한 나머지를 적는다.

② 학생들에게 메모지들을 하나씩 나눠준 후, 교사가 단어들 중 하나를 발음한다.
③ 학생들은 교사의 발음을 듣고, 10초 안에 해당 단어를 메모지에 적는다. 보드에 적혀 있는 글자 조합들을 참고로 할 수 있다.
④ 10초 후에 모든 학생들은 손을 머리에 얹고, 교사는 학생들에게로 가 각 메모지의 단어를 확인한다. 정답일 경우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틀렸을 경우에는 정답을 적어준다.
`⑤ 나머지 단어들도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한다. 가장 많은 단어를 맞춘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smile

skate

spin

train

flea

drum

bride stone

grass

slide

snail

clap

p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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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chWeek 1 Day 5

Embark 5

W1D5

1 13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해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① sh와 ch를 보드에 적고, 발음해 준다. 학생들이 해당 음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할 때까지 연습시킨다.
② 각 단어에서 sh와 ch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인 op, ip, eep, ell, in, ess, ain, ase를 세로로 나란히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읽어 보게 한다.
③ op, ip, eep, ell, in, ess, ain, ase 앞에 다른 색의 마커로 sh나 ch 중 적합한 것을 적고, 다함께‘sh/ch, 나머지

부분 발음, 전체 단어 발음’순으로 읽게 한다.
④ 단어카드와 함께 단어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 이름과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sh와 ch는 모두 무성음으로 발음되므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한다. sh[ ∫ ]는 우리말에서 짧은 소리 나는 [쉬]와 비슷하게 입술을 내
밀어 발음하며, ch[ t∫ ]는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떼면서
공기를 이 틈새로 보내며 [ t∫ ] 발음을 한다.

Tips

가게 양

배 조가비

턱 사슬

체스 뒤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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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D5

2

3

14

15

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써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단어 내 음가를 구별해 본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ch와 sh를 발음해 보게 한다. TG

오디오를 듣고, 해당 단어의 그림을 찾게 한 후, 단어의 이름들을 직접 말해 보게 한다.TG

④

②

②

③

③

④

①

①

chase

shop

shell

chain

chess

shop ship chin

sheep shell chain chase

W: chin, shop, ship, chase s

W: sheep chase shell chains

(1) M: /sh/ shop (pause) /sh/ shop 
(2) M: /sh/ shell (pause) /sh/ shell 
(3) M: /ch/ chain (pause) /ch/ chain
(4) M: /ch/ chess (pause) /ch/ ches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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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2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단어를 말해 보세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단어 내 사용된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한다.활동목표

① 해당 단어 그림을 보며 단어 이름을 말하고, 그림 아래에 있는 글자들을 각각 조합해 읽어 보게 한다. 

Ex) ‘sheep, eep’, ‘chin, in’, ‘chase, ase’, ‘ship, ip’
② 보기에 제시 되어 있는 글자들의 조합 음가를 발음 한 후, 보기에서 각 단어 그림의 첫 두 글자를 찾아, 단어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

TG

①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단어 그림 옆 상자 속에 있는 글자들을 차례로 조합하여 연결해 읽어 보게 한다. 

Ex) sh~ase, sh~ell, ch~ase, ch~ell
②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며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sh ch

ch sh



Daily English26

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게 한 후, 어떤 자음 소리들이 나는지 말해 보게 한다.
② 그림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의 sh나 ch를 동그라미 치며, 발음해 보게 한다.
③ 각 단어에서 동그라미 친 sh나 ch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을 발음해 보게 한다.
④ 단어에 있는 전체 글자들을 조합 해 천천히 읽어 보게 한 후, 그림의 이름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보드에 p. 26에 제시 되어 있는 sh와 ch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모두 적는다. 

② 교사가 각 단어에서 sh와 ch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을 조합해 발음한다. Ex) ell, elf, ip, op, ake, etc.
③ 학생들은 교사가 발음하는 것을 잘 듣고, 어느 단어 발음의 일부분인지 보드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정답을 말한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정답 확인 후, 제시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을 보드에 적고, 다시 한 번 각 단어를 읽어 보며
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shell shop

chin ship

chess chain

chase sheep



Embark 5 27

6. th•whWeek 2 Day 1

Embark 5

1 16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해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① 보드에 th, wh를 크게 쓰고, 학생들과 함께 발음해 본다.
② 보드에 각 단어에서 th와 wh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인 in, ree, ick, row, ip, ale, ite, eel을 쓴 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읽기 연습을 한다.
③ 나머지 글자들 앞에 th나 wh를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하여 붙여 적어 본다.
④‘th/wh 발음, 나머지 부분의 발음, 전체 단어 발음’을 차례로 해 본다. Ex) ‘th, in, thin’
⑤ 단어카드와 함께 단어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 이름과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th, /θ/ 발음은 혀끝을 살짝 깨물고, 입안의 공기를 내보내
며 소리를 낸다. 무성음이므로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wh,
/hw/ 발음은 입을 둥글게 모았다가 펴면서 소리를 낸다.
유성음이므로 /hw/ 발음 시 성대가 울린다.

Tips

W2D1

얇은 두꺼운

던지다삼

채찍 흰, 하얀

수레바퀴, 바퀴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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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순서에 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th와 wh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th와 wh를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wh, wheel’

TG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디오를 여러 번 들려준다. 정답 확인 후, ‘단어 이름,  첫음가, 첫음가 글자’를 말해 보게 한다.

Ex) ‘three, /θ/, th’
TG

2 17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단어의 이름을 듣고 th와 wh의 음가를 구별한다.활동목표

3 18

W2D1

three whip

white thin thick

thick

wheel throw
thick white

wheel

whale

throw
W: a. three, whip, throw

b. thick, whale, throw
s

W: a. white, thin, thick
b. wheel, thick, thin 

s

W: a. thick, whip, whale
b. thick, wheel, whale

s

(1) M: /wh/ wheel  (pause) /wh/ wheel
(2) M: /th/ throw (pause) /th/ throw
(3) M: /th/ thick (pause) /th/ thick
(4) M: /wh/ white (pause) /wh/ whit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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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맞은 것을 찾아 쓰고, 단어를 다시 써 보세요.

2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단어를 말해 보세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단어 내 사용된 음가를 구별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th와 wh를 발음해 보게 한다. 
②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한 후, 그 옆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Ex) ‘three, ree’, ‘whip, ip’, ‘whale, ale’, ‘thick, ick’
③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th와 wh 중 적합한 것을 적게 한다.

TG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Ex) ‘throw, th, wh, row, ree’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들을 찾아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 읽어

보게 한다. 

TG

th three

wh whip

wheel

wh whale

th thick

thinthrow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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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옆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의 th와 wh를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보게 한다.
② th와 wh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을 읽어 보게 한다. 
③ th와 wh와 나머지 글자들을 연결 해 천천히 읽어 보게 한 후, 제시 된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보드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p. 30에 제시된 th와 wh로 시작하는 단어를 리스트 형태로 적어 내려간다.

② Round 1에서는 th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먼저 읽게 한다. 각 학생에게 10초를 주고, 10초 안에 보드에 적힌 단어
를 읽게 한다. 단어를 정확하게 가장 많이 읽는 학생이 이긴다.

③ Round 2에서는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이용해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Let’s Play!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보드에 ree, in, rill, ale, ite, isk, ine, eel, row, ead, ine, ip,
ick를 적고, 학생들과 함께 읽기 연습을 한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제시되어 있는 각
단어를 다시 한 번 발음하며 뜻을 알아본다.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