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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apWeek 1 Day 1

Embark 4

W1D1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1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a, n, p의 개별 음가를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먼저 복습한다. 
②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an과 ap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an과 ap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can, pan, fan / cap, nap, lap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 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p와 f는 무성음이므로 첫소리 [p]와 [f]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자음+모음+자음)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1

CVC 단어의 각 음가 개별 발음을 연결
해서 읽을 때, ‘천천히 붙여 읽기`→`조금
빠르게 붙여 읽기`→`빠르게 읽기’순서로
속도를 조절하며 읽어 볼 수 있게 한다.

Tips

깡통

프라이팬 선풍기, 부채

모자

무릎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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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3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c, n, l, f, ap, an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정답 끝소리 글자들 앞에 첫소리 글자도 쓰게 한다.TG

3

2 2

W1D1

nap

lap

nap

cap pan

can

fan

can

M: /c/ /an/ cans

W: /n/ /ap/ nap s

M: /l/ /ap/ laps

W: /f/ /an/ fans

W: nap (pause) naps

W: cap (pause) caps M: pan (pause) pans

M: can (pause) 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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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끝소리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다른 것은 ×에�표 하세요.

2 그림에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하여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

�

�

nap

fan

cap

pan

fan

nap

lap

lap

cap

pan



Daily English10

3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 본 후, 끝소리 글자들을 찾아 밑줄 친다.
②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다. 끝소리 글자들 앞에 있는 글자가 해당 단어의 첫소리 글자가 맞는지를 확인 한

후, 글자들을 연결하여 동그라미 친다. 
③ 동그라미 친 단어를 빈칸에 적을 때, ‘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첫소리 글자 카드 5장(c, p, f, n, l) 2세트, 끝소리 글자 카드 2장(an, ap) 2세트, 스카치 테이프

·활동방법: ①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 해 첫소리와 끝소리 글자 카드들(총 14개)을 보드에 무작위로 붙인다.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서 학생 한 명씩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다.

③ 교사가 an과 ap로 끝나는 단어 들 중 하나를 말하면, 해당 학생들은 보드에 붙어 있는 글자

들을 조합해 단어를 만든다.
④ 정답 단어를 먼저 만든 학생 팀이 점수를 얻는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ips

nap, 낮잠

fan, 선풍기, 부채

lap, 무릎

pan, 프라이팬

can, 깡통

cap,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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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a  Week 1 Day 2

Embark 4

W1D2

1 4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a, g, t의 개별 음가를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먼저 복습한다. 
②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ag과 at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ag과 at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bag, wag, tag / bat, mat, rat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 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t는 무성음이므로 첫소리 [t]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ag와 at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gag, jag, lag, rag, cat, fat, hat,
pat, sat, vat

Tips

가방

(꼬리를) 흔들다 정가표

방망이

쥐(현관, 욕실 앞 등에 까는)매트[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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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6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표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b, r, t, m, ag, at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해당 단어를 그림 옆에 쓰게 한다.TG

W1D2

tag

mat

bag

rat

rat tag

batwag

��

� �

M: /b/ /ag/ bag s

W: /r/ /at/ rat s

M: /t/ /ag/ tags

W: wag (pause) wags W: bat (pause) bats

W: rat (pause) rats M: tag (pause) tags

W: /m/ /at/ ma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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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짝지어진 그림의 끝소리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그림에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bag

bag

tag

tag

rat

rat

wagmat bat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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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다. ② 첫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쓰게 한다.
③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본다. ④ 끝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 글자들을 찾아 첫 글자 뒤에 붙여 쓰게 한다.
⑤‘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가 끝소리가 ag와 at인 단어들 중 하나를 영어로 설명한다.

② 학생들은 교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추측한다.
③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고,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정답을 말한다. 

Let’s Play!

3 그림을 보고, 알파벳을 알맞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단어를 완성하세요.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ips

bag, 가방

tag, 정가표

rat, 쥐

wag, 흔들다

mat, 매트

bat, 방망이



Embark 4 15

3. Let’s ReviewWeek 1 Day 3

Embar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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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오디오를 들으면서 끝소리와 해당 단어의 발음을 따라한 후, 그림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한다. 
② 정답 확인 후, 각 그림 아래에 단어 8개 (can, pan, nap, cap, mat, rat, bag, wag)를 쓰게 한다.

TG

7

W1D3

1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이야기 해 본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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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은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보고 단어를 써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며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학생들이 추측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 별 대화를 듣고 따라 읽어 보게 한다.
③ 교사는 그림 별 문장들을 보드에 적고, sight word에 밑줄을 친 후, sight word의 의미와 해당 문장의 의미를 학생들과 알아본다.

④ 단어를 발음하며 빈칸에 쓰게 한다. ⑤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림 별 짧은 대화를 번갈아 가며 읽어 보게 한다.

TG

8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세 명을 한 팀으로 학생들을 나눈 후, 게임을 먼저 할 팀 순서를 정한다.

② 교사는 보드에 an, ap, ag, at로 끝나는 단어들을 적는다.
③ 학생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주고, 보드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게 한다. 
④ 임의로 단어들 중 하나를 지우고, 제일 먼저 하기로 한 팀의 팀원들에게 해당 단어의 철자를 한 사람이 하나씩 순서대로 말하게 한다.
⑤ 팀원들이 단어 철자를 정확하게 말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얻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다시 보드에 적는다.

Let’s Play!

2

Where is the cap?
The cap is in the bag.

Where is the rat?
The rat is under the mat.

Where is the fan?
The fan is on the mat.

Where is the ?

The is on the .

The is under the mat.rat 

mat fan 

cap 

93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M: Where is the cap? s

M: The fan is on the mat.s

M: The rat is under the mat. s

모자는 어디에 있니?

모자는 가방 안에 있어.

선풍기는 어디에 있니?

선풍기는 매트 위에 있어.

쥐는 어디에 있나요?

쥐는 매트 아래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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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와 단어들을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각 그림의 내용을 알아본다. 교사는‘Where is the fan(/bat/can/tag)?’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②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게 한 후, 앞서 나온 문장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 보게 한다. 해당 문장의 번호를 그림 옆 빈칸에
쓰게 한다.

TG

The cap is in the bag. 모자는 가방 안에 있어요.

The fan is on the mat. 선풍기는 매트 위에 있어요.

The can is in the bag. 깡통은 가방 안에 있어요.

The tag is on the mat. 정가표는 매트 위에 있어요.

The bat is in the bag. 방망이는 가방 안에 있어요.

Where is the rat? 쥐는 어디에 있나요?

The rat is under the mat. 쥐는 매트 아래에 있어요.

각 그림의 문장들을 영어 공책에 써 보게 한다.Tips

2 5

fan, mat bat, bag

3 4

can, bag tag,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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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써 넣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사이즈의 메모지들(이면지 활용 가능), 채점 용 색연필
·활동방법: ① CVC(자음+모음+자음) word 박스를 보드에 그린 후, 학생들이 학습한 단어들을 각각의 박스에 적는다.

② 학생들에게 빈 메모지를 한 장씩 나눠준다. 
③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문장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학생들은 각 박스에서 필요한 단어를 찾아 메모지에 해당 문장을 적어 본다.
④ 교사는 색연필을 들고 개별 학생에게로 직접 간다. 정확한 문장을 적은 학생의 메모지에는‘Excellent!’를 적어주고, 그렇지 못한 학생

에게는 문장을 수정해 준 후, ‘Try again!’을 적어 준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써 보세요.
학생들이 그림을 보고 단어 이름을 말하게 한다. 해당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알아보며 단어의 철자를 쓰게 한다.TG

교사는 각 단어 퍼즐 모양을 보드에 그린 후,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알맞은 자리에 적을 수 있도록 정답을 함께 써 보도록 한다.Tips

cap
bat bagfan

panmat

can nap lap
rat tag 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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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n

a

p

r

a

t a

w

a

g

b

a

g

c

a

p

t

p

m

a

f

a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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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Day 4

Embark 4

10

W1D4

1

4. ed•e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e, d, t의 개별 음가를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먼저 복습한다. 
②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ed와 et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ed와 et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red, bed / pet, vet, net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 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b]와

[v]의 발음 구별에 주의한다. [b]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살짝 붙였다 떼면서 발음하고, [v]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닿으면서 발음하도록 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 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ed와 et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
다. Ex) fed, led, wed, bet, jet, let,
met, set, wet, yet

Tips

결혼하다

빨간색 침대

애완동물

수의사 그물



Daily English20

2

3

10

11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b, r, v, n, ed, et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정답 끝소리 글자들 앞에 첫소리 글자도 쓰게 한다.TG

W1D4

vet

net

bed

red

pet wed

red

vet

W: /b/ /ed/ beds

W: /r/ /ed/ red s

W: /v/ /et/ vet s

W: /n/ /et/ net s

W: pet (pause) pet s

W: vet (pause) vet s W: red (pause) reds

W: wed (pause) we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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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끝소리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다른 것은 ×에�표 하세요.

2 그림에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vet net

net

bed

bed

red

red

pet

pet

we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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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 본 후, 끝소리 글자들을 찾아 밑줄 친다.
②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다. 끝소리 글자들 앞에 있는 글자가 해당 단어의 첫소리 글자가 맞는지를 확인 한

후, 글자들을 연결하여 동그라미 친다. 
③ 동그라미 친 단어를 빈칸에 적을 때, ‘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첫소리 글자 카드 5장(r, b, p, v, n), 끝소리 글자 카드 2장(ed, et), 단어 카드 5장(red, bed, pet, vet, net), 스카치 테이
프, 파리채 2개

·활동방법: ①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 해 모든 카드를 보드에 무작위로 붙인다.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서 학생 한 명씩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다.
③ 앞에 나온 학생들은 교사가 발음하는 것을 듣고, 해당 글자 혹은 단어 카드를 파리채로 친다.
④ 먼저 알맞은 카드를 치는 학생 팀이 점수를 얻는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ips

bed, 침대

red, 빨강

wed, 결혼하다

vet, 수의사

pet, 애완동물

net,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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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g•enWeek 1 Day 5

Embark 4

W1D5

1 13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e, g, n의 개별 음가를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먼저 복습한다. 
②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eg와 en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eg와 en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leg, beg, peg / hen, pen, ten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 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h와 p는 무성음이므로 첫 소리 [h]와 [p]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 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en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den, fen, men

Tips

구걸하다. 빌다

무릎 (옷걸이)못

펜 열

암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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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D5

2

3

14

15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표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해당 단어를 그림 옆에 쓰게 한다.TG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b, t, h, l, eg, en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

�

�

�

beg

peg

pen

hen

ten

beg

leg

hen

M: /b/ /eg/ beg s

M: /t/ /en/ ten s

M: /h/ /en/ hen s

M: /l/ /eg/ legs

W:pen (pause) pen s W:beg (pause) beg s

W:hen (pause) hen s W:peg (pause) p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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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짝지어진 그림의 끝소리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beg

beg

peg

ten pen

pen

hen

hen

leg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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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다. ② 첫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쓰게 한다.
③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본다. ④ 끝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 글자들을 찾아 첫 글자 뒤에 붙여 쓰게 한다.
⑤‘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가 끝소리가 eg와 en인 단어들 중 하나를 골라, 첫소리와 끝소리를 발음한다.
② 학생들은 교사가 하는 발음을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추측한다.
③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고, ‘단어 스펠링, 단어 이름’순으로 정답을 말한다. Ex) l, e, g, leg

Let’s Play!

3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순서대로 알파벳을 나열하여 단어를 완성하세요.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ips

ten, 열, 십 leg, 다리

peg, (못걸이)못pen, 펜

hen, 암탉 beg, 빌다, 구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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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t’s ReviewWeek 2 Day 1

Embark 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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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오디오를 들으면서 끝소리와 해당 단어의 발음을 따라 한 후, 그림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한다.
② 정답 확인 후, 각 그림 아래에 해당 단어 8개(red, wed, vet, pet, pen, ten, peg, leg)를 쓰게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해 보고, ed, et, eg, en으로 끝나는 단어 그림들이 있는지 알아본다.Tips

W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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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은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보고 단어를 써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며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학생들이 추측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 별 대화를 듣고 따라 읽어 본다.
③ 교사는 그림 별 문장들을 보드에 적고, 단어에 밑줄을 친 후, 단어의 의미와 해당 문장의 의미를 학생들과 알아본다.
④ 단어를 발음하며 빈칸에 쓰게 한다. ⑤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림 별 짧은 대화를 번갈아 가며 읽어 보게 한다.

TG

What is this?
It’s my red pen.

I know what it is. It’s your pet.

What is this?
It’s my net.

2

3

17

It’s my .

It’s my .

It’s your .pet

net

penred

18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사이즈의 메모지들(이면지 활용 가능), 채점 용 색연필
·활동방법: ① 두 명을 한 팀으로 학생들을 나눈 후, 팀 별로 메모지를 한 장씩 준다.

② 교사가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발음하면, 팀 별 학생들은 메모지에 해당 단어를 쓴다.
③ 교사는 색연필을 들고 각 팀에게로 간다. 정확한 단어를 적은 팀의 메모지에는 ♡를 그려주고, 

그렇지 못한 팀에게는 첫소리와 끝소리를 발음하면서 단어를 수정해 준다.

Let’s Play!
각 단어의 의미에 맞게 제스처를 만들어, 단어와 제스처를 함께 사용 해 본다.Tips

M: It’s my red pen s

M: It’s my net s

M: It’s your pets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나의 그물이야.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것은 너의 애완동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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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와 단어들을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 활동목표

① 그림에서 en, et, ed로 끝나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게 한 후, 각 그림에서 소년이나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본다. 

②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게 한 후, 앞서 나온 활동의 문장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 보게 한다. 해당 문장의 번호를
그림 옆 빈칸에 쓰게 한다.

TG

It’s my pen. 이것은 나의 펜이야.

It’s my net. 이것은 나의 그물이야.

It’s my pet. 이것은 나의 애완동물이야.

It’s my bed. 이것은 나의 침대야.

I know what it is.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It’s your pet, your red hen. 이것은 너의 애완동물 너의 암탉이야.

각 그림의 문장들을 영어 공책에 써 보게 한다.Tips

3 6

pet pet, hen

2 4

ne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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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써 넣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

②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문장을 보드에 적고, 맨 처음 학생부터 문장에 있는 단어를 차례로 하나씩 읽게 한다. 
③ 앞서 학생들의 한 문장 안의 단어 읽기가 끝나면, 다음 학생은 해당 문장 전체를 읽는다. 
④ 읽기가 끝난 학생은 다시 줄을 서고,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⑤ 한 문장 읽기가 끝나면 교사는 다른 문장을 쓰고,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Let’s Play!

2 도형의 모양과 번호를 보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① 같은 도형 안에 있는 그림들의 이름을 말한 후, 공통점을 찾아본다.
② 각 그림의 첫소리와 끝소리에 맞게 단어들의 철자를 써 본다.

TG

교사는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알맞은 자리에 적을 수 있도록, 보드에 정답을 함께 써 준다.Tips

net red

pet bed

vet wed

beg hen

leg ten

peg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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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g•inWeek 2 Day 2

Embark 4

W2D2

1 19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i, g, n의 개별 음가를 복습한다.   ② ig와 in이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ig와 in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pig, big, dig / bin, fin, pin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p]와 [f] 발음 시, [p]는 입술을 자연스럽게 붙였다 떼며 발음하고,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눌렀다
떼며 발음한다. [p]와 [f]는 모두 무성음이므로,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ig와 in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gig, wig, zig, sin, tin, win

Tips

돼지

쓰레기통

지느러미 핀

(땅을)파다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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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3 21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p, b, d, f, in, ig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정답 끝소리 글자들 앞에 첫소리 글자도 쓰게 한다.TG

W2D2

pin

pig pin

digfin

big

dig

fin
(1) M: /p/ /in/ pin s

M: /b/ /ig/ pigs

M: /d/ /ig/ digs

M: /f/ /in/ fin s

W: pig (pause) pig s W: pin (pause) pins

W: dig (pause) dig sW: fin (pause) fi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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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소리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다른 것은 ×에�표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pinpig

pig

bin

bin

fin

fin

digbig

d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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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 그림을 보고 글자의 개별 음가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발음하게 한다.
②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 글자를 찾게 한 후, 끝소리 글자들도 찾게 한다.
③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들이 나란히 있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고, ‘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을 말하면서 단어를 써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게임을 Round 1과 Round 2로 나눈다. Round 1에서는 교사가 보드에 p, b, d, f, ig, in을 적고, 학생들과 함께 각 글자

의 음가를 발음해 본다.
② 학생들이 차례로 p, b, d, f, ig, in을 발음하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발음한 학생이 이긴다.

③ Round 2에서는 교사가 발음하는 단어를 듣고, 학생들이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게 한다. 먼저 대답한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단어의 개별 음가를 발음하며, 철자를 말할 수 있게 한다.Tips

pin, 핀

pig, 돼지

bin, 쓰레기통

fin, 지느러미

big, 큰

dig, 파다



8. id•ixWeek 2 Day 3

Embark 4

W2D3

1 22

Embark 4 35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i, d, x의 개별 음가를 복습한다.  ② id와 ix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id와 ix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kid, lid / six, mix, fix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k], [s], [f]는 모두 무성음이므로,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id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bid, did, hid, rid 

Tips

뚜껑어린아이

섞다

육, 여섯

고치다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표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k, s, m, l, ix, id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해당 단어를 그림 옆에 쓰게 한다.TG

W2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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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3 24

kid

six

lid

mix

fix

mix kid

lid

��

� �

W: /k/ /id/ kid s

W: /s/ /ix/ six s

W: /m/ /ix/ mixs

W: /l/ /id/ lids

W: fix (pause) fix s W: lid (pause) lid s

W: kid (pause) kid sW: mix (pause) mix s



1그림을 보고, 짝지어진 그림의 끝소리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Embark 4 37

six

six

mix

fix

fix

kid

kid

lidlid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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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를 찾아 쓴다.
②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를 찾아 쓴다.
③‘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가 끝소리가 id와 ix인 단어들 중 하나를 영어로 설명한다.

② 학생들은 교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추측한다.
③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고, ‘단어 이름, 단어 철자’순으로 정답을 말한다.

Let’s Play!

3 그림을 보고, 알파벳을 알맞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단어를 완성하세요.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ips

mix, 섞다 lid, 뚜껑

kid, 어린아이

fix, 고치다 six, 육,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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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t’s ReviewWeek 2 Day 4

Embark 4

W2D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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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오디오를 들으면서 끝소리와 해당 단어의 발음을 따라 한 후, 그림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친다.
② 정답 확인 후, 각 그림 아래에 해당 단어 7개 (fin, pin, six, mix, pig, big, lid)를 쓰게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해 보고, ig, in, id, ix로 끝나는 단어 그림들이 있는지 알아본다.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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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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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그림을 보며 마녀와 남자 아이의 대화를 학생들이 추측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 별 대화를 듣고 따라 읽어 보게 한다.
③ 교사는 그림 별 문장들을 보드에 적고, 단어에 밑줄을 친 후, 단어의 의미와 해당 문장의 의미를 학생들과 알아본다.
④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림 별 짧은 대화를 번갈아 가며 읽어 보게 한다.

TG

·활동방법: ① 게임을 Round 1과 Round 2로 나눈다. Round 1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한 ig, in, id, ix로 끝나는
음가 조합 단어 중 하나를 말하고,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 철자를 알아 맞추게 한다.

②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어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고, 보드에 해당 단어의 철자를 쓴다.
③ Round 2에서는 교사가 ig, in, id, ix 끝소리를 가지고 있는 교재 외 단어(wig, tin, hid)들을 활용하여

Round 1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Let’s Play!

Can I mix it?
No, you can’t.

What can I do?
You can fix the bin.

Can I have the pig?
No, kid, you can’t.

각 단어의 의미에 맞게 제스처를 만들어, 단어와 제스처를 함께 사용 해 본다.Tips

Can I it?

Can I have the ?

You can the .binfix 

pig 

mix

27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M: Can I mix it?s

M: Can I have the pig?s

M: You can fix the bin.s

내가 이것을 섞어도 될까?
내가 이 돼지를 가져도 될까요?

아니, 얘야 넌 안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너는 쓰레기 통을 고칠 수 있어.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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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와 단어들을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 활동목표

① 그림에서 id, ig, ix, in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게 한 후, 각 그림에서 소년이나 마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본다.

②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게 한 후, 앞서 나온 활동의 문장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 보게 한다. 해당 문장의 번호를 그림
옆 빈칸에 쓰게 한다.

TG

각 그림의 문장들을 영어 공책에 써 보게 한다.Tips

Can I have the pig? 내가 돼지를 가져도 될까요?

Can I mix it? 내가 이것을 섞어도 될까요?

Can I have the big pin? 내가 이 큰 핀을 가져도 될까요?

What can I do?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You can fix the bin. 너는 쓰레기통을 고칠 수 있어.

2 1

mix pig

5 3

fix, bin big,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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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써 넣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사이즈의 메모지들(이면지 활용 가능), 채점 용 색연필

·활동방법: ① 교사는 sight word 박스와 CVC(자음+모음+자음) word 박스를 보드에 그린 후, 학생들이 학습한 단어들을 각각

의 박스에 쓴다.
② 학생들에게 빈 메모지를 한 장씩 나눠준다. 
③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문장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학생들은 각 박스에서 필요한 단어를 찾아 메모지에 해당 문장

을 적어 본다.
④ 교사는 색연필을 들고 개별 학생에게로 직접 간다. 정확한 문장을 적은 학생의 메모지에는‘Excellent!’를 적어주

고,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문장을 수정해 준 후, ‘Sorry!’를 적어 준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써 보세요.
교사는 각 단어 퍼즐 모양을 보드에 그린 후, 학생들이 교재 그림을 보며 단어 이름을 말하게 한다.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직접 나와 보드에 있는 퍼즐 모양 위에 단어를 써 보게 한다.

TG

학생들이 교재에 정답을 쓸 때,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ips

pin
kid

finfix

mixlid pig

binmix big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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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Day 5

Embark 4 10. og•o

W2D5

1 28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o, g, t의 개별 음가를 복습한다.
② og와 ot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og와 ot를 여러 번 발음해 본다.
④ dog, fog, log / hot, pot, dot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f], [h], [p]는 모두 무성음이므로,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교재를 보며, 단어 첫소리와 끝소리를 조합하여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og와 ot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jog, got, lot, not, rot

Tips

개

통나무

뜨거운, 더운

냄비 점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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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D5

2

3

29

30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해당 단어를 그림 옆에 쓰게 한다.TG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l, h, d, p, ot, og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dog

hot

log

pot

fog dot

loghot

W: /l/ /og/ logs

W: /h/ /ot/ hot s

W: /d/ /og/ dogs

W: /p/ /ot/ pot s

W: fog (pause) fog s W: dot (pause) dot s

W: log (pause) log  sW: hot (pause) ho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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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끝소리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다른 것은 ×에�표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dog

dog

fog

log

log

pot

pot

pot

dot

ho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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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3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발음하게 한다.
②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 글자를 찾게 한 후, 끝소리 글자들도 찾게 한다.
③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들이 나란히 있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고, ‘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을 말하면서 단어를 써 보게 한다. 

TG

·준비물: A4 용지를 2등분한 사이즈의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교사가 각각의 학생들에게 메모지 2장씩을 나누어 주고, 각 종이 위에 끝소리 og와 ot를 크게 쓰게 한다.
②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단어를 잘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 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끝소리 메모지 중 해

당 단어의 끝소리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높이 들고, 교사에게 보여준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
도한다.

Tips

dog, 개

fog, 안개

dot, 점

hot, 뜨거운, 더운

log, 통나무

pot,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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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p•oxWeek 3 Day 1

Embark 4

W3D1

1 31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o, p, x의 개별 음가를 복습한다. 
② op와 ox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보드에 op와 ox를 적고, 교사의 발음을 따라 해 보게 한다.
④ mop, top, hop / box, fox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t],

[h], [f]는 모두 무성음이므로, 발음 시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보드에 적혀 있는 op와 ox 앞에 m, t, h와 b, f를 각각 적어,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CVC 단어의 각 음가 개별 발음을 연결
해서 읽을 때, ‘천천히 붙여 읽기`→`조금
빠르게 붙여 읽기`→`빠르게 읽기’순서로
속도를 조절하며 읽어 볼 수 있게 한다.

Tips

자루걸레, 대걸레

깡총뛰다팽이

상자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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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D1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표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3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m, b, h, f, ox, op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TG

33

2 32

� �

��

box

box

top

mop

mop

fox

fox

hop

W: /m/ /op/ mop s

W: /b/ /ox / box s

W: /h/ /op/ hop s

W: /f/ /ox/ fox s

W: top (pause) top s W: fox (pause) fox s

W: mop (pause)mop sW: box (pause) box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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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짝지어진 그림의 끝소리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box

box

top

top

mop

mop

fox fox

fox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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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순서대로 알파벳을 나열하여 단어를 완성하세요.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를 찾아 쓴다.
②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를 찾아 쓴다.
③‘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가 끝소리가 op와 ox인 단어들 중 하나를 영어로 설명한다.
② 학생들은 교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추측한다.
③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고, ‘단어 이름, 단어 철자’순으로 정답을 말한다. 

Let’s Play!

학생들이 해당 단어들의 개별 음가를 말하게 한 후, 철자를 말할 수 있게 한다.Tips

top, 팽이 mop, 자루걸레, 대걸레

box, 상자

fox, 여우hop, 깡총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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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et’s ReviewWeek 3 Day 2

Embark 4

W3D2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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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오디오를 들으면서 끝소리와 해당 단어의 발음을 따라 한 후, 그림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친다.
② 정답 확인 후, 학생들이 각 그림의 끝소리와 단어 이름 7개 (fog, dog, pot, dot, mop, top, box, fox)을 말하게 하고,
단어 그림 아래에 해당 단어를 쓰게 한다.

TG

이전에 학습한 og, ot, op, ox로 끝나는 단어들을 모두 말해 보게 한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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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따라 읽은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보고 단어를 써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며 그림의 내용을 학생들이 추측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 별 대화를 듣고 따라 읽어 본다.
③ 교사는 그림 별 문장들을 보드에 적고, 단어에 밑줄을 친 후, 단어의 의미와 해당 문장의 의미를 학생들과 알아본다. 
④ 단어를 발음하며 빈칸에 쓰게 한다. ⑤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림 별 짧은 대화를 번갈아 가며 읽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색이 다른 보드 마커들
·활동방법: ①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단어들 중 og, ot, op, ox로 끝나는 단어들을 보드에 쓴다.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서 한 명씩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각각 다른 색의 보드 마커를 준다.
③ 교사가 보드에 있는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친다.
④ 해당 단어를 먼저 동그라미 친 학생 팀이 점수를 얻는다.

Let’s Play!

Fox! Put the log in the pot.
... okay.

Fox, Dog! Hop to the...
No! It’s very hot!

Dog! Draw a dot on the box.
... okay.

학생들이 해당 sight word는 그대로 사용한 채, 교재 문장을 변형해 볼 수 있도록 해 본다.Tips

2

3

35

Put the in the .

Draw a on the .

It’s very !hot

boxdot

potlog 

36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본다.TG

W: Put the log in the pot. s

W: Draw a dot on the box.s

M: W: It’s very hot! s

여우야! 통나무를 냄비 안에 넣어라. 개야! 상자 위에 점을 그려라.

여우야, 개야! 뛰어서...

안돼, 너무 더워.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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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와 단어들을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 활동목표

① 그림에서 og, ot, op, ox로 끝나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게 한 후, 각 그림에서 돼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본다. 
②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게 한 후, 앞서 나온 문장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 보게 한다. 해당 챈트 문장의 번호를
그림 옆 빈칸에 적게 한다.

TG

Fox! Put the mop in the box. 여우야! 대걸레를 상자 안에 넣어라.

Dog! Draw a dot on the box. 개야! 점을 박스에 그려라.

Fox! Put the log on the pot. 여우야! 통나무를 냄비에 넣어라.

Dog! Draw a dot in the pot. 개야! 점을 냄비에 그려라.

It’s very hot! 너무 더워!

각 그림의 문장들을 영어 공책에 써 보게 한다.Tips

1 2

fox, mop, box dog, dot, box

4 3

dog, dot, pot fox, log,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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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써 넣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메모지 14장(가로, 세로 3cm 정도) 8~9세트
·활동방법: ① 교사는 챈트에 나오는 단어들 중 14개 단어‘Fox, Dog, Put, Draw, the, in, the, pot, on, box, mop,

top, log, dot’를 보드에 적은 후, 두 명이 한 팀이 되도록 학생들을 나눈다.
② 각 팀 별로 14장의 작은 메모지를 나눠주고, 보드에 있는 14개 단어들을 각각의 메모지에 하나씩 적게 한다.
③ 교사가 챈트 문장 중 한 문장을 말하면, 각 팀은 메모지에 적은 단어들을 배열하여 해당 문장을 만든다.
④ 정확한 문장을 먼저 만든 팀이 이긴다.

Let’s Play!

2 도형의 모양과 번호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① 같은 도형 안에 있는 그림들의 이름을 말한 후, 공통점을 찾아 본다.
② 각 그림의 첫소리와 끝소리에 맞게 단어들의 철자를 써 본다.

TG

교사는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알맞은 자리에 적을 수 있도록, 보드에 정답을 함께 써 본다.Tips

log dot

fog pot

dog hot

box top

fox mop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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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b•ugWeek 3 Day 3

Embark 4

W3D3

1 37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u, b, g의 개별 음가를 복습한다. ② ub와 ug가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보드에 ub와 ug를 적고, 교사의 발음을 따라 해 보게 한다.
④ tub, cub, rub / bug, mug, hug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⑤ 보드에 적혀 있는 ub와 ug 앞에 t, c, r와 b, m, h를 각각 적어,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ub와 ug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
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hub, nub, pub, sub, dug, jug, lug,
pug, rug, tug

Tips

욕조

문지르다(곰, 사자등의) 새끼

벌레, 작은 곤충

껴안다머그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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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D3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m, t, b, r, ub, ug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해 보게 하고, 해당 단어를 그림 옆에 쓰게 한다.TG

3 39

bug

rub

tub

mug

cub hug

mugtub

W: /m/ /ug/ mug s

W: /t/ /ub/ tub s

W: /b/ /ug/ bugs

W: /r/ /ub/ rub s

W: cub (pause) cubs W: hug (pause) hug s

W: mug (pause) mug sW: tub (pause) t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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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끝소리가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다른 것은 ×에�표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TG

bug rub

rub

tub

mug

mug

cub

cub

hug

hu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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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발음하게 한다.
②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 글자를 찾게 한 후, 끝소리 글자들도 찾게 한다.
③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들이 나란히 있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고, ‘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을 말하면서 단어를 써 보게 한다. 

TG

·준비물: A4 용지를 2등분한 사이즈의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교사가 각각의 학생들에게 메모지 2장씩을 나누어 주고, 각 종이 위에 끝소리 ub와 ug를 크게 적게 한다.

②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단어를 잘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 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지 중 해당 단어의 끝소리 글자
들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높이 들고, 교사에게 보여준다.

Let’s Play!

3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ips

bug, 벌레, 작은 곤충

hug, 껴안다

tub, 욕조

mug, 머그잔

cub, (곰, 사자 등의)새끼

rub, 문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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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u •unWeek 3 Day 4

Embark 4

1 40

W3D4

1 오늘 공부할 소리와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개별 알파벳의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읽어 본다.활동목표

①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u, t, n의 개별 음가를 복습한다. 
② ut와 un이 조합할 때 나는 소리를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 보게 한다.
③ 보드에 ut와 un를 적고, 교사의 발음을 따라 해 보게 한다.
④ cut, nut, hut / run, sun, bun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알아본 후, 단어의 첫 글자와 그 음가를 말해 본다. 
⑤ 보드에 적혀 있는 ut와 un 앞에 c, n, h와 r, s, b를 각각 적어, CVC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ut와 un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
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gut, rut, fun, gun, nun

Tips

자르다

견과류 오두막

(둥글 납작한) 빵해, 태양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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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

W3D4

3 42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표 하세요.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끝소리를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s, r, n, h, un, ut의 음가를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에는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 순으로 발음해 보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TG

run

nut

buncut

sun

sun

hut

hut

� �

��

W: /s/ /un/ sun s

W: /r/ /un/ runs

W: /n/ /ut/ nut s

W: /h/ /ut/ hut s

W: cut (pause) cuts W: bun (pause) buns

W: hut (pause) hut sW: sun (pause) su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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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짝지어진 그림의 끝소리가 같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알맞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단어를 써 보세요.

단어의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한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을 보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끝소리를 말한 후, 그림 위에 끝소리 글자들을 쓰게 한다. TG

단어 그림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첫소리와 끝소리를 구분 해 발음해 보게 한 후, 해당 글자를 찾게 한다. 각 음가를 발음하며 단어를
쓰게 한다. 쓰게 한다. 

TG

run

run

nutbun

bun

cut

cut

sun

hut

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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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순서대로 알파벳을 나열하여 단어를 완성하세요.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개별 음가를 찾아 해당 단어를 완성해 본다. 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첫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를 찾아 쓴다.
② 다시 한 번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끝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를 찾아 쓴다.
③‘첫소리, 끝 소리, 단어 이름’순으로 말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게임을 Round 1과 Round 2로 나눈다. Round 1에서는 교사가 보드에 c, n, h, r, s, b, ut, un을 적고, 학생들과

함께 각 글자의 음가를 발음해 본다.
② 학생들이 차례로 c, n, h, r, s, b, ut, un을 발음하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발음한 학생이 이긴다.
③ Round 2에서는 교사가 발음하는 단어를 듣고, 학생들이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게 한다. 먼저 대답한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첫소리, 끝소리, 단어 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ips

run, 달리다

nut, 견과류 bun, (둥글 납작한)빵

cut, 자르다sun, 해, 태양

hut,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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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et’s ReviewWeek 3 Day 5

Embark 4

1 43

W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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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오디오를 들으면서 끝소리와 해당 단어의 발음을 따라 한 후, 그림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친다.
② 정답 확인 후, 학생들이 각 그림의 끝소리와 단어 이름을 말하게 하고, 단어 그림 아래에 해당 단어 8개 (tub, rub, bug, mug,

hut, nut, sun, run)를 쓰게 한다.

TG

이전에 학습한 ub, ug, ut, un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모두 말해 보게 한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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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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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A4 용지를 8등분한 작은 메모지들, 채점용 색연필
·활동방법: ① 교사는 끝소리 글자들인 ub, ug, ut, un을 보드에 적은 후, 학생들에게 작은 메모지들을 준다.

② 교사가 ub, ug, ut, un으로 끝나는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보드에서 해당 단어의 끝소리 글자들을
찾아 메모지에 적고, 해당 단어의 첫소리 글자를 앞에 적음으로써 단어를 완성한다. 10초 안에 완성하게 한다.

③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가 메모지의 단어를 확인한다. 정답을 적은 학생의 메모지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틀린 학
생의 메모지에는 첫소리, 끝소리 발음을 하며 정답을 쓴다.

Let’s Play!

I am a bug.
I am a cub.

We are friends.
We like to hug.

I like to run.
I like to cut.

① 그림을 보며 그림의 내용을 학생들이 추측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 별 대화를 듣고 따라 읽어 본다.
③ 교사는 그림 별 문장들을 보드에 적고, 단어에 밑줄을 친 후, 단어의 의미와 해당 문장의 의미를 학생들과 알아본다. 
④ 단어를 발음하며 빈칸에 쓰게 한다. ⑤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림 별 짧은 대화를 번갈아 가며 읽어 보게 한다.

TG

I am a .

I like to .

We like to .hug

cut

bug 

45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W: I am a bug.s

W: I like to cut.s

W: We like to hug.s

나는 벌레야.

나는 새끼곰이야. 나는 자르는 것을 좋아해.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껴안는 것을 좋아해.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



Embark 4 65

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와 단어들을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 활동목표

① 그림에서 ub, ug, ut, un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게 한 후, 각 그림의 주인공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본다. 
②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게 한 후, 앞서 나온 활동의 문장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 보게 한다. 해당 챈트 문장의 번호를
그림 옆 빈칸에 적게 한다.

TG

I am a bug in the mug. 나는 머그잔 안에 있는 벌레에요.

I like to run.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요.

I am a cub in the tub. 나는 욕조 안에 있는 새끼곰이에요.

I like to cut. 나는 자르는 것을 좋아해요.

We like the hut. 우리는 오두막을 좋아해요.

We like to run. 우리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We like to hug. 우리는 껴안는 것을 좋아해요.

각 그림의 문장들을 영어 공책에 써 보게 한다. 문장 속 단어들을 말하면서 써 볼 수 있도록 한다.Tips

3 1

cub, tub bug, mug

5 2

hu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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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써 넣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챈트에 나온 문장 카드 7장, 스카치 테이프
·활동방법: ① 교사는 챈트에 나온 문장 카드 7장을 교실 이곳 저곳에 붙여 둔다.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줄을 세운다.
③ 교사는 두 팀의 맨 앞에 있는 학생들 두 명에게만 챈트 7문장 중 한 문장을 말해주고, 해당 학생들은 각 자의 줄로
가, 다음 학생에게 해당 문장을 귓속말로 전달하게 한다.

④ 학생들은 귓속말로 계속 전달하고, 마지막에 전달받은 학생은 교실 이곳 저곳에 붙어 있는 문장 카드를 확인 해, 자
신이 들은 문장 카드를 교사에게 가져온다.

⑤ 먼저 정답 문장 카드를 떼 온 학생 팀이 점수를 얻는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써 보세요.
교사는 각 단어 퍼즐 모양을 보드에 그린 후, 학생들이 교재 그림을 보며 단어 이름을 말하게 한다.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직접 나와 보드에 있는 퍼즐 모양 위에 단어를 써 보게 한다.

TG

학생들이 교재에 정답을 쓸 때, 각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ips

sun nut
rub

run
bug

mug bun
hug

cut
cub

tub

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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