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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i•oyWeek 2 Day 4

Embark 5

W2D4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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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사가 coin, boil, foil, soil / boy, toy, joy, soy를 발음한 후, 공통적으로 들리는 발음을 알아 맞추게 한다.
② coin, boil, foil, soil / boy, toy, joy, soy를 다시 한 번 말하면서 보드에 적고, 공통으로 들리는 발음의 글자들을 추측해 보게 한다.
③ 각 단어 내 oi/oy를 색이 다른 마커로 밑줄 친 후, 발음을 따라 하게 한다. 첫소리와 /oi/ 소리를 차례로 발음 한 후, 연결해서 발음하게 한다.
④ 첫소리와 /oi/ 소리를 연결한 소리와 끝소리를 연결해 단어 읽기를 완성시킨다. 
⑤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 본다.

TG

oi, oy는 글자조합은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oi는 대체로(oil예외) 단어의 중간에 쓰이며 oy는 대체로(oyster예외)
단어의 끝에 쓰이는 것도 함께 알려준다.

Tips

동전 끓다

(식품 등을 싸는) 포일 흙

소년

기쁨 콩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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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W2D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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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oy와 oi를 발음해 보게 한다. TG

joy

foil boil

①

①

③

③

④

④

②

②

soy

soy

toy coin

coin

soil

soil

boy

boy

W: joy, soy, foil, boil s

W: coin, soil, boy, toys

(1) M: /oi/ coin (pause) /oi/ coin
(2) M: /oy/ soy (pause) /oy/ soy
(3) M: /oi/ soil (pause) /oi/ soil
(4) M: /oy/ boy (pause) /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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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해 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해당 단어 그림을 보며 단어 이름을 말하고, 그림 아래에 있는 글자들을 각각 조합해 읽어 보게 한다. 
Ex) ‘toy, oy’, ‘foil, oi’, ‘boil, oi’, ‘joy, oy’

② 보기에 제시 되어 있는 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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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게 한다. 
② 제시 된 글자들 중 해당 첫소리와 끝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③ 단어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발음하며, 가운데 소리를 알아본다. oi와 oy 중 단어의 중간에 올 수 있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④ 동그라미 친 글자들을 연결하여 읽어 보게 한다.

TG

soil

oy oi

oi 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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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42에 제시된 단어들을 끝소리에 따라 oil 그룹(6 단어), oin 그룹(2 단어), oy 그룹(6 단어)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이때, oi와 oy는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한다.
② 그룹별 단어들을 여러 번 읽은 후, 갑자기 모든 단어를 지워버리고 그룹 별 단어 개수만 적어둔다. 
③ 각 그룹에 속하는 단어들을 먼저 정확히 말한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게 한 후, 어떤 자음 소리들이 나는지 말해 보게 한다. 
② 그림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의 oi나 oy를 동그라미 치며, 발음해 보게 한다.
③ 각 단어에서 동그라미 친 oi나 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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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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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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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Day 5

Embark 5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 글자 e는 silent letter
로써 소리가 나지 않는다. Ex) house

Tips

10. ou•ow

W2D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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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목표 음가 글자들의 자리만 밑줄 친 빈칸으로 남겨 둔 채, 두 그룹(ou 그룹/ow 그룹)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Ex) h __ __ s e
② 보드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학생들과 함께 발음하며, 이전에 배운 음가들을 복습해 본다.
③ 교사는 학생들이 공통으로 들리는 발음을 찾도록 house, south, cloud, shout, brown, clown, town, growl을 발음한다.
④ 공통되는 발음을 찾아 발음해 본 후, 학생들이 해당 발음의 글자들을 추측하게 한다.
⑤ 교사가 해당 단어를 다시 한 번 발음하면서, 단어의 빈칸에 목표 음가의 글자들을 채워 넣는다.
⑥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 본다.

TG

og와 ot 앞에 다른 자음을 넣어 CVC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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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집 남쪽

소리치다

광대갈색

(소)도시, 시내 으르렁거리다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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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D5

2

3

28

29

1 잘 듣고, 순서에 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을 연결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ou와 ow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ou와 ow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ou 혹은 ow를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ou, house’
TG

오디오를 듣기 전, 단어 그림 카드를 활용 해 8개 단어 이름을 다 함께 말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디

오를 여러 번 들려준다. 
TG

house

brown cloud town

clown growl south

clown shout W: a. house, cloud, brown
b. house, clown, shout

s

W: a. brown, cloud, town
b. brown, house, cloud 

s

W: a. growl, south, brown
b. cloud, growl, sout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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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찾아 쓰고, 단어를 다시 써 보세요.
단어의 이름을 알고, 단어 내 사용된 음가를 구별해 본다.활동목표

①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ou와 ow를 다같이 발음 한 후, ou와 ow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단어를 4개씩 말해 보게 한다.

②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한 후, 그 옆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의 음가를 발음해 보게 한다. 
Ex) ‘town, t, n’, ‘growl, gr, l’, ‘cloud, cl, d’, ‘shout, sh, t’

③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ow와 ou 중 적합한 것을 적게 한다.

TG

① ou가 들어가는 단어 4개와 ow가 들어가는 단어 4개를 각각 말해 보게 한다.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게 한다.
③ 첫소리와 끝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보기에서 찾아 동그라미 친 후,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며, 

단어의 가운데 소리 글자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TG

2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단어를 말해 보세요.
단어의 음가를 연결해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ow

ow

ou

ou shout

cloud

growl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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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옆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의 ou와 ow를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보게 한다.
② 각 단어들의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를 각각 발음한 후, 연결해서 발음해 보게 한다. Ex) cl, ou, d, cloud
③ 제시 된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색이 다른 마커들
·활동방법: ① 교사는 목표 음가 글자들의 자리만 밑줄 친 빈칸으로 남겨 둔 채, p. 46에 나오는 단어들을 순서 없이 보드 이곳 저

곳에 적는다. Ex) c l __ __ d 
② 학생 2명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각각 다른 색의 마커를 준다.
③ 교사가 p. 46의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해당 단어를 찾아 완성한다. 먼저 완성한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활동을 시작하기 전, ou가 들어가는 단어 4개와 ow가 들어가는 단어 4개를 각각

말해 보게 한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제시되어 있는 각 단어를 다시 한 번 발음하며
뜻을 알아본다.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Embark 5 47

11. oo•ue•ewWeek 3 Day 1

Embark 5

W3D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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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ue, ew가 각각 들어가 있는 단어 이름을 학생들이
외울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본다.

Tips

숟가락

빗자루 이, 치아

파란, 푸른

접착제, 풀 이슬

~을 씹다, ~물어뜯다

둥근테[고리], 굴렁쇠

① 교사는목표음가글자들의자리만밑줄친빈칸으로남겨둔채, p. 47에나오는단어들을세그룹(oo 그룹/ue 그룹/ew 그룹)으로나누어보드에적는다. Ex) s p __ __ n
② 보드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학생들과 함께 발음해 본다.
③ 교사는 spoon, broom, hoop, tooth, blue, glue, chew, dew를 발음한 후, 공통으로 들리는 발음을 학생들이 찾아보게 한다.
④ 공통되는 발음을 찾아 발음해 본 후, 학생들이 해당 발음의 글자들을 추측하게 한다.
⑤ 단어의 빈칸에 oo, ue, ew를 각각 써 넣으면서 목표 음가의 글자들을 채워 넣는다. oo, ue, ew는 글자조합은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⑥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 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 본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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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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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려준다.

TG

오디오를 듣기 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oo, ue, ew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oo, ue, ew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p. 47을 보면서 말해 보게 한다. 

TG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단어의 이름을 듣고 oo, ue, ew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구별한다. 활동목표

W3D1

broom

spoon blue tooth dew

chew glue

(1) W: /oo/ broom(pause) /oo/ broom
(2) W: /ew/ chew (pause) /ew/ chew
(3) W: /ue/ glue (pause) /ue/ glue

s

(1) M: /oo/ spoon (pause) /oo/ spoon 
(2) M: /ue/ blue (pause) /ue/ blue
(3) M: /oo/ tooth (pause) /oo/ tooth
(4) M: /ew/ dew (pause) /ew/ dew

s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 함께 말한 후, 단어의 첫소리와 해당 글자를 말해 보게 한다.
②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보기에서 첫소리 글자를 골라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③ 배운 단어 중 oo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4개와 ue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2개, ew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2개를

말해 보게 한다.
④ 단어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한 후, 나머지 소리들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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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후, 그림 아래에 있는 단어 내 글자 일부분을 읽어 보게 한다. Ex) ‘glue, gl’, ‘broom, br, m’,
‘hoop, h, p’, ‘chew, ch’

② 단어 그림 옆에 나와 있는 oo, ue, ew를 다 함께 발음 해 본 후, oo, ue, ew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각각 말해 보게 한다. 
③ 단어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며 oo, ue, ew 중 적합한 것을 골라 단어를 완성하게 한다.

TG

�

�

�

�

ue oo

ewoo

Embark 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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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에서 oo, ue, ew를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② 동그라미 친 부분에 유의하며, 단어들을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③ 단어 그림의 이름과 일치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 번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p. 50에 나오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단어카드, 마커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순서를 정한다. 팀의 대표가 보드 앞으로 나와 교사가 보여주는 단어를 읽고, 그림으

로만 단어를 설명한다. 시간은 30초를 갖는다.
② 앉아 있는 팀원들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과 철자를 말한다. 팀 대표는 팀원들이 말하는 철자를 보드에 적는다.

30초 안에 정확하게 답을 한 팀이 이긴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정답을 확인 한 후, p. 50에 나오는 단어들을 세 그룹(oo 그룹/ue 그룹/ew 그룹)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각 그룹에 속한 단어
들의 뜻을 알아보고, 단어 읽기 연습을 시킨다. 정답 단어들은 영어 공책에 여러 번 써 보도록 한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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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et’s ReviewWeek 3 Day 2

Embark 5

W3D2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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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시되어 있는 oi, oy, ou, ow, oo, ue, ew를 다 함께 발음해 본 후, 그림에 해당 음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말해 보게 한다.
② 오디오를 통해 소리와 단어를 듣고, 해당 그림(coin, joy, clown, spoon, hoop, chew)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③ 동그라미 친 단어들의 이름과 철자를 말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말하는 철자를 보드에 적는다.
④ 보드에 적힌 단어들이 맞는지 틀린 지를 확인하고 수정한 후, 단어들을 함께 읽어 본다.
⑤ 1. coin, boy   2. clown   3. spoon, hoop, chew

TG

정답을 찾은 후, oi, oy, ou, ow, oo, ue, ew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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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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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I’d like to color the house.
What about a brown house?

I’d like to find a blue coin.
What about a brown coin?

I’d like to play with a toy.
What about a blue h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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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2

3

35

What about a ?

What about a ?

I’d like to find a .coinblue

hoopblue

housebrown

36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 한 크기의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p. 52 문장들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순서 없이 보드 이곳 저곳에 적는다. 단어는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해 적도록 한다.

② 보드에 적은 단어들을 학생들과 함께 모두 읽어 본 후, 학생들에게 메모지를 한 장씩 준다.
③ 교사가 p. 52에 나온 문장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해당 문장을 메모지에 적는다. 문장 내 단어들은 보드에서 찾아 적게 한다.
④ 천천히 10까지 카운트를 한 후, 학생들에게 연필을 놓게 하고, 교사는 개별 학생에게 가 메모지의 문장을 확인한다. 정답일 경우

하트를 그려주고, 틀렸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도록 한다.
⑤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나는 이 집을 색칠하고 싶어.

갈색 집은 어때?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파란 후프는 어때?

파란 동전을 찾고 싶어.

갈색 동전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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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는 각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학생들에게 영어로 물어보고, 학생들도 영어로 대답하게 한다. 
Ex) What can you see in the picture?

② 학생들이 그림에서 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 읽게 한 후, 해당 문장의 번호를 빈칸에 적게 한다.

TG

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빈칸에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와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활동목표

I’d like to draw.

What about a boy with a toy?

What about a clown with a hoop?

What about a brown spoon?

What about a broom in a house?

What about a blue coin?

6 2

blue, coin boy, toy

4 3

brown, spoon clown, hoop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장난감을 가진 소년은 어때?

후프를 가진 광대는 어때?

갈색 숟가락은 어때?

집안에 있는 빗자루는 어때?

파란 동전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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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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보드에 oi/oy, ou/ow/oo, ue/ew를 적은 후, 학생들과 함께 발음 해 본다.
② 단어 그림을 보며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하게 하여, 들리는 자음 발음과 해당 글자들을 말하게 한다. 
③ 교사는 해당 단어의 글자 수만큼 보드에 밑줄을 그어 빈칸을 만들어 두고, 해당 자음 글자들을 알맞은 빈칸에 적는다. Ex) s a et h
④ 단어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발음하게 하고, 들리는 모음 소리를 학생들이 말하게 한다.
⑤ 해당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을 보드에서 찾은 후,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해 단어의 빈칸에 채워 넣는다. 
⑥ 단어를 완성한 후, 다 함께 단어를 읽어 본다. 주어진 도형 힌트에 맞춰 영어 Quiz의 단어를 완성한다.

TG

영어 노트에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적어보게 한다.Tips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54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 중 하나를 골라, 해당 단어의 글자 수만큼 보드에 밑줄을 그어 빈칸을 만들어 둔다. Ex) __ __ __ __ __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한다. 
③ 교사가 해당 단어를 발음하면, 해당 팀원들은 단어에 들어가는 알파벳 글자들을 말한다. 단, 알파벳 글자를 말할 수 있는 기회는 7번 주어진다.
④ 팀원들이 알맞은 알파벳 글자를 말할 경우, 교사는 해당 글자를 적합한 자리에 적고, 틀린 알파벳 글자를 말할 경우, 보드 한 켠에 따로 쓴다
⑤ 해당 팀원들이 7번 안에 철자를 완성하지 못하면, 기회는 다른 팀에게 넘어가게 된다. 

Let’s Play!

cowboy

boilsouth

toothsoy

foiltown

clouddew

shoutgrowl

soilg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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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r•orWeek 3 Day 3

Embark 5

W3D3

1 37

① 교사가 star, card, dark, scarf를 발음한 후, 공통적으로 들리는 발음을 알아 맞추게 한다.
② star, card, dark, scarf를 다시 한 번 말하면서 보드에 적고, 공통으로 들리는 발음의 글자들을 추측해 보게 한다.
③ 각 단어 내 ar을 색이 다른 마커로 동그라미 친 후, 발음을 따라 하게 한다. 다른 글자들의 발음도 다 함께 해본 후,

연결해서 발음하게 한다. 
④ or도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⑤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 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본다.

TG

모음과 결합한 r소리는 영어에만 있는 독특한 소리로
여러 번 듣고 따라하도록 한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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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어두운, 캄캄한 목도리, 스카프

카드, 인사장

말

짧은 폭풍

북,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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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

3 39

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써 보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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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or과 ar을 발음해 보게 한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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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D3

short

star

north

scarf

④

④

②

②

①

①

③

③

W: card, star, storm, short s

W: north, horse, dark, scarfs

(1) M: /or/ short (pause) /or/ short
(2) M: /ar/ star (pause) /ar/ star
(3) M: /or/ north (pause) /or/ north
(4) M: /ar/ scarf (pause) /ar/ scar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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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게 한다. 
② 제시 된 글자들 중 해당 첫소리와 끝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③ 단어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발음하며, 가운데 소리를 알아본다. ar과 or 중 단어의 중간에 올 수 있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④ 동그라미 친 글자들을 연결하여 읽어 보게 한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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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 d, k’, ‘storm, st, m’, ‘horse, h, se’, ‘scarf, s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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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ar or

a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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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게 한 후, 그림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에서 ar이나 or를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② 각 단어에서 ar/or을 발음 한 후, ar/or 앞에 있는 자음을 붙여서 함께 발음해 본다.
③ 단어에 있는 전체 글자들을 조합 해 천천히 읽어 보게 한 후, 그림의 이름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58에 제시된 단어들을 중간소리에 따라 ar 그룹, or 그룹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이때, ar과 or은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한다.
② 그룹별 단어들을 여러 번 읽은 후, 각 단어에서 ar과 or만 남겨둔 채,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지워버린다.
③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운다.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단어를 듣고, 차례로 보드 앞으로 가 ar 혹은 or의 앞·뒤에 자음을

써서 들은 단어를 완성한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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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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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r•er•urWeek 3 Day 4

Embark 5

1 40

W3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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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사는 목표 음가 글자들의 자리만 밑줄 친 빈칸으로 남겨 둔 채, p. 59에 나오는 단어들을 세 그룹(ir 그룹/er 그룹/ur 그룹)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Ex) g __ __ l

② 교사는 학생들이 공통으로 들리는 발음을 찾도록 girl, skirt, bird, shirt, winter, sister, nurse, church를 발음한다.
③ 공통되는 발음을 찾아 발음해 본 후, 학생들이 해당 발음의 글자들을 추측하게 한다.
④ 교사가 해당 단어를 다시 한 번 발음하면서, 단어의 빈칸에 목표 음가의 글자들을 채워 넣는다. ir, er, ur은 글자조합은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TG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 글자 e는
silent letter로써 소리가 나지 않는다.
Ex) nurse

Tips

소녀 새

셔츠치마

겨울 간호사

교회언니, 누나,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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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

W3D4

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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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er, ur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구별한다.활동목표

오디오를 듣기 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ir, er, ur를 발음해 보게 한 후, ir, er, ur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각각 구별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게 한다. 정답 확인 후, ir, er, 혹은 ur을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ir, girl’

TG

오디오를 듣기 전, 단어 그림 카드를 활용 해 8개 단어 이름을 다 함께 말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디
오를 여러 번 들려준다. 

TG

sister

nurse girl sister

winter skirt bird

shirt nurse
church

shirtchurch

W: a. nurse, girl, bird
b. nurse, girl, sister

s

W: a. winter, skirt, bird
b. shirt, church, bird

s

W: a. skirt, nurse, sister
b. shirt, nurse, church 

s

(1) M: /er/ sister (pause) /er/ sister
(2) M: /ur/ church (pause) /ur/ church
(3) M: /ir/ shirt (pause) /ir/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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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er, ur를 발음해 보게 한다. 
②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한 후, 그 옆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의 음가를 발음해 보게 한다. 

Ex) ‘bird, b, d’, ‘winter, wint’, ‘nurse, n, se’, ‘skirt, sk, t’
③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ir, er, ur 중 적합한 것을 적게 한다.

TG

① ir, er, ur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각각 구별하여 말해 보게 한다.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첫소리와 끝소리를 말하게 한다.
③ 첫소리와 끝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보기에서 찾아 동그라미 친 후,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며,

단어의 가운데 소리 글자도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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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옆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의 ir, er, ur를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보게 한다.
② 각 단어들의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를 각각 발음한 후, 연결해서 발음해 보게 한다. Ex) b, ur, n, burn
③ 제시 된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적어보게 한다. 

TG

·준비물: 색이 다른 마커들
·활동방법: ① 교사는 목표 음가 글자들의 자리만 밑줄 친 빈칸으로 남겨 둔 채, p. 62에 나오는 단어들을 순서 없이 보드 이곳

저곳에 적는다.
② 학생 2명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각각 다른 색의 마커를 준다.

③ 교사가 p. 62의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해당 단어를 찾아 완성한다. 먼저 완성한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