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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i•ayWeek 4 Day 1

Embark 4

W4D1

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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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드에 mail, rain, tail을 크게 적고, 학생들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한다. 
② 각 단어에서 ai를 동그라미 친다. ai는 단어의 중간소리로 사용되며, a와 i가 나란히 붙어있으면 Long-a로 발음
되는 것을 설명한다.

③ ai에 끝소리를 붙여 발음하게 한 후, 첫소리를 붙여 전체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 Ex) ai, ail, mail
※ ay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 ay는 끝소리에 사용되며, a와 y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Long-a 발음이 난다.

TG

ai와 ay가 들어가 있는 교재 외 단어를 활용 해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bail, fail, hail, jail, rail, sail, fain, gain, bay, jay, lay, may, nay, pay, ray, way

Tips

낮. 날

건초

말하다

우편

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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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7

3 48

W4D1

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그림에 번호를 써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에 동그라미 한 후 선으로 연결 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며 해당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개별 음가와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후, 들려주는 음가들만 듣고 조합하여 해당 단어를 추측해 보게 한다. 각 문제에서 음가 별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치며 단어를 완성한다. 단어 속 ai와 ay는 각각 중간소리와 끝소리로 서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TG

③ ① ②

① ②③

W: tail , hay, mails

W: day, rain,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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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표 하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한 후, 단어 속 Long-a 소리의 위치를 확인하며 단어를 완성한다. 
② 각 단어의 철자를 처음에는 눈으로 읽으며 말하게 하고, 다음에는 단어를 보지 않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말하게 한다.

TG

�

�

�

�

�

�

ay ai

ai ay

ai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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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퍼즐에서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빈칸에 써 보세요.
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단어의 첫소리를 알아본다. 첫소리 글자를 퍼즐에서 찾고, 첫소리 글자를 기준으로 첫소
리와 중간소리 혹은 끝소리를 발음 해, 나머지 글자들을 찾는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는 학생들을 두 줄로 세운 후, 제일 앞에 있는 학생 두 명만 정면을 보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돌아서있게 한다. 제일

앞 두 학생에게만 ai나 ay가 들어간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해준다.
② 두 학생은 각자 자신의 뒤에 있는 친구에게 해당 단어를 귓속말로 말해주고, 들은 학생은 다음 학생에게 해당 단어를 귓속말
로 전달한다. 같은 형식으로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계속 전달한다.

③ 제일 마지막에 단어를 들은 학생은 보드 앞으로 뛰어와 들은 단어를 보드에 적어 본다.먼저 정확한 단어를 적은 팀이 이긴다. 

Let’s Play!

영어 공책에 단어들을 여러 번 적게 한다. 적은 단어들에서 ai와 ay를 동그라미 치게 하여, 단어 속에서 ai와 ay의 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Tips

rain say hay

mailtail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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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a•eeWeek 4 Day 2

Embark 4

W4D2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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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드에 seal, read, leaf와 jeep, seed, peel을 크게 적고, 학생들이 각 세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한다. 
② 각 단어에서 ea와 ee를 동그라미 친다. ea와 ee는 Long-e로 발음되는 것을 설명한다.
③ ea와 ee에 끝소리를 붙여 발음하게 한 후, 첫소리를 붙여 전체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 Ex) ea, eal, seal
④ 교재를 보지 않고, Long-e 발음이 나는 단어들 중 ea와 ee가 들어간 단어들을 각각 말해보게 한다.

TG

ea와 ee가 들어가 있는 교재 외 단어를 활용 해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meal, peal, bead, lead, beak, leak, bean, lean, feed, need, keep, weep, feel, heel

Tips

물개

(글을)읽다

지프차

씨앗

껍질을 벗기다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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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D2

2 50

3 51

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그림에 번호를 써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에 동그라미 한 후 선으로 연결 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며 해당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개별 음가와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TG 들려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며 해당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개별 음가와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TG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후, 들려주는 음가들만 듣고 조합하여 해당 단어를 추측해 보게 한다. 다시 한 번 음가들을 듣고,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친 후, 중간 소리와 해당 철자를 알아본다.

TG

①

①

③

③

②

②

M: leaf, jeep, seeds

M: peel, read, seals

M: /j/ /ee/ /p/ jee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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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표하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한 후, 단어 속 Long-e 소리의 철자를 구별 해 본다.
② 각 단어의 철자를 처음에는 눈으로 읽으며 말하게 하고, 다음에는 단어를 보지 않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말하게 한다.

TG

�

�

�

�

�

�

ee

ee

ee

ea

ea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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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중간 소리 글자가 ea인 단어와 ee인 단어를 구별 해 본다. 단어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한 후,
단어의 첫소리 글자를 그림에서 찾고, 첫소리 글자를 기준으로 그림 속 글자들의 진행 방향에 맞춰 다음에 오는 중간소리, 끝소리를 발음 해, 나
머지 글자들을 찾는다. 

TG

·준비물: 파리채 2개
·활동방법: ① 교사는 보드 이곳 저곳에 순서 없이 ea와 ee가 들어간 단어를 교재 내, 교재 외 단어를 포함하여 각 6개씩, 첫글자와 끝글

자만 적고 가운데 두 글자는 비워 둔 채 적는다. Ex) s __ __ l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각 팀에서 한 명의 학생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해 파리채를 준다.
③ 교사는보드에적은단어들중하나를말하고, 학생들은들은단어의첫소리와끝소리를힌트로해당단어를찾아파리채로친다.
④ 먼저 해당 단어를 파리채로 친 학생은 단어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해당 학생이 정확하게 단어를 완성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 학생에게 단어를 완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넘어간다.

Let’s Play!

2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쓰고, 미로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영어 공책에 단어들을 여러 번 적게 한다. 적은 단어들에서 ea와 ee를 동그라미 치게 하여, 단어 속에서 ea와 ee의 쓰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게 한다.

Tips

seed

peel jeep

leaf seal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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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e•yWeek 4 Day 3

Embark 4

W4D3

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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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드에 tie, pie, die를 크게 적고, 학생들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한다. 
② 각 단어에서 ie를 동그라미 친다. i와 e가 나란히 붙어있으면 Long-i 발음이 나는 것을 설명한 후, ie 앞에 자음을 붙여 읽기 연습을 한다. 
③ 교재를 보지 않고, Long-i 발음이 나는 단어들 중 ie로 끝나는 단어들의 이름과 y로 끝나는 단어들의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 y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 모음 글자(a, e, i, o, u)가 없는 단어의 끝에서 Y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Long-i 발음이 난다. 

TG

ie와 y로 끝나는 교재 외 단어를 활용 해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lie, dry, fry, ply, pry, spy, try

Tips

넥타이

파이

주사위

하늘

울다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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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3

3 54

W4D3

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그림에 번호를 써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에 동그라미 한 후 선으로 연결 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며 해당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개별 음가와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TG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후, 들려주는 음가들만 듣고 조합하여 해당 단어를 추측해 보게 한다. 다시 한 번 음가들을 듣고, 첫소리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친 후, 끝소리 철자를 찾아보게 한다. 

TG

① ③ ②

①③②

M: sky, cry, pies

M: die, tie, f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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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표 하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한 후, 단어 속 Long-i 소리의 글자를 확인하며 단어를 완성한다. 
② 각 단어의 철자를 처음에는 눈으로 읽으며 말하게 하고, 다음에는 단어를 보지 않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말하게 한다.

TG

� �

��

�

�

y

y

ie ie

i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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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단어의 첫소리를 알아본다. 첫소리 글자를 퍼즐에서 찾고, 첫소리 글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들을 찾는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는 끝소리가 ie와 y로 Long-i 소리를 내는 교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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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퍼즐에서 찾아 동그라미 한 뒤, 빈칸에 써 보세요.
영어 공책에 단어들을 여러 번 적게 한다. 적은 단어들에서 ie와 y를 동그라미 치게 하여, 단어 속에서 ie와 y의 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Tips

tie pie fly

skycry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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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a•owWeek 4 Day 4

Embark 4

1 55

W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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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드에 coat, soap, goat을 크게 적고, 학생들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한다. 
② 각 단어에서 oa를 동그라미 친다. oa는 단어의 중간소리로 사용되며, o와 a가 나란히 붙어있으면 Long-o로 발음되는 것을 설명한다.
③ oa에 끝소리를 붙여 발음하게 한 후, 첫소리를 붙여 전체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 Ex) oa, oat, coat
※ ow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 ow는 끝소리에 사용되며, o와 w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Long-o 발음이 난다.

TG

oa와 ow가 들어가 있는 교재 외 단어를 활용 해 단어 읽기 연습을 확장 해 볼 수 있게 한다. 
Ex) boat, goal, load, road, low, row, grow, blow

Tips

코트

비누

염소

활

까마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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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6

3 57

W4D4

1 잘 듣고, 들려주는 순서대로 그림에 번호를 써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에 동그라미 한 후 선으로 연결 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음가를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들려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며 해당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개별 음가와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후, 들려주는 음가들만 듣고 조합하여 해당 단어를 추측해 보게 한다. 
각 문제에서 음가 별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치며 단어를 완성한다. 단어 속 oa와 ow는 각각 중간소리와

끝소리로 서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TG

① ③ ②

③ ①②

M: goat, crow, soaps

M: bow, snow, c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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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하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①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한 후, 단어 속 Long-o 소리의 위치를 확인하며 단어를 완성한다. 
② 각 단어의 철자를 처음에는 눈으로 읽으며 말하게 하고, 다음에는 단어를 보지 않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말하게 한다.

TG

�

�

�

�

�

�

ow

oa

oa

oa

ow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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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고, 미로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알맞은 글자를 선택하여 단어를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단어의 첫소리를 알아본다. 첫소리 글자를 그림에서 찾고, 첫소리 글자를 기준으로 그림 속
글자들의 진행 방향에 맞춰 다음에 오는 중간소리 혹은 끝소리를 발음 해, 나머지 글자들을 찾는다.

TG

영어 공책에 단어들을 여러 번 적게 한다. 적은 단어들에서 ow와 oa를 동그라미 치게 하여, 단어 속에서 ow와 oa의 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Tips

·준비물: 단어 카드(coat, soap, goat, bow, crow, snow, boat, goal, load, road, low, row, grow, blow)
·활동방법: ① 교사는 oa와 oe에 밑줄이 쳐진, 교재 내 단어 카드 6장과 교재 외 단어 카드 6개를 준비한다. 

② 학생들을 두 명이 한 팀이 되도록 팀을 나눈다. 두 명 중 한 명에게는 단어카드 12장을 주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카드
를 보여주지 않는다.  

③ 단어 카드를 갖고 있는 학생은 카드에 적힌 단어를 보고‘첫소리, 중간소리, 끝소리’혹은‘첫소리, 끝소리’형태로 발음
을 한다. 다른 한 명은 음가를 듣고 조합하여 해당 단어를 말한다. 단어를 알 수 없을 때는‘Pass’를 외친다.

④ 20초 안에 가장 많은 단어를 맞추는 팀이 이긴다.

Let’s Play!

coat

crow soap

bow snow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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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et’s ReviewWeek 4 Day 5

Embark 4

1 58

W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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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그림을 보며 Long-a(ai, ay), Long-e(ee, ea), Long-i(ie, y), Long-o(oa, ow) 발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보게 한다.
② 오디오를 들으며 해당 단어의 음가와 이름을 따라 말한 후, 그림에서 단어(mail, say, leaf, seed, tie, cry, soap, bow)를
찾아 동그라미 친다.

③ 정답 확인 후, 학생들이 각 그림의 끝소리와 단어 이름을 말하게 하고, 단어 그림 아래에 해당 단어를 적어보게 한다.

TG

이전에학습한 Long-a(ai, ay), Long-e(ee, ea), Long-i(ie, y), Long-o(oa, ow) 발음이들어간단어들을모두말해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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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색이 다른 보드 마커
·활동방법: ① 교사는 보드 이곳 저곳에 Long-a(ai, ay), Long-e(ee, ea), Long-i(ie, y), Long-o(oa, ow) 발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쓴다. 

② 학생 두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해 각기 색이 다른 보드 마커를 준다.
③ 교사가 발음하는 단어(단어이름 혹은 단어의 개별 음가)를 잘 듣고, 해당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친다. 
④ 먼저 정답 단어에 동그라미 친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Seal! Let’s run in the rain!
Sorry. I want to make a pie.

Fox! Let’s fly in the sky!
Um... But I can’t fly.

Goat! Let’s walk in the snow!
Sorry. I want to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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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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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보게 한다. ⑤ 학생 두 명씩 짝을 지어, 그림 별 짧은 대화를 번갈아 가며 읽어 보게 한다.

TG

Let’s in the .

Let’s walk in the .

Let’s fly in the .sky

snow

rainrun

60

Let’s run in the rain. s

Let’s walk in the snow. s

Let’s fly in the sky. s

물개야! 빗속을 달리자! 염소야! 눈속을 걷자!

미안, 나는 파이를 만들고 싶어. 미안, 나는 읽고 싶어.

우리 하늘을 날자.

음... 하지만 나는 날 수 없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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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빈칸에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어 본다. 활동목표

① 그림에서 Long-a(ai, ay), Long-e(ee, ea), Long-i(ie, y), Long-o(oa, ow) 소리가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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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게 한다. 해당 문장의 번호를 그림 옆
빈칸에 적게 한다.

TG

A seal is in the jeep. 물개가 지프차 안에 있어요.

A goat put on the coat. 염소가 코트를 입고 있어요.

Let’s walk in the snow. 눈 속을 걷자.

Sorry. I want to read. 미안, 나는 읽고 싶어.

Crow in the hay. 까마귀가 건초안에 있어요.

Um...But you can’t fly. 음... 하지만 너는 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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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crow, hay goat, coat

6 1

fly seal, j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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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써 넣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챈트에 나온 문장 카드 9장, 스카치 테이프
·활동방법: ① 교사는 챈트에 나온 문장 카드 9장을 교실 이곳 저곳에 붙여 둔다.

② 학생 두 명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다.
③ 교사가 챈트에 나온 문장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해당 문장 카드를 찾으러 간다.
④ 정답문장카드를먼저떼온학생이문장을읽을수있는기회를갖는다. 해당학생이문장읽기에실패하면, 상대학생에게문장읽기기회가넘어간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퍼즐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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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어의 그림 위에 해당 단어를 적어 보게 한 후, 단어를
암기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암기 해야 할 단어를 1개 정해 준
후, 5초의 암기 시간을 준다. 5초가 지나면 바로 해당 단어의 철자를
말하게 한다. 같은 형태로 나머지 15개 단어도 복습한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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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 cry say snow tie

leaftailday
peeljeep

hay soap sky pie s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