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bark 1 7

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1. Aa•BbWeek 1 Day 1

Embark 1

CD, 영어 공책,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Aa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알파벳 Aa를 찾아 개수를 세어 써 본다.활동목표

Aa로 시작하는 단어
Apple(사과)와 Ant(개미)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
지 시킨다.

TG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를 언급할 때는‘letter’라고 말한다. 즉 a, b, c 알파벳을 각각 말할 때‘letter a’‘letter b’또는‘letter c’라고 한
다.

TG



Daily English8

1 A와 a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와 에 해당하는 대·소문자를 찾아 써 보세요.

알파벳 Aa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알파벳을 획순에 맞추어 쓰기 전에 교사가 먼저 손가락으로 알파벳 획순에 맞추어 쓰는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큰소리로 알파벳을 읽
고, 각자 쓰는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TG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해당하는 모양을 찾아 알맞은 곳에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를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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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따라가며 길을 찾아보세요.

알파벳 Bb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Bb로 시작하는 단어 Bear(곰)와 Ball(공)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 TG

알파벳 Bb를 따라가 길을 찾아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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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와 b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Bb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해당하는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영자신문 or 영문잡지, 색연필, 가위, 풀, 공책
·활동방법: ① 영자신문 또는 영문잡지 일부분을 확대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② 정해진 시간 동안(3분) 알파벳 Aa와 Bb를 가장 많이 찾게 한 후 공책에 오려 붙이게 한다. 
③ 시간이 다 되면 학생들과 함께 알파벳을 하나씩 짚어가며 맞게 찾았는지 확인한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짝이 되는 글자를 짝글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제시된 알파벳이 대문자 B면 짝글자는 소문자 b이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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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C와 소문자 c를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2. Cc•DdWeek 1 Day 2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Cc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Cc로 시작하는 단어
Cat(고양이)와 Car(자동차)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

TG

깃발에 쓰여있는 알파벳을 보고 알맞은 대·소문자의 개수를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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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와 c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퍼즐판을 보고, 빠진 퍼즐조각과 같은 알파벳을 써 보세요.

알파벳 Cc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퍼즐판의 비어 있는 퍼즐 조각에 쓰여있는 글자의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색연필, 공책 or 스케치북
·활동 방법: ① 각자 알파벳 Cc를 공책 또는 스케치북에 쓰게 한다.

② 그 알파벳을 활용하여 관련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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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D와 소문자 d를 따라가며 길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알파벳 Dd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Dd로 시작하는 단어 Dog(개)와 Duck(오리)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Dd가 그려진 돌에 색을 칠하며 길을 건너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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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와 d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같은 색 카드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Dd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d와 유사한 모양의 알파벳 소문자 b를 혼동하는 학생의 경우 대문자와 함께 제시하여 먼저 큰 소리로 Dd와 Bb를 읽고, 알파벳을 보
면서 공중에 손가락으로 써보게 하거나 여러 색깔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써 보는 등, 다양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d와 b의 차이
를 알려준다.

TG

같은 색 카드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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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풍선에 쓰여진 알파벳과 같은 색으로 칠해 보세요.

3. Ee•FfWeek 1 Day 3

Embark 1

보라

보라

보라

노랑노랑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Ee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Ee로 시작하는 단어 elf(요정)와 egg(계란)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Ee를 찾아 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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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와 e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빈 곳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Ee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달걀의 나머지 반 쪽에 알파벳 Ee의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알파벳카드(p. 95)
·활동 방법: ① 5명이 한 팀이 되어 각자 무작위로 알파벳 카드를 짚는다.

② 교사가‘시작’하면 팀원들은 자신의 알파벳 카드를 읽고, 순서대로 줄을 선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mbark 1 17

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배 위에 쓰여진 알파벳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 선을 연결하세요.

알파벳 Ff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Ff로 시작하는 단어 Frog(개구리)와 Fish(물고기)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Ff를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선을 이어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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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와 f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F와 f의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Ff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제시된 알파벳 F와 f가 쓰여진 규칙에 맞게 빈 곳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본 후, 알맞은 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학생용 교재에

제시된 Ee와 관련된

단어와 Ff와 관련된

단어를 손으로 집으며

크게 영어로 읽어보도

록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손가락을 이용하여 알파벳 Aa부터 Ff까지 짝의 손이나 등에 쓰게 한다.

② 많이 알아 맞추는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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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짝글자를 찾아 선을 연결한 뒤, 옆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써 보세요.

4. Let’s ReviewWeek 1 Day 4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그림자를 보고 어떤 그림인지 말해 본다. 알맞은 짝글자를 서로 연결시켜 본다. 활동목표

앞에서 배운 알파벳들을 복습시킨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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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파벳 순서대로 점을 연결하고, 색칠해 보세요.

3 알파벳 순서대로 구슬을 알맞은 자리에 연결하고, 빈칸에 알파벳을 써 보세요.

노랑

순서에 맞게 글자를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본다.활동목표

알파벳 순서에 맞게 팔찌의 알맞은 자리에 구슬을 연결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알파벳카드(p. 95)
·활동방법: ①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자를 읽게 한다.

② 알파벳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단어를 따라 읽게 한다.

Let’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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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따라 알파벳 쓰는 연습을 하고, 연필로 따라 써 보세요.
글자 위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한 뒤, 연필로 따라 쓰기를 해 본다.활동목표

쓰기가 끝난 뒤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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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운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A부터 F까지 알파벳 대·소문자를 써 보는 연습을 한다.활동목표

•준비물: 메모지 12장, 주머니, 필기구
•활동 방법: ① 배운 알파벳 대문자 A~F까지와 소문자 a~f까지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 안에 넣고 섞는다.
② 학생 한 명이 나와 주머니에서 쪽지를 뽑도록 한다.
③ 종이를 뽑은 학생은 적힌 알파벳 모양을 몸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이 알파벳을 말하고 칠판에 써 보도록 한다.

Let’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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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가위, 스테이플러
수업준비물

자신만의 알파벳 북을 만들어 본다.활동목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알
파벳 북을 들고 나와서 발표
하고 읽어 보도록 한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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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G와 소문자 g를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6. Gg•HhWeek 2 Day 1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Gg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Gg로 시작하는 단어 Goat(염소)와 Gum(껌)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대·소문자 G와 g를 찾아 개수를 세어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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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와 g을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G와 g의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Gg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색연필, 공책 or 스케치북
·활동방법: ① 각자 알파벳 Gg를 공책 또는 스케치북에 쓰게 한다.

② 그 알파벳을 활용하여 알파벳 Gg와 관련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Let’s Play!

제시된 알파벳 G와 g를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본 후, 알맞은 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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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H와 소문자 h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노랑 파랑

알파벳 Hh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Hh로 시작하는 단어 Hat(모자)와 Hippo(하마)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Hh를 찾아 색칠해가며 Hh모양에 익숙해져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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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와 h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오른쪽 방향으로 사다리를 타고 간 뒤,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Hh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마커, 스케치북(또는 칠판)
·활동 방법: ① Gg와 Hh와 관련된 그림을 스케치북(또는 칠판)에 그린다. 

② 학생들 중 시작하는 알파벳을 외치는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사다리를 타고 오른쪽으로 진행 한 뒤,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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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I와 소문자 i를 따라가며 길을 찾아 보세요.

7. Ii•JjWeek 2 Day 2

Embark 1

CD, 영어 공책,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Ii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Ii로 시작하는 단어 Iguana(이구아나)와 Igloo(이글루)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Ii를 따라가 길을 찾아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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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와 ì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퍼즐 조각을 찾아 연결하고,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Ii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퍼즐 모양을 보고 연결된 퍼즐조각을 찾아 연결한 뒤, 알맞을 짝글자를 써본다.활동목표

알파벳 쓰기 순서와 위치를 쉽게 알려 주기 위해 4선을 건물에 비유한다. 알파벳 쓰기 노트의 선은 지하와 1층, 2층으로 구성되며 대문
자는 1층, 2층을 모두 채워 써야 한다. g와 같이 꼬리가 붙는 소문자는 1층과 지하에 쓰고, b, d, f와 같이 키가 큰 소문자는 1층과 2층
에 쓴다고 설명하며 특성을 강조한다.

TG

·준비물: 가위, 자석, 실, 클립, 부록(Fun Activity 1)
·활동방법: ① 부록에 Fun Activity1을 프린트하여 물고기 모양을 모두 오린다. 

② 물고기에 클립을 모두 끼운다.
③ 자석에 실을 묶어 낚시 놀이처럼 한다. 
④ 자석에 붙는 알파벳을 큰 소리로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긴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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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J`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소문자 j̀는 세모 표시를 하세요.

알파벳 Jj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활동목표

Jj로 시작하는 단어 Jet(제트기)와 Jam(쨈)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모양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한 후, 알맞은 도형을 그려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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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와 j̀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같은 색 카드에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Jj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예시를 보고 같은 색을 가진 카드의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소문자 i와 j가 다른 것을 여러번 비교하며 명확하게 제시 한다.TG

·준비물: 필기구, 색연필, 공책 or 스케치북
·활동방법: ① 각자 알파벳 Ii·Jj 중에 하나를 골라 종이에 쓰게 한다. 

② 그 알파벳을 활용하여 알파벳과 관련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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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K와 소문자 k를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8. Kk•LlWeek 2 Day 3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Kk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Kk로 시작하는 단어 Kite(연)와 King(왕)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Kk를 찾고 개수를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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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와 k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점선을 연결하고,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K는 대문자와 소문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 공책에서 위치를 구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쓰게한다.TG

·준비물: 필기류, 종이

·할동방법: ① 종이에 칸 3×3으로 만든다.
② A에서부터 K까지 대·소문자를 쓰게한다. 
③ 교사가 철자를 말하면 학생들을 따라 말하게 하고 ○표를 한다. 
④ 일직선이나 대각선 2줄을 완성하면‘빙고!’라고 외친다.
⑤ 활동 후에 철자를 다시 한 번 쓰고, 읽게 한다.

Let’s Play!

알파벳 Kk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서로 연결된 연의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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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L과 소문자 l을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Ll로 시작하는 단어 Lemon(레몬)과 Lion(사자)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Ll과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글자 Ll을 찾고, 개수를 써 본다.활동목표



Daily English38

1 L과 l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빈 곳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Ll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영어 문자 쓰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활동으로 따라 쓰기 활동에 중점을 둔다.TG

·준비물: 탁구공(작은 공), 칠판, 마커
·활동방법: ① 칠판 위에 K부터 L까지 대문자와 소문자를 크게 쓴다. 

② 학생들이 칠판에 공을 던져 맞춘 알파벳을 큰소리로 외친다. 

Let’s Play!

레몬의 나머지 반 쪽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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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짝글자를 찾아 같은 색으로 칠하고, 쓰여진 알파벳을 말해 보세요.

9. Let’s ReviewWeek 2 Day 4

Embark 1

하늘색

초록색

노랑색

주황색

분홍색

연두색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맞은 짝글자를 찾아 같은 색으로 칠하고 짝글자를 인지하며, 단어 그림을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앞에서 배운 알파벳들을 복습시킨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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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지개 안에 쓰여진 알파벳을 순서대로 읽으며 점선을 따라 밑줄을 그어 보세요

3 알파벳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써 보세요.

·준비물: 알파벳 카드 (p.95) 
·활동방법: ① 알파벳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알파벳을 읽게 한다.

② 알파벳 그림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단어를 따라 읽게 한다.

Let’s Play!

점선을 따라 선을 그어가며 선 위에 있는 글자의 이름을 말해 보고, 알파벳 순서를 익혀 본다.활동목표

알파벳 순서에 맞게 번호를 매겨 본다.활동목표



Embark 1 41

1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따라 알파벳 쓰는 연습을 하고, 연필로 따라 써 보세요.
글자 위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한 뒤, 연필로 따라 쓰기를 해 본다.활동목표

쓰기가 끝난 뒤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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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운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G부터 L까지 알파벳 대소문자를 써보는 연습을 한다.활동목표



10. Project : Puzzle and Alphabet Cards
팀을 이루어 Project의 puzzle 조각을 먼저 완성하는 팀이 이긴다.Let’s Play!

색연필, 가위수업준비물





알파벳을 쓰고, 색을 칠해 보면서 나만의 알파벳 카드를 만들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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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11. Mm•NnWeek 3 Day 1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Mm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Mm으로 시작하는 단어 Map(지도), Mouse(쥐), Monkey(원숭이)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Mm을 찾고, 개수를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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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과 m을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보물지도 위의 화살표 순서대로 와 에 해당하는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Mm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해당하는 모양을 가지고 알맞은 알파벳을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색연필, 공책 or 스케치북
·활동방법: ① 각자 알파벳 Mm를 공책 또는 스케치북에 쓰게 한다.

② 그 알파벳을 활용하여 알파벳 Mm과 관련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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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N과 소문자 n을 따라서 길을 찾고, 색칠해 보세요.

알파벳 Nn과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Nn으로 시작하는 단어 Nurse(간호사), Net(그물), Nine(9)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Nn이 그려진 돌에 색을 칠하며 길을 건너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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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과 n을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같은 색 조각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Nn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수업 후 주변에 알파벳 Mm과 Nn 모양의 물건을 찾고, 큰 소리로 알파벳을 말해 보도록 한다.

Let’s Play!

같은 색 조각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mbark 1 51

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O와 소문자 o를 따라가며 길을 찾아보세요.

12. Oo•PpWeek 3 Day 2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Oo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Oo으로 시작하는 단어 Ox(황소)과 Otter(수달)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Oo를 따라가 길을 찾아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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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와 o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같은 색 공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Oo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요즘 주변에 영어로 된 간판이 많으므로 알파벳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매일 길을 가다가 일정 개수의 알파벳을 찾아서 읽어 보게 하면
글자 인지력을 높일 수 있다.

TG

대·소문자 Oo를 찾아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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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돼지의 잠옷에 쓰여진 알파벳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알파벳 Pp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Pp으로 시작하는 단어 Pig(돼지)과 Pizza(피자)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Pp를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선을 이어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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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와 p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P와 p의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Pp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영자 신문 or 영문 잡지, 색연필 가위, 풀, 공책
·활동방법: ① 영자 신문 또는 영문 잡지를 일부분을 확대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② 정해진 시간 동안(3분) 알파벳 Oo와 Qq를 가장 많이 찾은 후 공책에 오려 붙이게 한다. 
③ 시간이 다 되면 학생들과 함께 알파벳을 하나씩 짚어 가며 맞게 찾았는지 확인한다.

Let’s Play!

제시된 글자 쓰는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본 후, 알맞은 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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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Q와 소문자 q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13. Qq•RrWeek 3 Day 3

Embark 1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활동 목표 알파벳 Qq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Qq으로 시작하는 단어 Queen(여왕)과 Quilt(누비이불)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Qq를 찾아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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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와 q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퍼즐 조각을 연결하고,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소문자 p와 q가 다른 것을 여러번 비교하며 명확하게 제시한다.TG

알파벳 Qq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팀을 나누어 알파벳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한다.

② 노래 중에 교사가 말하는 알파벳 모양을 만든다.
③ 가장 빨리 올바른 알파벳 모양을 만든 팀이 이긴다.

Let’s Play!

퍼즐 모양을 보고 연결된 퍼즐조각을 찾아 연결한 뒤, 알맞을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mbark 1 57

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R과 소문자 r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노랑색

초록색

알파벳 Rr과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Rr으로 시작하는 단어 Rabbit(토끼)과 Rocket(로켓)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Rr을 찾아 색칠해가며 Rr모양에 익숙해져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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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과 r을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빈 곳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Rr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팀에 대표로 한 명이 나와 알파벳 소문자 Qq·Rr의 모양을 몸으로 표현하게 한다.
많이 맞힌 팀이 이긴다.

Let’s Play!

로켓의 반 쪽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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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짝글자를 찾아 묶고, 그림의 이름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14. Let’s ReviewEmbark 1
Week 3 Day 4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맞은 짝글자를 찾아 묶어보고, 단어 그름을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앞에서 배운 알파벳들을 복습시킨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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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파벳 순서대로 점을 연결하고, 색칠해 보세요.
순서에 맞게 글자를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완성한 뒤 색칠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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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따라 알파벳 쓰는 연습을 하고, 연필로 따라 써 보세요.
글자 위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한 뒤, 연필로 따라 쓰기를 해 본다.활동목표

쓰기가 끝난 뒤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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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운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M부터 R까지 알파벳 대·소문자를 써보는 연습을 한다.활동목표

·준비물: 공(탁구공 or 종이를 뭉친 공 등), 마커, 화이트보드
·활동방법: ① 알파벳 Mm부터 Rr까지 무작위로 칠판에 적는다. 

② 학생이 뒤에서 공을 칠판에 던지면 맞춘 알파벳의 이름 외친다. 
③ 많이 이름을 맞춘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15. Project : My Alphabet Train
영어 공책, 색연필, 가위 풀수업준비물

알파벳을 쓰고,
단어 그림을 색칠
하여 나만의 알파
벳 기차를 만들어
본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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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S과 소문자 s를 따라 길을 찾아보세요.

16. Ss•TWeek 4 Day 1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Ss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Ss으로 시작하는 단어 Sun(태양)과 Snake(뱀)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Ss를 찾아보고 길을 찾아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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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와 s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S와 s의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Ss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제시된 글자 쓰는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본 후, 알맞은 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읽기와 쓰기는 기초 단계 이므로 학생들이 놀이 활동에 몰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파벳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TG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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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T와 소문자 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주황색

노랑색

알파벳 Tt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Tt로 시작하는 단어 Top(팽이)과 Tiger(호랑이)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Tt를 찾아 색칠해가며 Tt모양에 익숙해져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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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와 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빈 곳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Tt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팽이의 반 쪽에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눈다. 

② 한 팀에 한 명씩 나와 Ss 또는 Tt 중에 하나를 골라“대문자 S”
또는“소문자 s”라고 말한다. 

③ 나머지 학생들은 동시에 해당 알파벳을 몸으로 나타낸다. 
④ 동일한 모양을 더 많이 나타낸 팀이 이긴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mbark 1 71

U = u =

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우산에 쓰여진 알파벳을 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17. Uu•VvWeek 4 Day 2

Embark 1

초록색
초록색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Uu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Uu로 시작하는 단어 Umbrella(우산)과 Uncle(삼촌)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Uu를 찾아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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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와 u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퍼즐판을 보고, 빠진 퍼즐조각과 같은 알파벳을 써 보세요.

알파벳 Uu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퍼즐판의 비어 있는 퍼즐 조각에 쓰여있는 글자의 같은 글자를 써본다. 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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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V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소문자 v를 찾아 세모 표시를 하세요.

알파벳 Vv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Vv로 시작하는 단어 Violin(바이올린)과 Vest(조끼)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모양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한 후, 알맞은 도형을 그려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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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와 v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Vv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영자 신문 or 영문 잡지, 색연필, 가위, 풀, 공책
·활동방법: ① 영자신문 또는 영문 잡지를 일부분을 확대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② 정해진 시간 동안(3분) 알파벳 Uu·Vv를 가장 많이 찾은 후 공책에 오려 붙이게 한다. 
③ 시간이 다 되면 학생들과 함께 알파벳을 하나씩 짚어 가며 맞게 찾았는지 확인한다.

Let’s Play!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해당하는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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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W와 소문자 w를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18. Ww•XxWeek 4 Day 3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Ww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Vv로 시작하는 단어 Violin(바이올린)과 Vest(조끼)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글자 Ww를 찾아 개수를 세어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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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물지도 위의 화살표 순서대로 와 에 해당하는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1 W와 w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알파벳 Ww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아직 미세 손가락 운동 기능이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은 학생이므로 사선지에 쓰는 법을 지도한다. 특히 가운데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먼저 하도록 한다. 

TG

해당하는 모양을 알맞은 곳에 대문자 W 또는 소문자 w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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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상자에 쓰여진 알파벳을 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알파벳 Xx과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Xx로 관련 단어 Fox(여우)와 Six(6)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대·소문자 Xx를 찾아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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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와 x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퍼즐 조각을 찾아 연결하고, 알맞은 짝글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Xx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필기구, 색연필, 도화지
·활동방법: ① 각자 알파벳 Ww와 Xx 중에 하나를 골라 종이에 쓰게한다. 

② 그 알파벳을 활용하여 알파벳 Xx와 관련된 낱말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Let’s Play!

퍼즐 모양을 보고 연결된 퍼즐조각을 찾아 연결한 뒤, 알맞을 짝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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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같은색 털실을 찾아 알맞은 짝글자를 연결해 보세요.

19. Yy•ZzWeek 4 Day 4

Embark 1

CD,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파벳 Yy와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Yy로 시작하는 단어 Yo-yo(요요)과 Yarn(뜨개실)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맞은 짝글자를 찾아 선을 이어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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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와 y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Y와 y의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Yy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다. 

② 한 팀에 대표로 한 명이 나와 알파벳 Yy와 Zz의 모양을 몸으로 표현하게 한다. 
③ 많이 맞힌 팀이 이긴다.

Let’s Play!

제시된 알파벳을 순서에 맞게 빈 곳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본 후, 알맞은 글자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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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1 오늘 공부할 알파벳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이름을 말해 보세요.

2 대문자 Z와 소문자 z를 찾고, 개수를 써 보세요.

알파벳 Zz과 관련된 단어를 눈으로 익히고, 이름을 말해 본다. 활동목표

Zz로 시작하는 단어 Zebra(얼룩말)과 Zoo(동물원)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인지 시킨다.TG

알파벳 Zz를 찾아 개수를 세어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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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와 z를 순서에 맞추어 써 보세요.

2 같은 색 구슬에 알맞은 대·소문자를 써 보세요.

알파벳 Zz를 획순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대·소문자 Zz를 찾아보고 알맞은 색을 칠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가위, 부록(Fun Activity 4)
·활동방법: ①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Fun Activity4의 Mm부터 Zz까지 달걀 조각의 선대로 자른다. 

② 자른 조각을 섞게 한 후 먼저 짝글자를 맞춘 팀이 이긴다.

Let’s Play!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하고, 다 쓴 뒤 읽어보도록 지도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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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짝글자를 찾아 같은 색으로 칠하고, 단어 그림의 이름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20. Let’s ReviewWeek 4 Day 5

Embark 1

영어 공책, 색연필, 알파벳 카드(p.95)수업준비물

알맞은 짝글자에 색을 칠하고, 단어 그림을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주황 초록

분홍

진초록노랑

보라

파랑

빨강

앞에서 배운 알파벳들을 복습시킨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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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파벳 순서대로 점을 연결하고, 색칠해 보세요.

3 알파벳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써 보세요.

순서에 맞게 글자를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완성한 뒤 색칠해 본다.활동목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알파벳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주변에서 찾아 보게 하면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
예) U: 말 발굽 모양 X: 가위가 벌려진 모습
V: 고깔 모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 Y: 나뭇 가지의 모양
W; 셔츠의 칼라 모양 Z: 백조의 모습

TG

알파벳 순서에 맞게 인지하여 번호를 매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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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따라 알파벳 쓰는 연습을 하고, 연필로 따라 써 보세요.
글자 위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한 뒤, 연필로 따라 쓰기를 해 본다.활동목표

쓰기가 끝난 뒤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한다.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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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운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보세요.
알파벳 S부터 Z까지 알파벳 대·소문자를 써 보는 연습을 한다.활동목표

·준비물: 가위, 자석, 실, 클립, 부록(Fun Activity 2), 테이프
·활동방법: ① 부록 Fun Activity2을 프린트하여 뱀 모양을 오린다. 

② 뱀에 A부터 Z까지 빠진 글자를 쓰게 한다. 
③ 뱀을 실에 붙이고 늘어뜨려 Alphabet Snake모빌을 완성한다.

Let’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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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1. b•pWeek 1 Day 1

Embark 3

W1D1

알파벳 b와 p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b와 p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1

알파벳 b의 음가 [b]와 p의 음가 [p]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b], ____(단어이름)’, ‘[p],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1

2 2

알파벳 b와 p의 음가: b의 음가 [b]는 유성음이므로 [b]하고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반면, p의 음가 [p]는 무성음이므로 [p]하고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Tips

곰 상자 바나나

돼지 핀 피아노

M: B [b], banana, boxs

M: P [p], piano, p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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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표 하세요.

2 잘듣고, 알맞은 그림을찾아동그라미하세요.

알파벳 b와 p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b와 p의 음가 및 단어를 듣고, 해당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4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b, [b]’, ‘p, [p]’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를 듣고,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4

3 3

W1D1

piano banana pig

piano bear box

M: [p], [p]s

W: [b] banana s

W: [p] pianos

M: [b], [b]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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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고리에 쓰여진 알파벳과 첫소리가 같은 그림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  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글자와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그림들을 분류 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b와 p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공중
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먼저 이야기 해 본다. TG

box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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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b], ____(단어이름)’,  ‘[p],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보드용 마커
·활동방법: ① 교사는 p.10에 나오는 단어들을 첫 글자는 밑줄을 쳐서 비워두고 나머지 글자들만 적는 형태로 보드에 순서 없이 나란히 적는다.

Ex) ___iano, ___ear, ___ox, ___in, ___anana, ___ig,
② 학생 두 명을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가위, 바위, 보를 시킨다. 이긴 학생은 교사가 발음하는 단어를 듣고, 보드에서 찾는다.
③ 단어의 첫 음가에 맞는 알파벳을 빈칸에 적은 후, ‘[음가], ___(단어이름)’을 말한다. 

Let’s Play!

곰 돼지

상자 핀

바나나 피아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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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Week 1 Day 2

Embark 3

W1D2

2 6

1 5

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알파벳 d와 t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d와 t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d의 음가 [d]와 t의 음가 [t]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d], ____(단어이름)’,  ‘[t],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알파벳 d와 t의 음가: d의 음가 [d]는 유성음이므로 [d]하고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반면, t의 음가
[t]는 무성음이므로 [t]하고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Tips

오리 인형 책상

호랑이 10, 열 텐트, 천막

M: D[d], desk, dolls

M: T[t], tent, 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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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4 8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표 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표 하세요.

알파벳 d와 t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d와 t의 음가 및 단어를 듣고, 해당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d, [d]’, ‘t, [t]’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를 듣고,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W1D2

desk ten tiger

doll duck tent

W: [t], [t]sW: [d], [d]s

M: [d] desk s

M: [t] tent 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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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2 강아지의 배에 쓰여진 알파벳과 첫소리가 같은 그림을 찾아 풍선에 색칠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 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글자와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d와 t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공중
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먼저 이야기 해 본다.TG

desk

tent

doll

desk

tent
duck

tiger

te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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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d], ____(단어이름)’,  ‘[t],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보드 마커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 후, 칠판에 d와 t를 각각 5개씩 순서 없이 나란히 적는다. Ex) d, t, d, d, t, d, t, t, t, d, t
② 보드에 적힌 순서대로 유성음 [d]와 무성음 [t]를 정확히 구별해서 5초 안에 발음하는 학생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후,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③ 보드에 적힌 d와 t의 순서들을 바꿔가며, 여러 번 반복한다.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인형 호랑이

오리 10, 열

책상 텐트, 천막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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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fWeek 1 Day 3

Embark 3

W1D3

1

2

9

10

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알파벳 v와 f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v와 f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v의 음가 [v]와 f의 음가 [f]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v], ____(단어이름)’,  ‘[f],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알파벳 v와 f의 음가: v의 음가 [v]는 유성음이므로 [v]하고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반면, f의 음가 [f]는 무성음이므로 [f]하고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Tips

바이올린 승합차, 밴 꽃병

깃발개구리 부채, 선풍기

M: V[v], vase, vans

M: F[f], flag,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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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1

12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2 잘 듣고, 그림의첫소리와알맞게짝지어진것은○, 잘못된것은×표하세요.

알파벳 v와 f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v와 f의 음가와 단어 그림을 확인한다.활동목표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v, [v]’, ‘f, [f]’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와 단어가 잘 맞는지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W1D3

W: [v], [v]s

W: [v] vase s

W: [v] vans W: [f] flag s

W: [f] fan s

W: [f], [f] s

vase fan

flag 
va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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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시작점의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그림을 따라가며 길을 찾아보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 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글자와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v와 f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공중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먼저 이야기 해 본다.TG

vase flag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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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v], ____(단어이름)’,  ‘[f],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알파벳 v가 크게 붙어 있는 플라스틱 부채(깃발) 2개, f가 크게 붙어 있는 플라스틱 부채(깃발) 2개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각 팀에서 한 명씩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각각 v자와 f자가 붙어 있는 부채를 한 쌍씩 준다.

② 교사는‘___(음가 혹은 단어이름), up!’혹은‘___(음가 혹은 단어이름), down!’을 속도를 조절해 가며 말한다. 
③ 학생들은 교사가 발음하는 음가나 단어를 잘 듣고, 해당 음가를 가진 알파벳 글자의 부채를 교사의 지시에 따라 위로 들거나
아래로 내린다. 

Let’s Play!

바이올린 부채, 선풍기

승합차, 밴 개구리

꽃병 깃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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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t’s ReviewWeek 1 Day 4

Embark 3

1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한 후 알파벳을 써 보세요. 
알파벳 개별 음가와 그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W1D4

1

제시 된 그림 외 다른 단어들도 말해 보게 한다.TG

13

banana pig

bear piano

tiger desk

violin ten

vase frog

flag van

W: [b] bananas

W: [p] pianos

W: [d] desks

W: [t] tens

W: [v] vases

W: [f]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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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3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단어를 듣고, 같은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해당 알파벳 음가와 단어가 들어간 챈트를 불러본다.활동목표

2

오디오에서 들려지는 단어의 첫 음가와 첫 글자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말해 보게 한다.TG

먼저 챈트를 한 번 들려 준 후 따라 부르며 율동 해 본다. 율동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본다.TG

14

3 15

pizza banana

desk tent fan van

M: [p] pizzas

M: [t] tents M: [f] fans

b b , I see a .

p p , I see a .

d d , I see a .

t t , I see a .

v v , I see a .

f f , I see a .

·준비물: b, p, d, t, v, f의 음가로 시작하는 교재 외 단어 리스트
·활동방법: ① 게임을 Round 1과 Round 2로 나눈다. Round 1에서는 교사가 교재에 있는 b, p, d, t, v, f의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해당 단어의 첫 음가를 아는 학생은 손을 든다. 정답을 말했을 경우에 점수를 얻는다.
② Round 2에서는 교사가 b, p, d, t, v, f의 첫음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교재 외 단어(bat, pink, dragon,

tambourine, violet, friend, etc.)들을 활용하여 Round 1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Let’s Play!

함께 챈트를 하자!

다시 한 번 해보자.

나는 바나나가 보인다.

나는 피아노가 보인다.

나는 책상이 보인다.

나는 텐트가 보인다.

나는 꽃병이 보인다.

나는 깃발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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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알맞은 알파벳을 쓰고, 단어를 다시 써 보세요.
b, p, d, t, v, f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음가를 적고,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학생들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TG

영어 공책에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음가], _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G

바나나 피아노

책상 텐트

꽃병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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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A4 용지들을 반으로 잘라서 만든 p. 21 챈트 속 단어들과 마침표 카드( I / see / a / banana / piano
/ desk / tent / vase / flag / · ) 10장 세트 여러 개

·활동방법: ① 학생 다섯 명이 한 팀이 되도록 나눈 후, 교사가 준비한 카드 한 세트씩을 각 팀에게 준다. 
② 교사가 문장을 말하면, 학생들은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와 마침표 카드를 찾아, 한 명이 한 카드씩
들고 나란히 서서 문장을 완성한다. 

③ 가장 먼저 완벽한 문장을 만든 팀이 점수를 얻는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생들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TG

I see a .  I see a .

I see a .  I see a .

I see a .  I see a .

banana

desk

vase

piano

tent

flag

나는 바나나가 보인다.

나는 책상이 보인다.

나는 꽃병이 보인다.

나는 피아노가 보인다.

나는 텐트가 보인다.

나는 깃발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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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nWeek 1 Day 5

Embark 3

W1D5

1 16

2 17

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알파벳 m와 n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m와 n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m의 음가 [m]와 n의 음가 [n]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m], ____(단어이름)’,  ‘[n],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알파벳 m와 n의 음가: m과 n의 음가 [m]와 [n]는 유성음이므로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m은 입술을 입 안에 말아넣어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완벽하게 닫았다가 내는 소리로, n은 혀 끝을 윗니
안쪽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 하는것을 강조하여 발음하게 한다.

Tips

쥐 대걸레, 자루걸레 멜론

9, 구그물 견과

M: M[m], melon, mops

M: N [n], nut, n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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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D5

3

4

18

19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잘 듣고, 그림의첫소리와알맞게짝지어진것은○, 잘못된것은×표하세요.

알파벳 m과 n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의 음가와 단어들을 듣고, 해당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m, [m]’, ‘n, [n]’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W: [n], [n]s

M: melon, mops

M: ouse, nines
M: nut, nets

M: melon, nuts

W: [m], [m]s

melon mop melon nut

mouse nine nut 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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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의 이름을 영어로 말해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에�표 하세요.

2 퍼즐판을 보고, 알맞은 퍼즐조각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 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글자와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m과 n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공
중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정답 이외 단어 그림들의 첫음가 음가도 찾아본다.TG

melon nut

mop

mop

nine melon

nut

me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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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m], ____(단어이름)’,  ‘[n],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색이 다른 보드 마커들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보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각 학생에게 색이 다른 보드 마커를 하나씩 준다.
② 교사가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면, 학생들은 옆의 친구가 볼 수 없도록 손으로 답을 가리면서 해당 단어의 첫 글자를 보드에 적는다.
③ 교사가 답을 확인한다. 정답일 경우 점수를 얻을 수 있다. 
④ 학생들이 잘 할 경우, 해당 음가로 시작하는 교재 외 단어(mushroom, mosquito, nurse, number, etc.)를 문제로 낼 수도 있다.

Let’s Play!

쥐

대걸레, 자루걸레 그물

멜론 견과

9, 구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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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6. z•sWeek 2 Day 1

Embark 3

W2D1

알파벳 z와 s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z와 s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z의 음가 [z]와 s의 음가 [s]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z], ____(단어이름)’,  ‘[s],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알파벳 z와 s의 음가: z의 음가 [z]는 유성음이므로 [z]하고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반면, s의 음가 [s]는 무성음이므로 [s]하고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Tips

해 잠수함 양말

얼룩말
지퍼 0, 영

M: Z[z], zero, zippers

M: S[s], sock, subs

1 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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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표 하세요.

2 잘듣고, 알맞은 그림을찾아�표 하세요.

알파벳 z와 s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z와 s의 단어를 듣고, 해당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W2D1

3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z, [z]’, ‘s, [s]’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를 듣고,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22

4 23

M: [s], [s]s M: [z], [z]s

sub zero sun

sockzipperzebra

W: [z] zeros

W: [s] sock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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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에�표 하세요.

2 얼룩말 배 위에 쓰여진 알파벳과 첫소리가 같은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z와 s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바닥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먼저 이야기 해 본다. TG

��

zero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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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z], ____(단어이름)’,  ‘[s],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보드 마커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 후, 칠판에 z와 s를 각각 5개씩 순서 없이 나란히 적는다. Ex) z, s, s, z, s, z, z, s, z, s
② 보드에 적힌 순서대로 유성음 [z]와 무성음 [s]를 정확히 구별해서 5초 안에 발음하는 학생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후,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③ 보드에 적힌 z와 s의 순서들을 바꿔가며, 여러 번 반복한다.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얼룩말 해, 태양

지퍼 잠수함

0, 영 양말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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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 rWeek 2 Day 2

Embark 3

W2D2

1 24

2 25

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알파벳 l와 r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l와 t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l의 음가 [l]와 r의 음가 [r]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l], ____(단어이름)’,  ‘[r],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알파벳 l과 r의 음가: l과 r의 음가 [l]와 [r]는 유성음이므로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l은 혀 끝을 윗니에 대었다 떼면서 내는 소리이며 r은 혀
전체에 힘을 주고 목구멍쪽으로 혀를 당기듯 발음하여
혀끝이 입천장에 닿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Tips

잎사자

전등, 램프

토끼 비
반지

M: L[l], lamp, leaf  s

M: R[r], ring, rai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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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D2

3 26

4 27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색칠하세요.

2 잘듣고, 알맞은 그림을찾아동그라미하세요.

알파벳 l와 r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l와 r의 단어를 듣고, 해당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l, [l]’, ‘r, [r]’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를 듣고,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W: [l] lamps

W: [r] rings

rabbit lamp rain

lionleafring

M: [r], [r]s M: [l],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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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2 제시된 그림과 첫 소리가 같은 그림을 찾아 색칠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 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글자와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l와 r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자신
의 손바닥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먼저 이야기 해 본다. TG

lamp

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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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l], ____(단어이름)’,  ‘[r],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l과 r의 단어 그림카드 혹은 글자카드 6장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일렬로 세운다. 교사는 그림 카드 하나를 첫 번째 팀의 학생에게 주면서, ‘[음가], ___(단어이름)’

을 말한다. 받은 학생은 뒤에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말한 것과 똑같이‘[음가], ___(단어이름)’을 말하며 카드를 전달한다. 
② 다른 팀도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③ 교사는 팀 별로 학생들의 발음을 확인하고 카드 전달을 완성하는 시간을 잰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정확한 발음으로 카드 전달
을 완성한 팀이 이긴다.

Let’s Play!

사자 비

전등, 램프 반지

잎 토끼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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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t’s ReviewWeek 2 Day 3

Embark 3

W2D3

1 28

1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한 후 알파벳을 써 보세요. 
알파벳 개별 음가와 그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 된 그림 외 다른 단어들도 말해 보게 한다.TG

melon net

mop nut

zero sun

sock zebra

rain lamp

lion ring

W: [m] melon s

W: [n] nut s

W: [z] zero s

W: [s] socks

W: [l] lamps

W: [r]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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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색칠하세요.

3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단어를 듣고, 같은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해당 알파벳 음가와 단어가 들어간 챈트를 불러본다.활동목표

오디오에서 들려지는 단어의 첫 음가와 첫 글자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말해 보게 한다.TG

먼저 챈트를 한 번 들려 준 후 따라 부르며 율동 해 본다. 율동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본다.TG

·준비물: m, n, s, z, l, r의 음가로 시작하는 교재 외 단어 리스트
·활동방법: ① 게임을 Round 1과 Round 2로 나눈다. Round 1에서는 교사가 교재에

있는 m, n, s, z, l, r의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해당 단어의 첫 음가를 아
는 학생은 손을 든다. 정답을 말했을 경우에 점수를 얻는다.

② Round 2에서는 교사가 m, n, s, z, l, r의 첫음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교재
외 단어(monkey, nurse, six, zipper, lady, robot, etc.)들을 활용하여
Round 1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Let’s Play!

net

zebra sock lion rabbit

mouse

W: [n] net  s

W: [z]zebras W: [r] rabbit  s

2 29

3 30

m m , It’s my .

n  n , It’s my .

z z , It’s my .

s s , It’s your .

l l , It’s your .

r r , It’s your .

�

�
�

함께 챈트를 하자!

다시 한 번 해보자.

이것은 나의 멜론이다.

이것은 나의 견과류이다.

이것은 나의 0이다.

이것은 너의 양말이다.

이것은 너의 램프이다.

이것은 너의 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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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알맞은 알파벳을 쓰고, 단어를 다시 써 보세요.
m, n, s, z, l, r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음가를 적고,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에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음가], _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G

멜론 견과

0, 영 양말

전등, 램프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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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알파벳 카드 (m, n, s, z, 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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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m, n, s, z, l, r 중 하나를 보여준다.
② 두 학생은 각자 자신의 뒤에 있는 친구에게 해당 알파벳의 음가를 귓속말로 말해주고, 들은 학생은 다음 학생에게 해
당 음가를 귓속말로 전달한다. 같은 형식으로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계속 전달한다.

③ 제일 마지막에 음가를 들은 학생은 들은 음가를 큰 소리로 말하고, 해당 음가의 대표 단어 하나를 말한다. 먼저 정확
한 음가와 단어를 말한 팀이 이긴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생들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TG

It’s my .  It’s your .

It’s my .  It’s your .

It’s my .  It’s your .

melon

zero

lamp

nut

sock

ring

이것은 나의 멜론이다.

이것은 나의 0이다.

이것은 나의 램프이다.

이것은 너의 견과류이다.

이것은 너의 양말이다.

이것은 너의 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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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hWeek 2 Day 4

Embark 3

W2D4

31

2 32

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알파벳 h와 j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h와 j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h의 음가 [h]와 j의 음가 [d,]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h], ____(단어이름)’,  ‘[d,],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1

알파벳 j와 h의 음가: j의 음가 [d,]는 유성음이므로 [d,]하고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반면, h의 음가 [h]는 무성음이므로 [h]하고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Tips

말 하마

손

잼 주스 재킷, 상의

M: H [h], hand, horses

M: J[j], jacket, juice  s



Daily English40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잘 듣고,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알파벳 h와 j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h와 j의 음가와 단어를 듣고 해당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h, [h]’, ‘j, [d,]’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와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3 33

4 34

W2D4

W: [h], [h] s W: [j], [j] s

W: [h] hand, [h] horses

W: [j] juice, [j] jackets

jam horse

horse

hand

juice jacket jacketh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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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닭에 쓰여진 알파벳과 첫소리가 같은 그림을 찾아 색칠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 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아보고, 첫 음가가 같은 단어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h와 j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바닥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활동을 하기 전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그림에 관해 먼저 이야기 해 본다.TG

hand jack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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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h], ____(단어이름)’,  ‘[d,],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h와 j의 단어 그림카드 6장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각 팀에서 그림카드를 보고 몸짓과 표정으로 단어를 표현 할 학생을 선출한다.

② 교사는 다른 팀원들이 볼 수 없도록 선출 된 학생에게만 그림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고, 앉아 있는 팀원들은
선출 학생의 몸짓과 표정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 알아 맞춘다.

③ 30초안에 가장 많은 단어를 알아 맞춘 팀이 이긴다.

Let’s Play!

잼말

주스하마

재킷손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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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yWeek 2 Day 5

Embark 3

W2D5

1 35

2 36

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알파벳 w와 y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w와 y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w의 음가 [w]와 y의 음가 [y]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w], ____(단어이름)’,  ‘[y],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알파벳 w와 y의 음가: w과 y의 음가 [w]와 [y]는 유성음이므로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Tips

늑대 서쪽 시계

요요 하품 노랑

M: W[w], watch, wests

M: Y[y], yellow, ya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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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D5

3 37

4 38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잘 듣고, 그림의첫소리와알맞게짝지어진것은○, 잘못된것은×표하세요.

알파벳 w과 y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w와 y의 음가와 단어 그림을 확인한다.활동목표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w, [w]’, ‘y, [y]’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와 단어가 잘 맞는지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W: [w], [w]s

M: [w]yellows M: [y]yawns

M: [w]watchs
M: [y]wolfs

W: [y], [y]s

yellow

yawn

wolfwatc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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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2 첫소리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글자와 단어 그림의 음가를 알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단어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w와 y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자신
의 손바닥에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각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알아 본 후, 해당 음가의 알파벳 글자를 그림 옆에 조그맣게 적어보게 한다.TG

yellowwatch



Daily English46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w], ____(단어이름)’,  ‘[y], ___(단어이름)’
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보드 마커
·활동방법: ① 보드나 벽면에 단어들의 그림 또는 단어카드를 무작위로 나란히 붙여 둔다.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각 팀의 대표가 그림 또는 단어카드를 보고, ‘Bb, [b], ____(단어이
름)’혹은‘Cc, [k], ____(단어이름)’의 형태로 10초안에 가능한 많은 카드에 관해 말하도록 한다.

③ 10초안에 가장 많은 그림 또는 단어카드에 관해 말한 학생 팀이 이긴다.

Let’s Play!

늑대 요요

서쪽 하품

시계 노랑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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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부할 알파벳의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들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11. g•kWeek 3 Day 1

Embark 3

W3D1

알파벳 g와 s의 음가와 단어를 알고, 영어로 말해 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알파벳 g와 k의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1

알파벳 g의 음가 [g]와 k의 음가 [k]를 비교하여 구별 한 후, 단어를 찾게 한다.TG

학생들이‘[g], ____(단어이름)’,  ‘[k], ___(단어이름)’순서로 음가와 단어를 발음하게 한다.TG

39

2 40

알파벳 g와 k의 음가: g의 음가 [g]는 유성음이므로 [g]하고 발음할 때 손을 목에 대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반면, k의 음가 [k]는 무성음이므로 [k]하고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Tips

거위염소 대문

주전자왕 열쇠

W: G [g], gate, gooses

W: K [k], key, kettles



Daily English48

1 잘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색칠하세요.

2 잘듣고, 알맞은 그림을찾아동그라미하세요.

알파벳 g와 k의 음가를 듣고, 해당 글자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알파벳 g와 k의 음가 및 단어를 듣고, 해당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W3D1

3

정답을 찾은 후,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g, [g]’, ‘k, [k]’형태로 학생들이 발음해 보게 한다.TG

학생들이 글자의 음가를 듣고, 단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한다.TG

41

4 42

W: [g], [g]s

W: [g] gate s

W: [k] keys

W: [k], [k]s

kettle gate ring

goose goa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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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을 보고, 첫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2 첫소리가 같은 그림끼리 짝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첫 음가와 알파벳 글자를 알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알아보고, 같은 첫 음가를 가진 단어 그림들을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되어 있는 소문자의 대문자도 짚어 본다. 교사는 g와 k의 대·소문자를 모두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글자를 보며 친구의 등에
손가락으로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TG

각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알아 본 후, 해당 음가의 알파벳 글자를 그림 옆에 조그맣게 적어보게 한다. TG

goat

k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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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단어 그림의 첫 음가를 찾아 본 후,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g], ____(단어이름)’,  ‘[k], 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

TG

·준비물: 보드 마커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 후, 칠판에 g와 k를 각각 5개씩 순서 없이 나란히 적는다. Ex) g, k, k, g, k, g, g, k, g, k

② 보드에 적힌 순서대로 유성음 [g]와 무성음 [k]를 정확히 구별해서 5초 안에 발음하는 학생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
한 후,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③ 보드에 적힌 g와 k의 순서들을 바꿔가며, 여러 번 반복한다.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거위 주전자

염소 왕

대문 열쇠

�

�

�

�

�

�

3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알파벳에�표 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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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et’s ReviewWeek 3 Day 2

Embark 3

W3D2

1 43

1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한 후 알파벳을 써 보세요. 
알파벳 개별 음가와 그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본다.활동목표

제시 된 그림 외 다른 단어들도 말해 보게 한다.TG

hippo

handjam

jacket

west

watch

yo-yo

yellow

goat

gate

king

key

W: [h] hands

W: [j] jackets

W: [w] wests

W: [y] yellows

W: [g] gates

W: [k]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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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4

3 45

2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3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음가와 단어를 듣고, 같은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 그림을 찾아본다.활동목표

해당 알파벳 음가와 단어가 들어간 챈트를 불러본다.활동목표

오디오에서 들려지는 단어의 첫 음가와 첫 글자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말해 보게 한다.TG

먼저 챈트를 한 번 들려 준 후 따라 부르며 율동 해 본다.
율동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본다.

TG

·준비물: h, j, w, y, g, k의 음가로 시작하는 교재 외 단어 리스트
·활동방법: ① 게임을 Round 1과 Round 2로 나눈다. Round 1에서는 교사가 교재에 있는 h, j, w, y, g, k의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해당 단어의 첫 음가를 아는 학생은 손을 든다. 정답을 말했을 경우에 점수를 얻는다.
② Round 2에서는 교사가 h, j, w, y, g, k의 첫음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교재 외 단어(hamburger, July, water,

yogurt, gorilla, kiwi, etc.)들을 활용하여 Round 1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Let’s Play!

h h , There is a .

j  j , There is a .

ww , There is a .

y  y , There is a .

g g , There is a .

k  k , There is a .

hippo jacket

key goatwolf yo-yo

M: [h] hippos

M: [w] wolfs M:  [k] key  s

함께 챈트를 하자!

다시 한 번 해보자.

말이 한마리 있다.

재킷이 하나 있다.

늑대가 한마리 있다.

요요가 하나 있다.

대문이 하나 있다.

주전자가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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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알맞은 알파벳을 쓰고, 단어를 다시 써 보세요.
h, j, w, y, g, k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음가를 적고, 해당 단어 전체를 사선에 맞추어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공책에 해당 단어 쓰기 연습을 더 하도록 한다. 단어를 쓸 때, ‘[음가], ____(단어이름)’순서로 말하면서 쓰도록 지도한다.TG

재킷손

노랑시계

열쇠대문



Daily English54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본다.활동목표

학생들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TG

·준비물: 보드 마커, 파리채 2개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53 챈트에 나오는 사이트 워드 3개와 단어 18개를 보드에 나란히 적어둔다. (There, is, a, horse, hippo, hand,

jam, juice, jacket, wolf, west, watch, yo-yo, yawn, yellow, goose, goat, gate, kettle, king, key)
②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각 팀에서 한 명씩 두 명의 학생이 보드 앞으로 나오면, 교사는 파리채를 하나씩 준다.
③ 교사가 보드에 적은 단어 중 하나를 말하면, 먼저 해당 단어를 파리채로 치는 학생이 점수를 얻는다.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There is a .  There is a .

There is a .  There is a .

There is a .  There is a .

horse

wolf

gate

jacket

yo-yo

kettle

말이 한마리 있다.

늑대가 한마리 있다.

대문이 하나 있다.

재킷이 하나 있다.

요요가 하나 있다.

주전자가 하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