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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g•nkWeek 2 Day 2

Embark 5

W2D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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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사는 king, sing, ring, wing을 발음한 후, 공통적으로 들리는 발음을 찾아보게 한다.
② 학생들이 찾아낸 ng 발음을 보드에 크게 적고,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따라 하게 한다.
③ ng 앞에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해 ki(/si/ri/wi)를 쓰고,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연습을 한다.
④ drink, bank, wink, skunk도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⑤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 본다.

TG

글자들을 조합해 읽기 연습을 할 때, ‘나머지 글자
들, ng/nk, 전체 단어’순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며,
차례로 읽어 보게 한다. Ex) ‘ki, ng, king’

Tips

왕 반지

날개노래하다

마시다 윙크하다

스컹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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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3 21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ng와 nk 음가를 구별 한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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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단어그림들의 이름과 보기로 나와 있는 ng와 nk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ng와 nk
를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ng, king’

TG

W2D2

(1) W: /ng/ sing (pause) /ng/ sing
(2) W: /ng/ wing (pause) /ng/ wing
(3) W: /nk/ wink (pause) /nk/ wink
(4) W: /nk/ skunk (pause) /nk/ skunk

s

(1) M: /ng/ king (pause) /ng/ king
(2) M: /nk/ drink (pause) /nk/ drink
(3) M: /nk/ bank (pause) /nk/ bank
(4) M: /ng/ ring (pause) /ng/ ring 

s

sing

wing

wink

sk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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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알맞은 것을 찾아 �표하고, 단어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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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그림을 보며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② 단어 그림 옆에 나와 있는 ng, nk와 그림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단어의 나머지 부분을 차례로 조합해 읽어 보게 한다. Ex) si~nk, si~ng
③ 해당 단어를 나타내는 끝소리에 체크하고, 단어를 완성해 본다.

TG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 함께 말한 후, 단어의 첫소리와 해당 글자를 말해 보게 한다.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한 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ng와 nk 중 해당 단어의 끝소리를 찾아보게 한다.
③ 해당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보여주는 글자들에 동그라미 치고, 천천히 연결해서 읽어 보게 한다. 각 글자들을

발음 할 때, 손가락도 함께 글자들을 짚으며 연결해 갈 수 있게 한다.

TG

�

�

�

�

ng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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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②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에서 ng와 nk를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해보게 한다. 
③ ng와 nk의 앞에 있는 글자들을 발음해 보게 한 후, ng와 nk를 붙여 전체 단어를 발음해 보게 한다. Ex) ‘ri, ring’
④ 단어 그림의 이름과 일치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 번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4명이 한 팀이 되도록 나누고, 각자의 교재를 보며 p. 34에 나온 단어들을 외우게 한다. (게임을 시작한 팀은 교재

를 볼 수 없는 반면, 다른 팀들은 볼 수 있다.)
② 가위, 바위, 보에 따른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한다. 교사는 p. 34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해당 팀원들은 교사가 가리키는

학생 순서대로 단어 내 글자를 하나씩 말해 완성한다.
③ 가장 많은 단어의 철자를 맞춘 팀이 이긴다.

Let’s Play!

정답을 확인 한 후, p. 34의 단어들을 ng로 끝나는 단어 그룹과 nk로 끝나는 단어

그룹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각 그룹에 속한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고, 단어 읽
기 연습을 시킨다.

Tips



8. Let’s ReviewWeek 2 Day 3

Embark 5

W2D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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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시되어 있는 sh, ch, th, wh, ng, nk를 다 함께 발음해 본 후, 그림에 sh나 ch, th, wh로 시작하거나, ng 혹은 nk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지 찾아서 말해 보게 한다.

② 오디오를 통해 소리와 단어를 듣고, 해당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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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sheep, chess, three, whale, ring, skunk)을 함께 읽어 본다.
⑤ 1. sheep  2. chess  3. three  4. whale  5. ring  6. skunk

TG

정답을 찾은 후, 학생들이 배웠던 sh, ch, th, wh, ng, nk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

Tips

1 잘 듣고, 들려주는 단어를 찾아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해당 단어를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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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큰 소리를 따라 읽은 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학습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보고, 해당 단어를 적어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크기의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p. 36 문장들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순서 없이 보드 이곳 저곳에 적는다.

② 보드에 적은 단어들을 학생들과 함께 모두 읽어 본 후, 학생들에게 메모지를 한 장씩 준다.
③ 교사가 p. 3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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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a whale doing?
He is playing chesswith a king.

What is a skunk doing?
He is selling a whip.

What is a sheep doing?
He is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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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3

He is playing with a .

What is a doing?

What is a doing?skunk

sheep

kingchess

24

챈트를 듣고 여러번 따라 불러 본다.TG

① 대화를 하고 있는 캐릭터들과 그림에 나오는 캐릭
터들이 무엇인지 말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을 보며, 그림의 상황을 추측해 보게 한
후, 각 그림의 대화를 보드에 크게 적고, 학생들
이 읽기를 시도해 보게 한다.

③ 보드에 적어 놓은 문장에서 sight word를 동그
라미 친 후, 발음을 따라 읽게 하고 단어의 의미
를 알아본다. sight word를 빈칸에 쓰게 한다.

④ 오디오를 듣고 따라 읽게 한 후, 학생들의 읽어
보기 시도가 어느 정도 맞았는지 다 함께 확인하
며 문장의 의미를 알아본다. 

TG

고래가 무엇을 하고 있니?

스컹크는 무엇을 하고 있니?

그는 채찍을 팔고 있어.

양이 무엇을 하고 있니?

그는 물을 마시고 있어.그는 왕이랑 체스를 하고 있어.



Embark 5 37교사가 영어로 질문을 할 때, 각 단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제스처와 함께 말해 본다.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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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a white whale doing?
He is selling a shell and chain.
What is a sheep doing?
He is throwing a stone.
What is a skunk doing?
He is selling a whip and wheel.
What is a king doing?
He is singing.

2 6

shell, chain whip, wheel

4 8

throw, stone sing

① 교사는 각 그림을 보며, 그림의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어로 물어본다. Ex) What is a sheep doing?
②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하며 해당 문장의 번호를 빈칸에 적는다.

TG

흰 고래는 무엇을 하고 있니?

그는 조개와 사슬을 팔고 있어.

양이 무엇을 하고 있니?

그는 돌을 던지고 있어.

그는 채찍과 바퀴를 팔고 있어.

그는 노래르 하고 있어.

스컹크가 무엇을 하고 있니?

왕은 무엇을 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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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써 본다.활동목표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38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드에 적은 후, 학생들을 2명이 한 팀이 되도록 나누고 메모지를 한 장씩 준다.

② 교사는 보드에 적은 단어들 중 하나를 영어로 설명하거나 몸짓으로 보여준다.
③ 학생들은 교사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해당 단어를 보드에서 찾아 메모지에 적는다.
④ 10초 후에 모든 학생들은 손을 머리에 얹고, 교사는 각 팀에게로 가 메모지에 적힌 단어를 확인한다. 정답일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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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lay!

2 그림을 보고 단어를 써 넣은 뒤, 모양 힌트를 사용하여 아래 퀴즈를 풀어 보세요.

① 단어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하게 하여, 들리는 자음 발음과 해당 글자들을 말하게 한다. 
② 교사는 해당 단어의 글자 수만큼 보드에 밑줄을 그어 빈칸을 만들어 두고, 해당 자음 글자들을 알맞은 빈칸에 적는다. Ex) s h o p
③ 단어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발음하게 하고, 들리는 모음 소리를 학생들이 말하게 한다.
④ 해당 모음을나타내는글자를빈칸에채워넣어단어를완성한후, 다 함께 단어를읽어본다. 주어진 도형 힌트에맞춰영어 Quiz의 단어를완성한다.

⑤ 보드에 적혀 있는 단어들을 지우고, 학생 스스로 각자의 교재에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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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 wink

thick wheel

sing chin

bank thin

ship wing

white chase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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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p•nt•ltWeek 4 Day 2

Embark 5

W4D2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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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mp, nt, lt를 보드에 적고, 발음해 준다. 학생들이 해당 음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할 때까지 연습시킨다.
② 각 단어에서 mp, nt, lt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인 ju, ca, la, sta, te, pla, be, me를 세로로 나란히 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읽어 보게 한다.
③ ju, ca, la, sta, te, pla, be, me 뒤에 다른 색의 마커로 mp, nt, lt 중 적합한 것을 적고, 나머지 부분 발음, 
전체 단어 발음’순으로 읽게 한다.

④ 단어카드와 함께 단어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 이름과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단어를 읽을 때, 손가락으로 선을 긋듯 발음에 따라
각 글자들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Tips

뛰다, 점프하다 전등, 램프

우표, 도장야영하다

천막, 텐트

식물 녹다[녹이다]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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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

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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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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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를 듣기 전, 제시되어 있는 mp, nt, lt를 발음해 보게 한다. TG

②

②

③

③

①

①

④

④

jump

jump

stamp

stamp

plant

plant belt

beltcamp lamp

tent melt

W: stamp, tent, jump, melt s

W: camp, belt, plant,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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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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t, me’, ‘lamp, la’,
‘camp, ca’, ‘tent, te’
② 보기에 제시 되어 있는 글자들의 조합 음가를 발음한 후, 보기에서 각 단어 그림의 첫 두 글자를 찾아, 단어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

TG

① 단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단어 그림 옆 상자 속에 있는 글자들을 차례로 조합하여 연결해 읽어 보게 한다. Ex)
sta~nt, sta~mp, pla~nt, pla~mp

② 해당 단어 그림의 이름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을 동그라미 치며 단어를 읽어 보게 한다.

TG

lt mp

n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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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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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74에 제시된 단어들을 끝소리에 따라 mp 그룹, nt 그룹, lt 그룹으로 나누어 보드에 적는다. 이때, mp, nt,

lt는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한다.
② 그룹별 단어들을 여러 번 읽은 후, 각 단어에서 mp, nt, lt만 남겨둔 채,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지워버린다.
③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운다.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단어를 듣고, 차례로 보드 앞으로 가 mp, nt, 혹은 lt 의 앞에 나머
지 글자들을 써서 들은 단어를 완성한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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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d•ft•skWeek 4 Day 3

Embark 5

W4D3

1 52

① 보드에 nd, ft, sk를 크게 쓰고, 학생들과 함께 발음해 본다.
② 보드에 각 단어에서 nd, ft, sk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인 ha, sa, wi, rou, gi, le,de, ma를 쓴 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때
까지 충분히 읽기 연습을 한다.

③ 나머지 글자들 뒤에 nd, ft, sk를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하여 붙여 적어 본다.
④‘나머지 부분의 발음, nd, ft, sk 발음, 전체 단어 발음’을 차례로 해 본다. Ex) ‘ha, nd, hand’
⑤ 단어카드와 함께 단어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 이름과 철자를 말해 보게 한다.

TG

ft와 sk는 무성음 발음이므로, 발음 시 성대가 울리
지 않도록 한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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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둥근

선물

왼쪽 가면

책상

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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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3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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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를 듣기 전, 단어 그림 카드를 활용해 p. 75에서 배운 단어의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TG

오디오를 듣기 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nd, ft, sk를 발음해 보게 한다. 정답 확인 후, 각 단어의 nd, ft, sk를 발음하고, 해당 단어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Ex) ‘ft, gift’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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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D3

gift maskround hand

(1) M: /ft/ gift (pause) /ft/ gift
(2) M: /nd/ round (pause) /nd/ round
(3) M: /nd/ hand (pause) /nd/ hand 
(4) M: /sk/ mask (pause) /sk/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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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 ft, sk를 발음해 보게 한다. 
②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한 후, 그 옆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Ex) ‘sand, sa’, ‘wind, wi’, ‘desk, de’
③ 각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th와 wh 중 적합한 것을 적게 한다.

TG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보게 한다. Ex) ‘hand, ha, ma, sk, nd’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하고, 단어의 첫소리를 알아본 후, 해당 글자들을 찾아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 읽어 보게 한다. 

TG

nd sand

wind

desk

left

nd

sk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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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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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보드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p. 78에 제시된 nd, ft, sk로 끝나는 단어를 리스트 형태로 적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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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Round 2에서는 ft, Round 3에서는 sk로 끝나는 단어들을 이용해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단어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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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t•lkWeek 4 Day 4

Embark 5

1 55

W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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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사는 nest, fist, vest, west, test, fast를을 발음한 후, 공통적으로 들리는 발음을 찾아보게 한다.
② 학생들이 찾아낸 st 발음을 보드에 크게 적고,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따라 하게 한다.
③ st 앞에 색이 다른 마커를 사용해 ne(/fi/ve/we/te/fa)를 쓰고,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연습을 한다.
④ milk, silk도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⑤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함께 보여주며, 단어 읽기 연습을 해 본다.

TG

글자들을 조합해 읽기 연습을 할 때, ‘나머지 글자
들, st/lk, 전체 단어’순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며,
차례로 읽어 보게 한다. Ex) ‘ne, st, nest’

Tips

둥지 서쪽

주먹 시험

조끼 빠른

우유 비단,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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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6

3 57

W4D4

1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2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들려주는 단어의 이름을 알아본다.활동목표

단어의 이름을 듣고 st와 lk 음가를 구별 한다.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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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westtestfastmilk

(1) W: /lk/ milk (pause) /lk/ milk
(2) W: /st/ fast (pause) /st/ fast
(3) W: /st/ test (pause) /st/ test
(4) W: /st/ west (pause) /st/ west 

s

(1) M: /st/ fist (pause) /st/ fist
(2) M: /lk/ silk (pause) /lk/ silk
(3) M: /st/ vest (pause) /st/ vest
(4) M:/st/ nest (pause) /st/ nest

s



Embark 5 81

①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 함께 말한 후, 단어의 첫소리를 말하게 하고 해당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② 단어 그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한 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st와 lk 중 해당 단어의 끝소리를 찾아 동그라미 치게 한다.
③ 동그라미 친 글자들을 천천히 연결해서 읽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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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보게 한다.
② 단어 그림 옆에 나와 있는 st, lk와 그림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단어의 나머지 부분을 차례로 조합해 읽어 보게 한다. 

Ex) mi~lk, mi~st
③ 해당 단어를 나타내는 끝소리에 체크하고, 단어를 완성해 본다.

TG

�

�

� �

lk st

st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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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써 본다.활동목표

① 단어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해보게 한 후,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에서 st와 lk를 동그라미 치고, 발음해 보게 한다.
② st와 lk의 앞에 있는 글자들을 발음 해 보게 한 후, st와 lk를 붙여 전체 단어를 발음해 보게 한다. Ex) ‘ne, nest’
③ 단어 그림의 이름과 일치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 번 적어 보게 한다.

TG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4명이 한 팀이 되도록 나누고, 각자의 교재를 보며 p. 82에 나온 단어들을 외우게 한다. (게임을 시작한

팀은 교재를 볼 수 없는 반면, 다른 팀들은 볼 수 있다.)
② 가위, 바위, 보에 따른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한다. 교사는 p. 82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하고, 해당 팀원들은 교사가
가리키는 학생 순서대로 단어 내 글자를 하나씩 말해 완성한다.

③ 가장 많은 단어의 철자를 맞춘 팀이 이긴다.

Let’s Play!

3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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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et’s ReviewWeek 4 Day 5

Embark 5

1 58

W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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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시되어 있는 nd, ft, sk, mp, lt, nt, lk, st를 다 함께 발음해 본 후, 그림에서 해당 음가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지 찾아서 말해 보게 한다.
② 오디오를 통해 소리와 단어를 듣고, 해당 그림(wind, gift, mask, lamp, melt, plant, milk, ve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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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본다.
⑤ 1. wind  2. gift  3. mask  4. lamp  5. melt  6. plant  7. milk  8. vest

TG

정답을 찾은 후, 학생들이 배웠던 nd, ft, sk, mp, lt, nt, lk, st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본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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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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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hank you for the vest.

Happy birthday.
Thank you for the belt.

교재 문장을 변형해 볼 수 있도록 한다.Tips

① 대화를 하고 있는 캐릭터들과 그림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무엇인지 말해 보게 한다.
② 각 그림을 보며, 그림의 상황을 추측해 보게 한 후, 각 그림의 대화를 보드에 크게 적고, 학생들이 읽기를 시도해 보게 한다.
③ 보드에 적어 놓은 문장에서 단어를 동그라미 친 후, 발음을 따라 읽게 하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단어를 빈 칸에 쓰게 한다.
④ 오디오를 듣고 따라 읽게 한 후, 학생들의 읽어 보기 시도가 어느 정도 맞았는지 다 함께 확인하며 문장의 의미를 알아본다. 

TG

It’s my birthday.

Thank you for the .

Thank you for the .vest

belt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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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크기의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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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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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메모지의 문장을 확인한다. 정답일 경우
하트를 그려주고, 틀렸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도록 한다.

⑤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 이긴다.

Let’s Play!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조끼 고마워.

벨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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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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각 그림을 보며, 그림의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어로 물어본다. Ex) What do you think the boy says to
his parents?

②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하며 해당 챈트 가사의 번호를 빈칸에 적는다.

TG

It’s my birthday.

Thank you for the belt and tent.

Thank you for the plant and vest.

Thank you for the milk and silk.

Thank you for the desk and mask.

Thank you for the stamp and lamp.

교사가 영어로 질문을 할 때, 각 단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제스처와 함께 말해 본다.Tips

5 6

desk, mask stamp, lamp

3 2

plant, vest belt, tent

내 생일이야.

벨트와 텐트 고마워요.

식물과 조끼 고마워요.

우유와 실크 고마워요.

책상과 가면 고마워요.

우표와 램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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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단어를 써 넣은 뒤, 모양 힌트를 사용하여 아래 퀴즈를 풀어보세요.
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써 본다.활동목표

영어 노트에 단어의 이름을 말하며 철자를 적어 보게 한다.Tips

·준비물: A4 용지를 4등분한 메모지들
·활동방법: ① 교사는 p. 86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드에 적은 후, 학생들을 2명이 한 팀이 되도록 나누고 메모지를 한 장씩 준다.

② 교사는 보드에 적은 단어들 중 하나를 영어로 설명하거나 몸짓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은 교사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해당 단어를 보드에
서 찾아 메모지에 적는다.

③ 교사는 각 팀에게로 가 메모지에 적힌 단어를 확인한다. 정답일 경우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틀렸을 경우에는 정답을 적어준다.

Let’s Play!

campfire

test

nest 

fast

left

melt

camp sand

handjump

round

fist si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