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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 Schedule 

 Week 1 Week 2 Week 3 Week 4 

Objec-

tive 

* 코믹 내용과  

   새로운  마술 트릭  

   예측해 보기 

 

*  새로운 영단어 

배우기 

* 코믹을 읽으며  

새로운 영단어의 

 쓰임을 확인하여 

익히기 

 

* 챈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술의 순서와 

마술영상을 통해 마술 

트릭 익히기 

* 코믹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권 내용을 

   예측해보기 

 

*  챈드와 마술 트릭을    

   학습하며 짝 /그룹별로  

    챈트의 모션 만들어보기  

* 챈트를 통해 익힌  

   마술 트릭  

   짝 /그룹별로     

   발표해 보기 

 

* 발표할 때 지켜야  

   할 메너 배워    

   배우기  

Warm 

 up 

*   인사 및 출석 체크 

Cover Talk 
*   코믹 주인공         

소개하기  

*   인사 및 출석 체크 

Comic Words  

Review 

*   지난 시간 익힌           

  영 단어 복습하기  

*    인사 및 출석 체크 

 

*   지난 시간 익힌                    

  Magic words 와  

  마술 챈트 복습하기  

*  인사 및 출석 체크  

 

 

 

 

Main  

Activity 

    Comic Words Study   

- Activity Book 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 단어 학습하기   

(코믹북 6-11 쪽) 

Magic   Words 

 to Know 

 - Activity Book 을 

 통해 Magic kits 을 

 선보이며 핵심 단어 

 학습하기 

(코믹북  12-21 쪽) 

Comic   Words study  

- Activity Book 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 단어 학습하기  

(코믹북 22- 31 쪽) 

Fun activity 

-  발표 메너 배워보기 

 액티브티북 정리  

및 마무리 학습하기                            

Comic Reading 
-   Comic Book  읽기     

 -  내용 파악하기 

Comic Reading 
- Comic Book  의 

  Magic part 읽으며 

새로운 마술 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Comic Reading 
- Useful Expression  

Comic Reading 
- Useful Expression  

    Magic Chant Study  

 - 마술 챈트 activity 

book 보며 mp3 듣기 

 

-  Chant 영상 보기 

Magic Chant Study  

-  Chant 영상 보기 

 

 - Magic Key  

   Words & Expression     

  익히기 

 

- 코믹과 챈트 카트를 

 통해 마술 트릭 익히기 

 

- 짝 /그룹을 나누어  

챈트 율동 만들기. 

Comic Reading 

Comprehension  

코믹 내용 정리  

및 확인 하기  

Presentation  

“Show & Tell”  Time. 

짝/그룹별로  

발표 시간 나누기                    

Think & Talk 

Activity Book 을 

활용하여 다음 코믹내용 

예측해보기 

Self Word Study 

배운 영 단어 복습하기                             

Self Word Study 

    배운새 영단어 복습하기 

Activity 

Book 
p 2~5/ p20-21 p 6 ~9  p 10~13 / p22-24 p 14~16 

Wrap up 

Teacher’s special 

Magic show I 

강사 마술 (1) 

Chant! Chant!  

Comic 

Quiz Time  

(O.X 퀴즈 시간) 

Teacher’s special 

Magic show II 

강사 마술 (2) 

숙제 :                        

가족들 앞에서 

멋지게 챈트를 부르며  

마술 선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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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Objectives  

레벨 2 시리즈  1 
 

Content 

Objective  

- 마술을 통해 영어학습의 재미/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다양한 에피소드로 구성된 흥미진진한 코믹 이야기와 다양한 마술을 배울 수 있다. 

- 자신감 넘치게 마술 트릭과 영어챈트를 동시에 부르며 발표할 수 있다. 

- 발표력 향상 및 발표 메너를 배울 수 있다.                                                                                                                                                                                                                                                                                                                                              

Language  

Objective 
♣ Words Study  

Eastern Town / Hero /farmer/ Devil/teacher/ father/ 

son/daughter/rabbit/friend/carry/fight/love/look for/beautiful/hurt 

♣ Useful Expressions  

   I will carry it for you. 제가 들어 드릴께요. (p8) 

   I was looking for you. 찾고 있었어. (p12) 

   Can she really read its mind?  그녀는 정말로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거야?(p15) 

   Do you like Benny? 너 베니 좋아하지?  (p27) 

   We were good friends. 우린 좋은 친구였어. (p28) 

Period Procedure 

PROCEDURES DURATION 

Warm up 

1. 인사 및 수업 안내 

10 mins 

 2. 코믹 이야기 예측 / 복습하기  

Lesson  

Activity 

1. 새로운 영어 단어 익히기  20 mins 

2. Word Study Activity 20 mins 

3. Comic Book - 내용 파악하고 Useful Expression  익히기 10 mins 

 4. Magic Chant 부르며 익히기  10 mins 

5. 배운 영단어 익히기 (개별 학습 활동)  20 mins 

Wrap up 

1.  강사 마술 보여주기  / 매직 챈트와 함께 구성된 영상 보기 5 mins 

2. 다음 수업 알림과 마무리 5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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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수업 

목표 

*   코믹 내용과 새로운 마술 트릭 예측해 보기 

*  새로운 영 단어 배우기 

Warm up  
소요 

시간 
10분 

수업  

내용 

▶    인사 및 출석 체크 

▶    코믹 북 겉 표지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보며 주인공의 성격과 만화 내용 예측해 보기   

▶   캐릭터 페이지를 보며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 해 주기 

Warm 

up 

    Cover Talk  (2-1 Comic Book)  

  

   코믹 북 겉 표지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보며 주인공의 성격과 만화  

   내용 예측해 보기 

   -  무엇이 보이나요? 

   -  책 제목을 보고 주인공들의 이름을 이야기 해 보기. 

   -  좌충우돌의 뜻이 뭘까요?  

   -  비밀 탐정 아틴과 베니는 어떤 탐험을 할 것 같아요? 

 

Lesson  

TIP 

 

◈  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Brainstorming 해보며 내용을 예측해 보기 

      -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  연령 때가 올라갈 수록 선생님들의 리드가 중요 하다.  

         단답형이 아닌 다양한 생각으로 내용을  상상해보며 내용을 예측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아이들과의 호흡이 중요하며 다양한 교실 영어 회화 학습으로 수업의 시작 이끌기 

      - 인사말, 날씨, 기분, 요일, 교실 규칙 등 일상생활화 된 기본 문장으로 Daily Talk 확장해보기    

       - 아이들과 함께 호흡 맞출 나만의 인사 법부터 만들어 보자!  

  

◈   다양한 교실 영어 회화 학습 확장하기  

      - 날씨, 기분, 요일, 교실 규칙 등 일상 생활화 된 기본 문장으로  

         Daily Talk 학습 이끌기. 

(1) How’s the weather ? 

(2) What day is it today? 

유치원 때부터 친숙하게 묻고 답하던 질문이다.  

활용하지 않은 쉽게 잊혀 지기도 하므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해 주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단, 그림보다는 단어 글자 카드를 활용하여 보여주며 요일/ 날씨 단어들을 인식하여 익힐 수 이끌어 

주기.  

또한, 상황에 따라 노래를 활용하여 분위기 조성을 해 주며  수업을 이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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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tivity                                                                                                                                                                
Activity 

Book 

p 2~5/  

p20-21 

Activity  

1 

◈ Comic Word Study 

▶  Comic Book 의 Word Study 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울 단어를 함께  

     읽어 본다 

▶    단어 게임을 통해 단어 인식 시켜주기   

▶  Acitivity Book 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 단어 학습하기                                                                                                         

     *  큰소리를 읽으며 따라 써 보기  

     *  문제 풀이를 통해 확인 학습하기 

소요 

시간 
40분 

  

Material 

◈ 마술 모자 만들어 단어게임으로 활용해 단어 익히기!  

1.  모자에 펠트지를 글루건을 활용하여 붙이고 중간을 칼집을 내어 뚫어 

준다. Magic box/ Guessing box 과 활용도는 같다. 

2.  오늘 배울 단어들을 모자에 넣으며 소개한다.  

3.   모자에 넣은 단어들을 Magic Chant 에 맞춰 옆 사람에게 돌린다.  

4.   챈트 음악이 멈췄을 때 모자에서 단어 한 장을 꺼내 단어 맞추기.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2-3) 

  단어를 쓸 때 글씨를 예쁘게 쓰도록 지도 해 준다. 

- 아이들의 철자 외우는 능력 및 글씨 쓰기를 확인해 본다 

알파벳은 인지하고 음가를 익힌 상태인지 또는 알파벳부터  지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 두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학습을 진행 한다.  

    

이를 통해, (A) 학습 형태인 단어 학습에 취중 해야 하는지 또는 (B) 학습 

중심의 철자 음가를 활용하여 단어 인지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수업을 파악해야 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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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2 

◈ Comic Word Study 

▶ Comic Book 스토리  읽기 

     - 생각했던 내용과 흥미롭게 비교해 보며 코믹북  읽기. 

      ( 코믹북 6~11쪽까지 읽기) 

소요 시간:  

20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4) 

 

▶ 코믹 내용 파악하기                                                                          

 -   Comic Reading Comprehension                                                                                                                                                                                  

   -  Comic book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기.  

   -  핵심 단어들을 확인 학습 및 문장 속 위치와 쓰임 확인하기.  

 

 

Activity  

3 

◈ Magic Chant Study  

▶ 마술 챈트 학습하기  

   - Magic kits 를 보여주며 챈트를 듣는다.  

   - 어떠한 마술인지 예측해 본다.   

   -  영상을 통해 마술 내용 확인 해 본다. 

10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5) 

 

▶ 챈트 학습하기  

    -  p17의 그림을 잘라 오려 붙인다.                                               

    - 구절 반복으로 아이들과 함께 리듬에 맞춰 따라 불러 보도록 한다. 

 

Activity  

4  

  ◈ Self Word Study 

▶ 배운 영 단어 복습하며 외우기 (Activity book p20-21)                                                                                

-  만화를 통해 배운 단어들을 익혀보자!  

20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20-21) 

* 단어를 스스로 외우는 학습을 도모하는 단어 학습장. 

* 한 단어씩 연습하고 스스로 보지 않고 마지막 단어를 써보며 

답을 체크하는 형식이므로 아이들에게 학습 안내를  잘 

해주어야 한다 

(충분히 방법을 터득했을 때 외워 쓰는 시간을 주어진 후 바로 

쪽지 시험을 보며 단어 익히는 방법을 정확히 전달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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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TIP 

◈ 링 / 봉투를 만들어 아이들 flash cards 정리 해주기   

    ( 학습을 몇 회 한 뒤 학습한 부분만 집으로 보내 복습 해 오도록 하기 ) 

◈ 어휘 확장을 통해 만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Wrap 

up 

▶   강사 마술 (1) 을 보여주기  

▶   다음 수업 알림과 마무리 
10분 

Material 

▶   Homepage 활용 하여 강사 마술    < www.englishmagic.or.kr > 

   - 선생님들께서 교육 받은 마술 수업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마술에 대한 흥미와 수업의 즐거움을   

     북돋아 준다.  

 

 

 

 

 

 

 

Week 2 

수업 

목표 

*  코믹을 읽으며 새로운  영단어의 쓰임을 확인하여  익히기
 

* 챈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술의 순서와 마술영상을 통해 마술 트릭 익히기 

Warm up  
소요 

시간 
10분 

수업  

내용 

▶   인사 및 출석 체크 

▶ 지난 시간 익힌 영 단어  복습하기  

   - 지난 시간 학습한 영 단어 flash cards 를 활용하여 스피드 있게 확인 학습을 진행한다.  

    (카드를 빠르게 넘기며 2번 따라 읽고 마지막 한번은 학생들이 맞춰 대답해 보도록 하기)  

Lesson  

TIP 

◈  Teacher’s flashcards 를 다양하게 만들어 복습 및 활동수업으로 쓰면 좋다.  

     * google.com 이미지에서 line drawing / clip art 로 검색하면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찾을 수 있다.  

Main  Activity                                                                                                                                                                
Activity 

Book 
p 6 ~9 

Activity  

1 

◈ Magic Words to Know 

▶  Activitybook을 통해 magic kits 를 선보이며 핵심  단어   

     학습하기 

소요 

시간 
30분 

*  Word Study Game: 

        1) 핵심 단어들을 flash card를 활용하여 소개 한다. 

http://www.englishmagic.or.kr/
http://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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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한 단어들을 한 명에 1~2 단어씩 나누어 준다.  

        3)  Magic 챈트를 듣고 해당 되는 단어가 나올 때 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  

           < TPR 활동 게임을 진행할 때는 재미 요소를 덧붙여 방구방석에 단어를 붙여 해당되는  

             단어에 앉는 게임을 진행해도 좋다.> 

Material 

&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7) 

      - 문제 풀이를 통해 확인 학습하기  

      - 알맞은 그림에 단어와 뜻을 찾아 써 보기 

 

◈                                                   + 찍찍이 (보들이)  

  

Activity  

2 

  ◈ Comic Reading 

▶ Comic Book 읽기 및 Useful Expression 익히기 

 

-  읽는 도중 영단어가 나올 때 아이들이 읽어 주는 방법으로 주위 집중을    

      시켜 함께 참여하여 Comic Book 을 읽도록 한다.        

- 핵심 단어 및 문장을 집어 주며 읽고  익히기                                                                                                                                                                 

10분 

Activity  

3 

◈ Magic Chant Study 

▶  마술사 영상 보기  - www.englishmagic.or.kr                                                                                        

                        Video Clip: ‘Magic Chant ‘ (2-1) 

▶ Magic kits를 활용해 보며 배운 단어와 표현법을 복습해 본다. 

20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8-9) 

- 구절 반복으로 아이들과 함께 리듬에 맞춰 따라  

     불러 보도록 한다. 

   -  마술 쇼의 순서를 익혀본다 (p8) 

   - 핵심 단어들을 확인하며 따라 써 보도록 한다. (p9) 

  

Activity  

4  
▶   짝 /그룹을 나누어 챈트 율동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20분 

http://www.englishmag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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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up 

▶ 학습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기억하는지 (O.X Quiz) 확인 학습 진행 하기 

     1. 아틴과 베니는 Eastern Town 인 남쪽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x) 

     2. 베니는 마왕의 아들이다. (x) 

     3. 베니는 마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0) 

     4. 아틴의 아빠는 현재 선생님이시다. (x) 

     5. 아틴과 베니는 현재 사이 좋은 친구 이다. (x)   

     

     * 아이들에게 질문 해보기 

      1. 베니는 어떤 아이인가? 

       2. 아틴은 베니에게 어떠한 친구인가? 

▶  마술사 영상과 함께 챈트를 부르기 

10분 

Activity 

 & 

Material 

▶   O.X Quiz Game 

   - 게임 진행 방법:  

      (1) 교실의 책상을 두 줄로 한 후  한쪽은 O 팀 다른 한 쪽은  X 팀으로 나눈다  

      (2) 선생님 질문에  알맞게 맞다 생각하면  O 팀/틀리다 생각하면   X 팀으로 이동하여 앉는다 

      (3)  답을 맞추지 못한 친구들은 교실 뒤편으로 이동하며  

      (4)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  개별  O X 막대 / 그룹 이동 / ppt 로 질문지 만들어 재미있는 시간 보내며 내용 정리한다. 

*  이동 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진행이 어려울 시 책상 없이 진행을 하거나 간단히 질문 형식으로 수업 마무리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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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3 

수업 

목표 

* 코믹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권 내용을 예측해보기 

* 챈드와 마술 트릭을 학습하며 짝 /그룹별로 챈트의 모션 만들어보기  

Warm up  
소요 

시간 
10분 

수업  

내용 

▶   인사 및 출석 체크 

▶   지난 시간 익힌 magic words 복습하기  

   - 지난 시간 학습한 영 단어 flash cards 를 활용하여 스피드 있게 확인 학습을 진행한다.  

    (카드를 빠르게 넘기며 2번 따라 읽고 마지막 한번은 학생들이 맞춰 대답해 보도록 한다)  

Lesson  

Tip 

   ◈ Using Comic & Magic chant flash card   

      * 플레쉬 카드 활용법: 

         1) 새로운 단어 도입 할 때 메직 박스나 메직 백에서 꺼내어 보여주기  

         2) 수업 시작 시 지난 수업 확인 학습으로 넘기면서 같이 따라 읽기 

         3) 뜻과 단어 /그림과 단어 / 같은 단어 찾기 등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게일 즐기기!   

Main  Activity                                                                                                                                                                Activity Book p 10-13/ p22-24 

Activity  

1 

◈  Comic Word Study 

▶ Activity Book 을 통해 magic  kits 를 선보이며  

      핵심 단어 학습하기    

소요 

시간 
30분 

        *  코믹북의  새로운 단어들을 큰소리를 따라 읽으며 익혀보기 

 

        *  Word Study Game 

          메모리 게임으로 단어 인지에 더욱 재미있게 도모하기. 

          1. 익힌 단어들을 하나씩 읽으며 하나씩 숨긴다. 

               (미리 숨겨두어도 좋다) 

          2.  처음은 순서대로 어떠한 단어가 숨겨져 있는지 묻는다.  

          3. 전체 단어 중 색 이름을 대며 단어 인지 학습 확인을 통한 메모리 게임을 진행한다.  

          4. 조금 더 활동적인 게임으로 진행하고 자 한다면 두 팀으로 나누어 선생님의 지시에 맞춰  

             단어 찾기 게임을 진행한다. 먼저 찾는 사람이 승! 

           ( 다양한 게임 보드 및 활동  중심의 게임을 준비하여 수업을 더욱 알차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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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10-11) 

▶  단어 따라 쓰며 익히기      - True / False 질문에 

알맞게 답을 찾아 쓰고  

       (False) 틀린 답일 경우 올바른 답으로 고쳐 써 본다. 

  

Activity  

2 

 ◈  Comic Reading 

▶ Useful Expression 함께 익혀 보기  

    (Comic Book 32 쪽의 문장들을 읽으며 몇쪽에 나왔던 내용인지 찾아 보기) 

10분 

Activity  

3 

◈  Comic Reading Comprehension  

 

▶  Key words and expression: 

  -  챈트를 통하여 핵심 단어와 문장을 익혀보자. 

   - 짝 /그룹을 나누어 챈트 율동을 만들어 발표해 본다. 

25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12-13)  

 

▶  Comic Book 내용 파악 및 배운 어휘 확인 학습으로 

다음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 찾기 학습과  Comic 

Book 의 마술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알맞게 답해 본다. 

  

Activity  

4  

◈  Self Word Study  

▶ 배운  영 단어 복습하기                                                                                              

-  단어를 스스로 외우는 학습을 도모하는 단어 학습장. 

15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22-23) 

  - 쓰면서 외우는 시간을 정해준다 

  - 수업을 마무리 하기 전 쪽지 시험을 보며 개별적인 실력 확인 후  

    개별적 지도 해준다. 

  ◈ Think & Talk   -  Activity book (p24) 

스토리의 마무리를 상상하며 내용을 이어 글 또는 그림으로 전개해  

 본다. 재미난 코믹 스토리로 만들어 주어도 좋다.  

 서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Wrap up 

▶   개별적 마술 도구 들고  챈트 함께 부르기 

▶   강사 마술 (2) 을 보여주기  

▶   다음 수업 알림과 마무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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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4 

수업 

목표 

* 챈트를 통해 익힌
 
마술 트릭 짝 /그룹별로 발표해 보기 

* 발표할 때 지켜야 할  메너 숙지하여 배우기 

Warm up  
소요 

시간 
10분 

수업  

내용 

▶   인사 및 출석 체크 

▶   오늘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주기  

    < 아이들의 인원 수에 맞춰 개인/ 짝/ 그룹 별로 나누어 presentation 진행하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짝/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음> 

▶ 챈트 부르기 

Main  Activity                                                                                                                                                                
Activity 

Book 
p 14~16 

Activity  

1 

 ◈  Manner for Magicians   

▶ 발표할 때 magician 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audience 로 써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배우기  

소요 

시간 
10분 

Activity  

Book 

◈  Activity Book  (p14-16) 

 

    - Fun Activity (p14-15)  

       짝과 함께 배운 어휘들을 복습하며 풀어보기  

   -  Presentation (p16)  

      발표에 앞서 어떠한 마술을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챈트와 함께  발표해 보기 

 

    -   짝/ 그룹별로 연습 시간 주기 

30분 

Lesson  

Tip  

◈ Activity Book  (p14-16) 

 

    -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시 선생님과 함께  

       전체로 같이 풀어보기.  

    - 짝/ 그룹 별 학습을 진행하여 주도적 및 경쟁심 도모 하기.  

    - 더불어, 첫 발표에 앞서 개인 발표 보다는 짝 /그룹별로     

      진행하며 흥미와 자신감 상승 시켜 주기.  

Activity  

3 

◈  Preseantation 

 

▶   짝 /그룹별로 발표 시간 나누기                                                                        

Presentation “Show & Tell”  Time. 

    <배운 마술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이다> 

   - 율동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하기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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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TIP 

학습 마무리 : 

아이들의 발표에 있어 작은 상장을 준비하여 마무리 한 책과 함께 보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이들의 발표 사진을 붙여주고 다 학습한 교재에 확인 싸인 또는 도장을 찍어 보내주는 것이 좋다.                          

단! 배운 내용 위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치지는 말 것!!!                               

▶  발표 수업에 진행 할 때 동영상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 또는 잉글리쉬 매직 홈페이지에 올려 주는 것도 

좋으며 상황이 어렵다면 한 달간 익힌 마술 챈트를 가정에서 찍어 홈페이지에 올린 후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드려도 좋다. 

Wrap up 

▶   학습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학습 알려주기 

▶   숙제: 배우고 발표했던 매직 챈트 가족에게 보여주기 

                   배우고 익힌 마술 chant 동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기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