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한국어 
ESL at Home K-2 학년 5-6 주 

공책을 이용해서 매일 요일에 맞게 과제를 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장 좋아하는 책 또는 
영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혹시 주인공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집 안에 있는 음식을 
살펴보고 재미난 점심 
메뉴를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예: Cheez-it 과 시럽 
샌드위치 그리고 참치 
쥬스.  

다음 단어들을 통해 동물들 
이름을 만들어보세요.  
caro 
rwmo 
cnaotu 
rumle 

여러분 가족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그려보거나 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수퍼히로를 
만들어보세요. 수퍼히로 
옷과 수퍼파워를 그리고 
분류해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박스나 책을 이용해서 
경사로 (램프)를 
만들어보세요.  
 
그 경사로를 통해 굴러내려 
갈 수 있는 5 가지 물건을 
찾아 적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집들과 도로의 지도를 그려 
표시하세요. 

동네를 산책하며 보는 
집들과 창문들의 수를 
세어보세요.  

집에 있는 신발의 수를 
세어보세요.  
누가 가장 많은 신발을 
갖고 있나요?  
누가 가장 적은 신발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면 말과 악어등 두 
동물을 선택하세요. 
 
두 동물을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ESL at Home K-2 학년 7-8 주 

공책을 이용해서 매일 요일에 맞게 과제를 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책, 잡지, 또는 신문기사를 
선택해서 이 
단어들”The ,a, or an, 
Is ”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 수를 세어 
적어보세요.  
The 
a or an 
Is 

집에서 여러가지 모양을 
찾아 5 가지씩 적어보세요.  
   
원형 Circle 
정사각형 Square 
직사각형 Rectangle 
삼각형 Triangle 

이 공룡의 이름으로 몇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나요?  
 
triceratops 

집에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5 가지의 물건을 찾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난감 
두개가 텅 빈 여러분의 
학교에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장난감들의 모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보세요.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집에 있는 물건을 숨기고 
보물지도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찾아보라고 
하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 
보라색 물건을 4 개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 
주황색 물건을 4 개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 
초록색 물건을 4 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동물원을 
운영한다면, 어떤 동물을 
동물원에 둘 지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을 그리고 
동물 이름을 적어보세요. 
  

집에 있는 비누, 샴푸, 
그리고 로션을 키 순서대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을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컵 안에 비누를 조금 넣어 
물을 채워보세요. 
몇 분이 지나야 
비누방울들이 사라지는지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ESL at Home 3-5 학년 5-6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장 좋아하는 책 또는 
영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혹시 주인공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집에 있는 음식을 살펴보고 
만들 수 있는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상상 속의 메뉴와 
가격을 적어보세요.  
예: 프렛즐과 참치를 
곁들인 젤리 샌드위치 
$4.67 
초콜렛 칩 스크램블드 
계란과 살사소스 
아이스크림 $5.99 

이 공룡의 이름으로 몇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나요?  
 
triceratops 

집에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5 가지의 물건을 찾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수퍼히로를 
만들어 수퍼히로 옷과 
수퍼파워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류해보세요.   
 
그리고  수퍼히로가 
누군가를 구한 것을 
적어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박스나 책을 이용해서 
경사로 (램프)를 
만들어보세요. 그 경사로를 
통해 굴러내려 갈 수 있는 
5 가지 물건을 찾아 
적어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멀리 
굴러내려 가나요? 
어떤 것이 가장 적게 
굴러내려 가나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동네를 도면으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 거리, 
상점들의 지도를 그리고 
표시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웃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웃으로 
이사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노래 하나를  듣고 가사가 
표현하는 직유법 (like or 
as)을 듣고 적어보세요. 
Ex: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예를 들면 말과 악어등 두 
동물을 선택하세요. 
 
두 동물을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해서 
그림을 나타내고 그 동물의 
서식지, 포식자와 먹이를 
적으세요. 
 

 

 

 

 

 

 

 



ESL at Home 3-5 학년 7-8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책, 잡지, 또는 신문기사 한 
면을 선택해서 A 또는 T 로 
시작되는 단어가 몇 개인지 
수를 세어 적어보세요 
 

집에서 여러가지 모양을 
찾아 5 가지씩 적어보세요.   
  
마름모 Rhombus 
부등변 삼각형 Trapezoid 
정삼각형 Equilateral  
삼각형 Triangle 

이 단어로 몇개의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나요?  
 
educational 

집에 있는 물건 중 고체로 
구성된  물건을 찾아 5 개를 
적어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액체로 
구성된  물건을 찾아 5 개를 
적어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기체로 
구성된  물건을 찾아 5 개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두명이 텅 
빈 여러분의 학교에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친구들의 모험을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집에 있는 물건을 숨기고 
보물지도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찾아보라고 
하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자석성분을 갖고 있는  
물건 4 개를 찾아 적으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혼합물 
4 개를  찾아 적으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투명한  
것  4 개를 찾아 적으세요. 
 

여러분이 동물원을 
운영한다고 상상하며, 
여러분의 동물원을 위한 
광고를 만들어보세요. 
  

집에 있는 비누, 샴푸, 
그리고 로션을 키 순서대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을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컵 안에 비누를 조금 넣어 
물을 채워보세요. 
몇 분이 지나야 
비누방울들이 사라지는지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ESL at Home 6-8 학년 5-6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장 좋아하는 책 또는 
영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혹시 주인공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집에 있는 음식을 살펴보고 
만들 수 있는 점심 메뉴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상상 
속의 메뉴와 가격을 
적어보세요.  
 
예: 프렛즐과 참치를 
곁들인 젤리 샌드위치 
$4.67 
초콜렛 칩 스크램블드 
계란과 살사소스 
아이스크림 $5.99 

다음 단어들을 통해 동물들 
이름을 만들고 그림으로 
동물을 표현해 보세요.  
caro 
rwmo 
cnaotu 
rumle 
 
 

집에 있는 건강한 음식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t-
chart 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수퍼히로를 
만들어 수퍼히로 옷과 
수퍼파워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류해보세요. 
   
그리고  수퍼히로가 
누군가를 구한 것을 
적어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박스나 책을 이용해서 
경사로 (램프)를 
만들어보세요. 그 경사로를 
통해 굴러내려 갈 수 있는 
5 가지 물건을 찾아 
적어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멀리 
굴러내려 가나요? 
어떤 것이 가장 짧게 
굴러내려 가나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동네를 도면으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 거리, 
상점들의 지도를 그리고 
표시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웃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웃으로 
이사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노래 하나를  듣고 가사가 
표현하는 직유법 (like or 
as)을 듣고 적어보세요. 
 
Ex: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예를 들면 말과 악어등 두 
동물을 선택하세요. 
 
두 동물을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해서 그 
동물의 모습과 생태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글로 
표현해 보세요.  
 

 

 

 

 

 

 



ESL at Home 6-8 학년 7-8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책, 잡지, 또는 신문기사 한 
면을 선택해서 M, R, 로 
시작되는 단어가 몇 개인지 
수를 세어 적어보세요 
M 
R 
E 

집에서 여러가지 모양을 
찾아 5 가지씩 적어보세요.   
 
육각형 Hexagon 
부등변 삼각형 Trapezoid 
이등변 삼각형 Equilateral 

이 단어로 몇개의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나요?  
 
educational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5 가지 적으세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5 가지 적으세요. 
 

여러분의 친구 두명이 텅 
빈 여러분의 학교에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친구들의 모험을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집에 있는 물건을 숨기고 
보물지도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찾아보라고 
하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투명한  
것  4 개를 찾아 적으세요. 
 
집에 있는 물건 중 
불투명한  것  4 개를 찾아 
적으세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면 어떤 음식을 
제공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메뉴 및 가격도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웃에 초식 동물, 
육식 동물과 잡식 동물을 
찾아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3 개의 컵에 각각 비누를 
넣고 다른 양의 물을 
채우고 어떤 컵에 비누방울 
가장 먼저 사라지는지 
시간을 기록하세요.  

 

 

 

 

Eun Jung Kim, ESL Teacher in East Orange, NJ eunjung.kim@eastorange.k12.nj.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