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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영어성경학교, 이하 젭스(JEBS, Jungchul English Bible School)

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령충만, 

영어능통하여 땅끝복음 전하는 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젭스는 “젭스영어교회학교”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약 7000여 교회에 보급해왔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영어에 힘겨워 하

던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영어로 복음을 외치며 영어에 자신을 얻

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인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2 정철영어교회학교 도입제안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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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제안서

젭스영어교회학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철은 50년 전통의 영어교육전문기업입
니다. 정철연구소의 교육노하우가 집약된 
총 8개의 특허를 보유한 정철교수법으로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선생, 배우는 학생 모두 복음을 영
어로 외치며 전도자가 되어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아이들을 보냈던 
불신자 부모들도 아이의 변화에 이끌려 
교회에 오게 되고,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어학습서가 아닌 복음의 핵심을 
담은 성경적 영어 콘텐츠입니다. 
이를 반복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통해 복음의 핵심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 세계관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현재 전국 7천여 교회에 젭스영어교회

학교가 보급되었고, 총 1만 2천 여명의 
수료 교사들이 주일마다 전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주일학교를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철 콘텐츠
전도•선교의 도구

성경적 영어 콘텐츠 

주일학교 성장의 신무기

01
03

02

04

2022 정철영어교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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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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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유치부 커리큘럼 [ Hello Father! , Hello Jesus! ]
	 유치부소개 
	 교재구성 
	 교사대학비용 
	 핵심특징

초등부 커리큘럼 [ Who Made the World? 시리즈] 

영어 성경 통째 암송 시리즈
영어로 복음전하기

	 초등부소개 
	 교재구성 
	 교사대학비용 
	 핵심특징

05 젭스플 소개

*마지막 페이지에 상담문의 & 수업용자료/발표영상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성인 커리큘럼

온라인 교사대학 소개



5

젭스영어
교회학교
커리큘럼

cu
lu

m
cu

rri-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성인

노래,율동,활동 학습으로 배우는 흥미진진한 
구약의 6가지 스토리와 신약의 8가지 스토리

Who made the world? 

야고보서 영어로 통째암송 

요나서 영어로 통째암송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요한일서 영어로 통째암송 
Hello Father!, Hello Jesus

Jesus Story 

영어로 복음전하기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암송

4복음서를 토대로 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기적 등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
화의 주역으로 성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의 원리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을 통째 암송하며 영어가 터졌어요"
수많은 간증들로 검증된 최고의 영어 교재!

천지 창조의 놀라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배우면서 
성경 지식과 영어 실력 상승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는 야고보서를 통째로 암송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과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배워보는 요나서!

각 성경의 황금 구절들만 모아서 암송해보는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하나님과 사귐을 배우는 요한일서를 통째로 암송!
유치부 (2년) 초등부 1단계 (1년)

영어 성경 통째 암송 

영어로 복음전하기

(4개월~3년)

(5년)

초등부 2단계 (2년)

도입제안서

전체보기

2022 정철영어교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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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커리큘럼/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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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

유치부 

Hello, Father! 

Hello, Jesus!

1 3 
2 4

모든 족속에게 자신 있게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
는 기초를 다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고 하
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양성합니다.

Hello, Jesus! 는 신약의 8가지 사건들을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 [사탄을 이기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린이들이 알아가는 동시에 일상의 

유용한 표현을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정철은 50년 전통의 영어교육전문기업입니다. 
정철연구소의 교육노하우가 집약된 총 8개의 특허
를 보유한 정철교수법으로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Hello, Father! 는 구약의 6가지 사건들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린이들이 알아가는 동시에 일

상의 유용한 표현을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Series

커리큘럼소개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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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 본교재 2권 (Part 1,2)

- 워크북 1권

- 스토리북 1권

- 애니메이션 DVD / 노래CD / 학습용 CD

- My Treasure Book (달란트통장)

판매가 75,000/1년
(*교사 코스 구매 시에만 드리는 교재 20% 할인 혜택!)

- 교재 1세트 당 젭스플 학생 아이디 1개 사용 가능

- 본교재 2권 (Part 1,2)

- 워크북 1권

- 스토리북 1권

- 애니메이션 DVD / 노래CD / 학습용 CD

- My Treasure Book (달란트통장)

판매가 75,000/1년
(*교사 코스 구매 시에만 드리는 교재 20% 할인 혜택!)

- 교재 1세트 당 젭스플 학생 아이디 1개 사용 가능

Hello, Father!

Hello, Jesus!

+

+

젭스플 제공

젭스플 제공

교재구성

Series

구성

구성

Hello, Father! 

Hello, Jesus!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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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교사대학비용 교사코스(1년)

(*교재 별도 구매)

= 170,000원
Series

Hello, Father! 

Hello, Jesus!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

온라인 교육과정 + 온라인 서비스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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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징 Hello, Father!
Hello, Jesus!

Stress & Rhythm (강세와 박
자)에 맞춰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억지로 외우는 암송이 아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복습하
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저절로 
암송이 되게 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기억증
진 학습법으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표현해보며 단어의 
뜻과 문장을 습득합니다.

애니메이션 대사의 대부분을 
어린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3박자 
문장들로 구성하여 영어를 보
다 쉽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그날의 표현을 말하는 동시에 kinetic 
memory를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Act out, 아이들이 신나는 게임으로 그
날 배운 문장이나 단어를 자연스럽게 복
습하는 Play Time, 단어를 써 보면서 손
의 협응력까지 키워주는 Dot Dot Dot과 
Words, 창의적인 그리기와 만들기 활동
이 가득한 Fun Task 등의 다양한 코너가 
3~5분 단위로 나뉘어 있어 집중하기 힘든 
유치부 나이대의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
하는데 최적화하였습니다.

Puzzle을 하는 동안 문장이 자연스럽
게 기억이 되어 Puzzle이 끝나면 원
래 알고 있는 문장처럼 습득이 되도
록 하였습니다. 특히 Hello, Jesus! 에
서는 퍼즐이 끝나면 자동으로 애니메
이션이 한 번 재생되며, 이로써 들었
던 문장들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자연
스럽게 녹아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
였습니다. 

신개념 영어 원리 적용 3박자 문장 구성 잠재의식 학습법 다양한 activities기억 증진법
(Kinetic Memory) 적용

반복적 분습법
(Repetitive Part Method) 적용

01 02 03 04 05 06

1 2 3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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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커리큘럼/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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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Who made

the world?

&

Jesus story

Series

커리큘럼소개 1 3
2 4

모든 족속에게 약 30분간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
는 실력을 갖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고 하
나님과 동행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길러냅니다.

Jesus Story는 Who made the world?를 통해 복

음의 핵심을 배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성장하
도록 합니다.

주일 학교의 부흥과 전도, 선교의 도구로 쓰여져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Who made the world? 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구속 사역, 영
접 기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
야 할 삶의 모습 등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의 아이들이 영어로 완벽하게 익히도록 합니다.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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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교재구성

- Main Book 8권

- 기도북 1권

- 찬양북 1권

- 찬양&교재 음원 MP3 파일 제공

판매가 96,000 / 1년
(*교사 코스 구매 시에만 드리는 교재 20% 할인 혜택!)

- 교재 1세트 당 젭스플 학생 아이디 1개 사용 가능

초등부1단계 구성

Who made

the world?

&

Jesus story

Series

Who made the world?

+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

젭스플 제공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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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교재구성 - Main Book (4 권)

- Mini Book(4 권)

- 보드게임 4개

판매가 84,000원 (1년)
(*교사 코스 구매 시에만 드리는 교재 20% 할인 혜택!)

- 교재 1세트 당 젭스플 학생 아이디 1개 사용 가능

- Main Book (4 권) 

- Mini Book(4 권)

- 보드게임 4개

판매가 84,000원 (1년)
(*교사 코스 구매 시에만 드리는 교재 20% 할인 혜택!)

- 교재 1세트 당 젭스플 학생 아이디 1개 사용 가능

초등부2단계

+

+

구성

Who made

the world?

&

Jesus story

Series

Jesus Story vol.1

Jesus Story vol.2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

젭스플 제공

젭스플 제공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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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Series

교사대학비용

Who made

the world?

&

Jesus story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

교사코스(1년)

(*교재 별도 구매)

= 261,200원온라인 교육과정 + 온라인 서비스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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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징 Who made the world?
& Jesus Story

“영어 문장은 6가지 청크가 
궁금한 순서로 박자 맞춰 
흐른다”는 원리에 따라 Stress 
& Rhythm (강세와 박자)에 맞
춰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39개의 Lesson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스토리를 영어로 완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억지로 외우는 암송이 아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복습하
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저절로 
암송이 되게 합니다.

애니메이션 대사의 대부분을 
어린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3박자 
문장들로 구성하여 영어를 
보다 쉽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개념 영어 원리 적용
문답식 교수법

(Q/A Teaching Method) 
및 삽화기억술 적용

반복적 분습법(Repetitive 
Part Method) 적용

영어로 복음을 외친다

01 02 03 04

01_커리큘럼/유치부 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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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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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성인 

커리큘럼소개
- 영어 성경 통째 암송

- 영어로 복음 전하기

04_온라인교사대학 05_젭스플02_커리큘럼/초등부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야고보서 영어로 통째암송 

요나서 영어로 통째암송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요한일서 영어로 통째암송 

영어로 복음전하기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암송

(4개월 ~ 3년)

(5년)

"요한복음을 통째 암송하며 영어가 터졌어요"
수많은 간증들로 검증된 최고의 영어 교재!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는 야고보서를 통째로 암송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과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배워보는 요나서!

각 성경의 황금 구절들만 모아서 암송해보는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하나님과 사귐을 배우는 요한일서를 통째로 암송!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의 원리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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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온라인교사대학 05_젭스플02_커리큘럼/초등부

1
천지창조부터 원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복음의 원리를 애니메이
션을 보며 익힙니다. 언어학습, 복음전파, 선교
를 동시에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복음전하기

"만남 "

워크북을 가지고 Animation의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구원계획까지 
복음을 영어로 전합니다. 

억지로 외우는 암기가 아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복습하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저절로 암송합니다. 

2
그림으로 전한다(영어로 복음전하기)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 

반복적 분습법 적용(Repetitive Part Method) 

1

2
“영어 문장은 6가지 청크가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는 원리에 따라 Rhythm & Stress 
(박자와 강세)에 살려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보면서 영어 성경
을 통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성경 속 수준 높은 어휘를 익히며 현대적 문제감각과 영문법을 함께 완성합니다. 

신개념 영어 원리 적용 

NIV 본문으로 쉽고 영어 마스터 

1

23

3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17 

야고보서 영어로 통째암송

하나님과 만남으로 뿌리내린 믿음의 행함까지 
촉구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동하는 그리스도
인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행함 "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3 

요한일서 영어로 통째암송

요한일서를 통째로 암송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
게 합니다. 

"사귐 "
중고등부・성인 

소개/핵심특징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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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온라인교사대학 05_젭스플02_커리큘럼/초등부

“영어 문장은 6가지 청크가 궁금한 순서로 흐른다.”는 원리에 따라 Rhythm 
& Stress(박자와 강세)에 살려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통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성경 속 수준 높은 어휘를 익히며 현대적 문제감각과 영문법을 함께
완성합니다. 

신개념 영어 원리 적용 NIV 본문으로 쉽고 영어 마스터 1 2

4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암송

"진리 " 5 6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9 

요나서 영어로 통째암송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와 구원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과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배워보는 요나서!

"요한복음을 통째 암송하며 영어가 터졌어요"
수많은 간증들로 검증된 최고의 영어 교재!

"자비 "
성경말씀 영어로 통째암송

각 성경의 황금 구절들만 모아서 암송해보는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중고등부・성인 

소개/핵심특징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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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2권(A/B)
-스토리북 1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23,000원

-본교재 3권
-소책자 1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33,000원

-본교재 3권
-소책자 1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33,000원

영어로 복음전하기 야고보서 영어로
통째암송

요한일서 영어로
통째암송

중고등부・성인 

교재구성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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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재 1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13,000원

-본교재 4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48,000원

요나서 영어로
통째암송

성경말씀 영어로
통째암송

중고등부・성인 

교재구성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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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재 12권

-소책자 2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119,000

-본교재 6권 (A set: 1~6권, B set: 7~12권)

-소책자 1권

-학습용 MP3 파일 (홈페이지 다운로드) 

판매가 75,000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암송 Full Set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암송 A/B set 구성

A set

B set

04_온라인교사대학 05_젭스플02_커리큘럼/초등부

중고등부・성인 

교재구성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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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코스(1년)

(*교재 별도 구매)

온라인 교육과정 +  온라인 서비스

요한복음 25,000원

야고보서 25,000원

요한일서 25,000원

성영암 25,000원

요나서 20,000원

영복전 20,000원

중고등부・성인 

교사대학비용

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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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온라인교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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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스영어교회학교 

온라인 

교사대학

＊강의 수강기간은 총 60일이며, 평균 수료기간은 2주입니다.

＊본 교사대학은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배우는 과정이므로 교사 개인의 영어실력과 관계없이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교육은 개신교 보편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의 교인이 본 교회에서 진행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료과정

1 2 3 4
신청한 과목의 

온라인 강의 수강
수강 기간 중 

교인확인서/사진 제출
온라인 테스트 

응시
수료

05_젭스플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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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젭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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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학생 교재 1세트 당 젭스플 학생 아이디 1개 사용가능

＊class.jebs2.kr 웹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사용가능 프로그램

- Hello, Father! Hello, Jesus!
- Who made the world?
- Jesus Story

젭스영어교회학교 
온라인 콘텐츠

젭스플

'JEBS Play'

클릭해서 젭스플 
소개영상 보러가기!

클릭!

05_젭스플02_커리큘럼/초등부 04_온라인교사대학03_커리큘럼/중고등부・성인

https://youtu.be/jSUtUlufqDg
https://youtu.be/jSUtUlufqDg
https://youtu.be/jSUtUlufqDg
https://youtu.be/jSUtUlufqDg
https://youtu.be/jSUtUlufq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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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jebs.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LZRdE

수업용 자료 발표 영상(유치부/초등부) 
Hello, Father! Hello, Jesus
Who made the world?

*아이콘이나 제목 클릭해서 영상 보러가기!

상담문의 동영상링크

http://jebs.kr 
http://pf.kakao.com/_LZ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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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철영어성경학교
Program Proposal 2022

도입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