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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S VISION 젭스영어성경홈스쿨 
비전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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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S MISSION 젭스영어성경홈스쿨 
미션

01 02 03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젭스는 

‘영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효과

적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성령충만, 영어능통, 땅끝복음!’ 

젭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소통의 언어인 ‘영어’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필수

요건으로 지닐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학습하는 목적이 주님의 지상명령, 

즉 땅끝복음 일 때 성령충만, 영어능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언어’를 탁월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

듯 지금까지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간증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어교재인 영어성경을 토대로 학습 대상

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젭스

영어성경홈스쿨에는 지난 50여 년간 영어교육 

현장에서 교수법을 개발하며, 교육 관련 발명특

허 8개를 보유한 정철 선생의 모든 노하우가 집

약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소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글자/문법 중심의 B.C 학습법이 아닌, 

신개념 ‘A.D 학습법’으로 가장 좋은 영어 문장을 

통째로 옮겨 심는 방식입니다.

말씀 가르치기 영어 학습의 목적 차별화된 젭스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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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의 A.D 학습법
보러가기

https://youtu.be/aItnQnsDQ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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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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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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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혜택

가입 및 유지

JEMM 멤버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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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 멤버십 가입 및 유지 JEMM 멤버십 종류

*각 멤버십에 대한 소개는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선교사가 되려면?

01 02 03 04

JEMM 멤버십

젭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 후 

온라인 교사대학 과정을 수료하시면 본사 

방침에 따라 가정, 교회, 공부방, 교습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티칭 경험, 영어실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젭스의 교육을 받으면 

영어교육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보편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의

교인인 경우에만 교육신청 가능

교육 수료 후 Teacher’s License 발급 

멤버십 기간 내 교육 서비스 이용 

젭스영어성경홈스쿨 교재 단독 구매 

젭스 방침에 따라 공부방/교습소로 

운영 가능

멤버십 자격은 최초 교육 수료 시점부터 

주어지며, 1년 단위로 연장 

최초 온라인 교사대학 교육 시 기본 교육

(정철교수법)과 콘텐츠 교육 진행 

업그레이드 교육 연 2회 진행 

(멤버십 컨퍼런스) 

① Kids 멤버십

– 키즈 과정

② Basic 멤버십

– 초등 과정

③ Advanced 멤버십

- 중고등/성인 과정

젭스영어성경홈스쿨의 멤버십 JEMM은 

다음 세대에게 영어교육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영어교육선교사입니다.JEBS English Missionary Membership

"당신은 영어교육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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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성경홈스쿨
KIDS(유치/2년)

프로그램 특징 

교재 구성 

멤버십 비용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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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경홈스쿨 
KIDS 멤버십 – 유치

바이블 스토리와 함께 파닉스부터 회화까지 영어의 기초를 잡아주는
미취학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특징

삽화기억술 

(특허 제10-1891244)를 

통한 24권의 

바이블 스토리 암송 

3박자 패턴 영어회화 

구성으로 일상생활의 

유용한 표현을 쉽고 

유창하게 학습 

Rhythm & Stress와 

어순감각, 영어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

두뇌개발 중심의 

Fun Task와 놀이 중심의 

Fun Game이 집중하기 

힘든 아이들의 흥미유발 

퍼즐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잠재의식 학습법 

(특허 제 10-1404428)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레벨이 올라가는 나선형 

구조(Spiral Approach)

의 교수법

말씀과 관련된 영어 찬양

과 율동을 함께 익히며, 

영어 기도로 수업 마무리

학습한 본문과 연관된 

Alphabet & Phonics 

학습, 약 600개 단어 체득 

학습특징



10

- Kid’s Bible (키즈바) 바이블 스토리 암송 교재 / 총 24권 (구약 12권 / 신약 12권)

- Kid’s Talk (키즈톡) 회화, 알파벳&파닉스 / 총 24권

교재구성

Kid's Bible 스토리구성 Kid's Talk 스토리구성

1. Who Made the World?

2. Adam and Eve

3. Noah and the Big Boat

4. The Tower of Babel

5. Abraham and Isaac

6. The Golden Calf

7. The Fall of Jericho

8. Samuel Hears God

9. Saul and David

10. Esther Saves Her People

11. Daniel and His Friends

12. Jonah and the Big Fish

13. Jesus Is Born

14. John Baptizes Jesus

15. Jesus Defeats Satan

16. Jesus Calls Twelve Disciples

17. Jesus Feeds Five Thousand

18. Jesus and Zacchaeus

19. Jesus Heals Ten Lepers

20. Jesus Raises Lazarus

21. The Last Supper

22. Jesus Dies on the Cross

23. Jesus Rises Again

24. The Holy Spirit Comes

1. Do you like dogs?

2. Do you like kimbap?

3. Do you like balls?

4. Do you like singing?

5. Can you act?

6. Can you jump?

7. Can you play the piano?

8. Can you make a shirt?

9. Let’s go to the park!

10. Let’s go to the field!

11. Let’s go see ants!

12. Let’s plant lettuce!

13. Hi! How are you?

14. How’s the weather?

15. What’s the matter?

16. What are you doing?

17. Who is that?

18. Who is it?

19. Where is the mirror?

20. Mommy! Where are you?

21. When do you get up?

22. When is the picnic?

23. Which do you like more? Kittens or puppies?

24. Why do you like donuts?

총 24권(구약 12권 / 신약 12권) / 젭스펜 적용 총 24권  / 젭스펜 적용

영어성경홈스쿨 
KIDS 멤버십 – 유치

http://teach.jebs2.kr/kids_sample/


키즈 교재 총 12세트 

(키즈바1~12권 / 키즈톡1~12권) 

키즈 교재 총 24세트 

(키즈바1~24권 / 키즈톡1~24권) 

온라인 서비스 1년

& TM(Teacher’s Manual)

온라인 서비스 2년

& TM(Teacher’s Manual)

젭스펜 1개 젭스펜 1개

영어성경홈스쿨 
KIDS 멤버십 – 유치

키즈 멤버십 1년 / 670,000원 키즈 멤버십 2년 / 890,000원



12

교사용 자료 : 수업진행을 위한 필수자료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수업이 완성되는 

탄탄한 교사용 웹 자료 (*간단한 수업 동영상 포함) 

키즈 과정 온라인 서비스

키즈바/키즈톡 교사용 자료 미리보기 실제 후기 암송영상

영어성경홈스쿨 
KIDS 멤버십 – 유치

http://teach.jebs2.kr/kids_sample/
https://blog.naver.com/jebs_jemm/2217349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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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성경홈스쿨

BASIC(초등/4년)
프로그램 특징 

교재 구성 

멤버십 비용 

온라인 서비스 

젭스암송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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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경홈스쿨 
BASIC – 초등

홈스쿨 대표 콘텐츠로 48권의 바이블 스토리 문장을 암송하고, Formulaic 회화와 더불어 창조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본 4년 과정을 마치면 수준 높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됩니다. 명칭은 베이직과정이나, 영어 초보 성인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젭스의 대표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특징

키즈/Advanced 추가 수료 가능

삽화기억술 

(특허 제10-1891244)를 

통한 48권의 

바이블 스토리 암송 

초등 교과 과정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198개

+a의 회화 구문 마스터

Rhythm & Stress와 

어순감각, 영어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

국내최초 Creative 

Speech(창조적 언어)

기반의 획기적인 A.D문법 

교육으로 영어 어순의 

기본 구조 형성

학습특징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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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Story Bible / 잉스바 / 총 48권 (구약 24권/ 신약 24권) 

- English Formula / 잉포 / 총 24권 

- English Formula Plus / 잉포플 / 총 24권 

- English Creative / 잉크 / 총 24권

- English Correct / 잉코 / 총 24권

1-2 년차 구성

잉스바 한 권 + 잉포 한 권 + 잉크 한 권 = 1세트

3-4 년차 구성

잉스바 한 권 + 잉포플 한 권 + 잉코 한 권 = 1세트

교재구성

English Story Bible / 잉스바
총 48권 (구약 24권/ 신약 24권) / 젭스펜 적용

1. In the Beginning

2. Heaven or Hell?

3. Noah’s Ark

4. Language

5. Abraham and Isaac

6. Joseph Sold as a Salve

7. Brothers Bowed Down to Joseph

8. Moses in the Desert

9. Ten Plagues and the Passover

10. The Red Seaㅁ

11. Food from Heaven

12. Ten Commandments

13. Twelve Spies

14. The Jordan and Jericho

15. Stolen Treasure

16. Judges

17. Gideon and Samson

18. Saul and David

19. David and Goliath

20. King David and His Songs

21. Solomon’s Wisdom

22. Fire from Heaven

23. Jonah in the Big Fish

24 Daniel and the Hungry Lions

25. An Angel Visits Mary

26. Jesus Is Born

27. Jesus and John

28. Jesus, Devil, and Twelve Apostles

29. Jesus Teaches and Heals

30. Water Turns Into Wine

31. The Lord’s Prayer

32. Take Your Mat and Walk! Go Wash Your Eyes!

33. Teaching on a Mountainside (1)

34. Teaching on a Mountainside (2)

35. Jesus Heals the Sick and Calms the Storm

36. Jesus Feeds 5,000

37. The Good Samaritan

38. Jesus’ Appearance Is Changed

39. The Story of the Lost Son

40. Jesus Raises Lazarus

41. Jesus Enters Jerusalem

42. Jesus Cleans the Temple/Mary Pours Perfume/Judas Betrays Jesus

43. The Last Supper 1

44. The Last Supper 2

45. Jesus Is Arrested

46. Jesus Dies

47. Jesus Rises Again

48. Jesus Goes Up to Heaven

영어성경홈스쿨 
BASIC – 초등

http://teach.jebs2.kr/media/PPTX/home_school_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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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권 / 젭스펜 적용

English Formula / 잉포

13. Talking About Family

14. Going to a Restaurant

15. Playing Baseball

16. Going to an Art Museum

17. Vegetable Gardening

18. Going Downtown

19. Going to an Amusement Park

20. Going to an Aquarium

21. Making up with a Friend

22. Doing Household Chores

23. Talking About Eyesight

24. Planning a Family Trip Abroad

1. Greetings and Meeting

2. Going to a Birthday Party

3. Scheduling an Appointment

4. Seeing Animals at the Zoo

5. Going to an Ice Cream Shop

6. Going for a Bike Ride

7. Shopping at the Mall

8. Preparing Dinner at Home

9. Making New Friends

10. Watching a Movie at Home

11. Going to the Hospital

12. Talking About Teeth

1. Getting to Know Each Other

2. Inviting a Friend Over

3. Hanging Out in the Park

4. Telephone Conversation:

Making an Appointment

5. Talking About the Weekend

6. Ordering Fast Food

7. Going Bike Riding

8. Seeing a Doctor

9. Shopping for Clothes

10. Appreciating Art Pieces

11. Going on a Field Trip to the Mud Flats

12. Experiencing Real-life Jobs

13. Reporting an Emergency

14. Describing a Bad Day

15. Going Grocery Shopping

16. Going to the Library

17. Going to the Pharmacy

18. Going Camping

19. Getting a Haircut

20. Giving Tips for a School Play Tryout

21. Talking About Winter Break Plans

22. Taking Passport Photos

23. Checking In at the Airport

24. On the Plane

English Formula Plus / 잉포플
총 24권 / 젭스펜 적용

- English Story Bible / 잉스바 / 총 48권 (구약 24권/ 신약 24권) 

- English Formula / 잉포 / 총 24권 

- English Formula Plus / 잉포플 / 총 24권 

- English Creative / 잉크 / 총 24권

- English Correct / 잉코 / 총 24권

교재구성

1-2 년차 구성

잉스바 한 권 + 잉포 한 권 + 잉크 한 권 = 1세트

3-4 년차 구성

잉스바 한 권 + 잉포플 한 권 + 잉코 한 권 = 1세트

영어성경홈스쿨 
BASIC –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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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문장의 기본을 이루는 명사와 동사

문장을 풍부하게 해 주는 대명사, 관사, 형용사

본격적인 청크 연습! 부사, 전치사, to부정사, ing

과거분사, 문장의 형식, 시제, 조동사

비교급, 관계사와 접속사

가정법과 기타 구문

* ENGLISH CORRECT  정확한 언어학습

총 24권

English Correct / 잉코

기본적인 영어 문장(주어+동사)의 감각을 습득하는 단계

기본문을 의문문, 부정문, 진행형으로 바꿔 말하는 단계

일상에서 자주하게 되는 부탁, 제안, 명령문을 말하는 단계

기본문에 다양한 표현을 붙여 문장을 확장하는 단계

영어식 어순감각을 익혀 문장을 자유롭게 말하는 단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말하는 단계

* ENGLISH CREATIVE  창조적 언어학습

총 24권

English Creative / 잉크

- English Story Bible / 잉스바 / 총 48권 (구약 24권/ 신약 24권) 

- English Formula / 잉포 / 총 24권 

- English Formula Plus / 잉포플 / 총 24권 

- English Creative / 잉크 / 총 24권

- English Correct / 잉코 / 총 24권

교재구성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1-2 년차 구성

잉스바 한 권 + 잉포 한 권 + 잉크 한 권 = 1세트

3-4 년차 구성

잉스바 한 권 + 잉포플 한 권 + 잉코 한 권 = 1세트

영어성경홈스쿨 
BASIC – 초등



- 베이직 교재 총 12세트 

-젭스펜 1개

-온라인 서비스 1년 / TM(Teacher’s Manual)

- 암송인증제 스타터팩 (조끼/스티커보드/패스포트/응시권) 

-베이직 교재 총 24세트

-젭스펜 1개

-온라인 서비스 2년 / TM(Teacher’s Manual)

- 암송인증제 스타터팩 (조끼/스티커보드/패스포트/응시권)

-젭스 크로스백 1개 

영어성경홈스쿨 
BASIC – 초등

Basic 멤버십 1년 / 1,310,000원 Basic 멤버십 2년 / 1,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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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근상제도 Basic 멤버십에만 있는 연장 비용 할인 제도

베이직 멤버십 1년 기간 동안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 멤버십 연장 시 

포인트 6만점을 적립하여 총 연장비용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인트 1점 = 1원과 동일)  

기준요건

교재구매 12세트 이상 
젭스온 학생 

학습 이력 7개월 이상 젭스암송인증제 합격 

7개월 이상 등록 시 받은 교재 포함 과제 배포가 아닌 학생이  

학습한 이력으로 확인 

1 2 3 

* 6만 포인트는 연장 시 즉시 적용 가능 

* Basic 멤버십 연장 시 해당되며, 키즈/Advanced로만 멤버십 연장 시 적용불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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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과정 온라인 서비스

01.

교사용자료 수업동영상 홈이젭스온 젭스암송인증제

02. 04. 05.03.

-교사용자료

-수업동영상

-젭스온

-홈이

-젭스암송인증제

영어성경홈스쿨 
BASIC – 초등

수업진행을 위한 필수자료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수업이 완성되는 

탄탄한 교사용 웹 자료 

젭스 강사의 각 과목 수업 영상 

(*잉스바는 정철 직강) 

베이직과정 3과목을 온라인 

학습가이드에 따라 학생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 

- 국내 최초 영어암송인증제 

- AI 음성인식을 통해 학생의 암송 

실력 인증 

- 단계별 와펜, 배지, 인증서를 

비롯하여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듣기/말하기/쓰기 

영역별 복습 시스템 

- 교재와 연동된 온라인 복습 

과제와 시험 배포 가능 

- Class 및 학생관리가 가능한 

E-Learning 시스템 제공

교사용 자료 미리보기

http://teach.jebs2.kr/media/PPTX/home_school_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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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스암송인증제 국내 최초, 영어암송인증제! 

학생들의 암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음성인식 평가방식을 통해 상향된 암송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젭스암송인증제에서 주어지는 인증등급과 아이템을 통해 암송에 대한 흥미와 학습에

대한 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게 됩니다. 

등급

진행절차

교재 1세트 인증 통과 시 

해당 북 보석 획득 

북 보석 4개를 모으면 

레벨 스톤으로 

업그레이드 

레벨 스톤 획득 개수에 

따라 인증제 1급부터 

12급까지 진급 

 레벨 스톤 획득 시 

레벨 와펜을 받아 

암송조끼에 부착
(레벨 와펜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의 학생)

등급에 따른 

인증서 발급 

1 2 43 5

각 레벨의 Book 보석 4개를 모두 획득하면 레벨 스톤을 얻게 되고, 획득한 레벨 스톤의 개수에 따라 등급이 올라갑니다. 

스톤 12개를 획득하면 인증제 12급 Master Level에 도달하게 되며 등급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실제후기 암송영상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jebs_jemm/2221240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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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성경홈스쿨 Advanced

(중고등·성인/2년)

프로그램 특징 

교재 구성 

멤버십 비용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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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경홈스쿨 
ADVANCED
-중고등/성인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NIV본문을 Retelling하는 과정을 통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NIV 영어성경 본문을 통해 수준 높은 독해실력을 키울 수 있고, 

중/고등과정 필수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프로그램 특징

NIV 영어성경 본문으로 

원어민 수준 독해

내용을 이해, 구성, 

전달하며 종합적인 

영어능력 향상 

학교시험 대비문제로 

중고등 영어 마스터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설명하는 능동적인 

토론 수업

학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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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 Master English Bible with Mark 총 10권

사도행전 - Master English Bible with Acts 총 12권

교재구성

Master English Bible with Mark

마가복음 총 10권 사도행전 총 12권

Master English Bible with Acts

영어성경홈스쿨 
ADVANCED
-중고등/성인

http://teach.jebs2.kr/media/PPTX/advanced/samplebook/
http://teach.jebs2.kr/media/PPTX/ASPN/act_preview/


영어성경홈스쿨 
ADVANCED
-중고등/성인

Advanced 교재 총 12권

온라인 서비스 1년

& TM(Teacher’s Manual)

5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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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과정 온라인 서비스

-교사용자료

-수업동영상

영어성경홈스쿨 
ADVANCED
-중고등/성인

01.

교사용자료 수업동영상

02.

수업진행을 위한 교사용 웹 자료 학생 스스로 강의를 보며 학습할 수 

있는 수업 영상 
*교사용 웹자료 미리보기 클릭

사도행전

https://jebs2.kr/online/teach?code=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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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교사대학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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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사대학

진행절차
온라인 강의

온라인 테스트
(1회)

교회 인증 필수서류제출 수료

Kids 24강 7시간

25문제 

80점 이상 합격

젭스 사이트 내

교회 검색하기를

통해 교회인증

※교회114 사이트와

연동하여 진행

교인 확인서

&

사진

JEMM

멤버십

시작

Basic 35강 16시간

Advanced 30강 14시간

* 강의 수강 기간은 총 60일이며, 평균 수료 기간은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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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신교 보편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의 교인인 경우에만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수강사이트 jebs.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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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등록제도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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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제도

1. 정교사 추가 등록 비용

2. 온라인서비스 연장 비용

대안학교나 학원, 교회 교육시설 등 한 단체에서 여러 명의 교사들이 수료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단체확인서와 수업계획서 필수 제출

* 단체의 최초 1인은 일반 등록과 동일한 비용으로 신청하며, 추가 인원은 아래 비용으로 적용 

Basic Kids Advanced

교육비 660,000 120,000 240,000 

온라인서비스 600,000 360,000 360,000

단체할인 -710,000 -300,000 -340,000

비용  550,000  180,000  260,000

Basic Kids Advanced

최초 1인 360,000 120,000 120,000

2번째 교사부터 180,000 6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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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계프로그램

전화/화상영어 젭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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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S PHONE
젭스폰

젭스폰이란?

스피킹 실력 향상을 위해 젭스영어성경홈스쿨 교재를 영어회화용으로 재구성하여 

원어민 선생님과 1 : 1 대화하는 화상영어입니다.  

젭스영어성경홈스쿨 

교재를 활용한 영어회화

수업 스케줄, 담당 강사, 

수업 코스까지 나에게 맞는 

수업으로

첫 수업 전 한국인 선생님과

Orientation을 통해 수업  

진행방식을 먼저 학습

1 2 3

젭스바이블 수업 1 : 1 맞춤 수업 Beginner를 위한 O.T

*1회 무료체험수업 가능

자세히 보러가기

http://jebsph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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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jebs.kr/home

카카오톡   http://pf.kakao.com/_LZRdE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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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