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I (English Teaching Institute) 영어교수를 위한 세미나 

(선교지 복음전도 매개체로서 영어 교수방법 세미나) 

 

 

 

어린이대상 교재              청소년대상 교재           성인,대학생대상 교재 

다음세대를 장기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교회방과후 학교운영등)으로서 ETI 영어교수방법

은 태국 뿐만아니라 50여개 국가에서 좋은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 개척교회나 소규모의 교회인 경우에 

더욱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TI는 각 현지교회 사역자들로 하여금 영어를 가르칠 교사로 훈련을 받아 자

신의 교회와 주변마을 어린이나 청소년, 어른들을 장기간 만나 영어 교수하여 그들의 스승으로의 위치를 가지게 하

여 지역 사회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실이 열리는 동안에는 부

모전도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강사인 스티브 정선교사는 기존 교재(옥스포드와 캠브리지 교재 15종류)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 활용하여 태국 선교사로 4년이상 선교지에서 영어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현장과 지도자훈련을 오가며 자신과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하여 좋은 결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본 교수 방법은 "현지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영어교육 속에서 복음을 녹여 소개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 양육은 물론 자립형 개척 수단을 소개하고 현지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영어를 가르치는 데는 교사의 영어 

실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에서 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 사역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전도에 효과적인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제목 :  ETI 영어티칭사역 세미나 

일시 :  2022년 10월 10일(월)-13일(목) 오전 08:30–오후 5:15  

장소 : 예수사랑가족교회 (송신근 목사님 시무) 

참가대상 및 인원 :  영어사역에 관심을 가지신 선교사, 한인 사역자 12명이내 

강사 :  Steve Cheong(ETI 소장), 민윤기(ETI Education Center Dir.) 

참가비 : 150$  (자료 167Gb, 교재 6권, 점심식사 제공) 

참가자 필수품 : 렙탑 컴퓨터, 마우스, 여유 메모리 (200Gb이상)  

특전 : ETI Certificate 수여: 지속적 Software받으실 자격부여(출석 & Presentation합격자) 

참가신청 및 문의 : 이승희선교사 017—60-8974 카톡문의 : amen0202 

참고 : 맘선교회 ETI 소개- https://www.mommercy.org/work1_10 

 

 

 

 

https://www.mommercy.org/work1_10


English Teaching Institute (ETI) 영어교수를 위한 세미나 

 일정표 

 

시간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08:30 

- 

09:10 

영어 찬양과  

성구 암송 

 

영어 찬양과  

성구 암송 

영어 찬양과  

성구 암송 

영어 찬양과  

성구 암송 

09:10 

- 

12:30 

개요 및 사역철학, 

사역현장소개 

 

Let’s Go를  

중심한 어린이 

교재 강의 

 

Interchange 를  

중심한 성인,대학생 

교재 강의 

개인별 교수실습 

1인 30분씩 

12:30 

- 

13:15 

자료설치 및  

점심식사 

 

점심식사 

13:15 

- 

17:15 

ETI 자료 소개 및  

전체 운영시스템 

강의 

 

Connect를 

중심한 청소년 

교재 강의 

Interchange 를  

중심한 성인,대학생 

교재 강의 

개인별 교수실습 

1인 30분씩 

개인적용에 대한 

응답과 마무리  

강의 

 

세미나 전체는 실제 사용 가능 하도록 강의는 실습과 실제 강의 샘플 형식으로 진

행 됩니다. 강사의 강의중 교사들로 참여 수업을 유도하거나 강의시작 시간에 영어 

찬양을 시작으로 영어 성구를 외우는 것 모두가 의도된 수업 샘플 강의로 진행됩니다. 

간혹 샘플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업 자체가 학생들을 참여 시키고 학생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의도한 수업 모델이면서 또한 교수 모델입니다. ETI는 영어

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들에서의 ESL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수업을 통해 스스로 배워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 자료의 특징입니다. 수업 속에

는 대화, 노래, 게임과 학습교재를 활용하고 자연스러운 반복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면서 또한 학생들

로 하여금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배워가도록 만드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ETI (English Teaching Institute) Seminar 소개 

 
강사 스티브 선교사는 GP (Global Partners)의 선교사이며 동시에 GP USA 의 부이사장으로 

섬기다가 2018 년 은퇴하고 GP USA 의 광역선교사로 섬기며, M.O.M.에서는 강사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태국 주재 선교사로서 현지인교회에서 성경적 원리로 영어를 가르치던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어사역을 세계 어디서든지 적용가능한 선교 방법을 사용을 만들어 현재 50 여 

국가 이상에서 본 자료를 활용하여 선교현장에서 영어와 함께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정선교사는 현재는 California 근거지를 두고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다니면서 쉽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Seminar 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3 일 Basic 세미나와 1 일 Interchange 세미나로 섬기고 있고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하여 

최소 8 시간의 강의 시간과 인원은 최소 7 명, 최대 정원은 12 명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는 각자의 

laptop computer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무료로 드리지만 등록비는 각 지역의 형편과 

경제 수준에 따라 책정되는 데 등록비는 ETI (English Teaching Institute for Missions)의 Network 에 

가입하는 비용으로 contribution 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등록하시고 세미나를 수료하신 분에 

한하여 앞으로 사역을 계속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software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Initial software 는 약 118 gigabytes 이며 교재 책에 대해서는 세미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세미나에서 다루는 교재는 대중적인 책이기에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 구매가능하며 

세미나에서는 회비에 포함하여 기본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Projector 나 혹은 Big 

screen TV 가 설치되어 있으면 강사의 computer 에 연결되어 강사가 자유롭게 조정하여 가르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참석자들이 computer 를 사용하므로 책상과 전기 콘센트가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 역시 컴퓨터와 큰 스크린혹은 TV 가 있으면 됩니다. 

 

본 자료는 국제학교나 현지 학교, 유치원, 교육센터에서 계획하시는 ESL class 에 잘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가르치는 program 을 계획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지도자 

양육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최소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ministry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