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기도학교 설립 목적

MY FIRST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영어
온 가족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영어기도학교

ENGLISH PRAYER

생활 속의 기도와 글로벌시대의 영어교육

영어 기도 학교 안내

그 접점에서 만나는 기도와 영어의 성장을 위한
자가학습용 프로그램
영어기도학교 선생님 모집
교회와 협력하여 영어기도학교의 관리를 맡아 운영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문의: 010-9500-6402 (정영란 전도사)
영어기도학교 후원
후원금은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
린이들이 영어기도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집

기도학교 구성과 운영
Day1 Day2 / Day3 / Day4 / Day5
Day1,Day2 : 2개의 기도문(listening,speaking)
Day3 : 구문연습(Grammar)
Day4

:

영어적

사고확장훈련,

영어로

생각하기

(Brainstorming)
Day5 : 나만의 기도문작성(Writing)

니다.
섬김이: 정영란 전도사 (호크마교육 간사)
후원계좌: 국민은행
069101-04-166357 아노니모스선교회(호크마교육)
영어기도학교 가입 신청 안내
호크마교육 홈페이지로 접속(우측페이지안내참조)

매일10분 동영상 학습
온라인 자가학습+영어기도학교 오프라인 학습
각 가정과 교회에서 on line으로 공부하고

기도학교 홈페이지:

off line으로 확인학습

www.ehokma.org

접속방법

아노니모스 선교회 &호크마 교육

샘플강의와 구성(뒷페이지참고)를 살펴보시고

호크마교육 홈페이지에서 영어기도학교 배너클릭후

E메일:ehokma@naver.com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화면하단의 영어기도학교강의자세히보러가기 클릭!

연락처: 070-7524-2503
010-9500-6402

기도학교 Day별 특징

Day3
기도문 내용을 복습하며 Q&A와 Blank문제풀이를 통해

Day1 , Day2
강사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문법구문을 익혀갈수 있도록 함
직접

읽고

학습자가

3회

반복하며

listening,speaking 연습 유도
(화면에 원어민 발음 듣고 무한 반복 연습도 가능)

* (Day1~Day3는 슬라이드화면의 노란버튼을 클릭하여
단어와 Blank를 이용한 문법을 동영상강의와 상관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음)

Day5
brainstorming의 예비단계에서 정리된 단어로 실제적인
나만의 기도문을 혼자 또는 선생님과 만들어 봄
완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도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직접 홈페이지상의 기도문작성화면에서 작성한후
저장하여 듣기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좀 더 효과적인 기도학교 운영 상의 방법 제안

* 그림을 이용하여 그림과 단어가 서로 연상되도록

* 교회 혹은 가정,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 당 수업시간

하여 자연스럽게 단어를 익혀갈 수 있도록 함

을
Day4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생각을 영어
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하는 writing의 토대가 되는 brainstorming(생각나는
대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의 예비단계
* (Day1~Day2는 교재출력버튼을 클릭후 제공되는 워크

인 단어정리를 출력된 work sheet에 있는 bubble chart

시트로 빙고게임, 단어쓰기, 문장쓰기를 연습할 수 있음)

를 가지고 연습함.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Day1~Day2과정은 5~10분의 동영상 수업을 자주 반복
하는 것이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