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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언어를, 당신의 언어로

학습 기간 : 2개월

(짝수달 25일 이후 신청 / 선 착순 접수)

학습 시간 : 2주단위 -> 2시간 이상 권장
학습 방법 : 모바일 앱& PC & 노트북 사용가능

추가 기기 : 헤드셋 또는 이어셋(마이크)
중요 사항 : 2주단위 2시간미만 학습시 동기부여 안내
월 로그인 1회 미만시 계정 회수 및
* 대기자에게 계정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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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언어를, 당신의 언어로

홈페이지 로그인 상태로 로제타스톤 접속
1. 수강신청: 수강신청 → 학습언어 선택 → 신청하기

2. 학습하기: 내 학습 → 상태 확인(수강확정) → Action 학습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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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이트 및 학사일정
▶ ID / PW
https://kor.rosettastoneclassroom.com/en-US/
ID : 사번 또는 학번@hanyang.ac.kr 또는 @erica.ac.kr
PW : 휴대폰 뒷 4자리 또는 0000
이름공간 : kor (모바일 로그인 시 필요)

▶ 학습기간 및 수강신청 일정 :
학습기간

수강신청

2개월 과정-첫달 1일~다음달 말일까지

매 짝수달 25일~선착순 마감

▶ 수료기준 및 학사관리 (미접속 자동취소)
구분

내용

수료기준

2주단위 2시간 이상 학습 시 둘째달까지 학습가능

자동취소

2주단위 2시간 이상 학습 미달성시 학습 취소
->대기자들에게 학습권한 부여

▶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친구 검색:  로제타스톤 B2B (문의시 학교명,이름 기입)
언어학습솔루션 문의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김지선매니저 02)2006-8705 jskim@rosettakorea.com

www.rosettakorea.com

커리큘럼
Foundations 커리큘럼은 ?
미국 중*고등학교학생 평균 사용문장 수 2,000~2,400문장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총 3,000문장습득을 목표로 함
단계

학습 테마

학습 내용

단계별
어휘, 문장 확장

Level 1

기초 어휘 및 핵심언어 구조 익히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간단한 질문과 대답
쇼핑 등의 기본적인 회화 기술을 익힙니다.

500~600 문장

Level 2

어휘 확장 및 적용하기

주변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길 묻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시간 말하기,
외식하기 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표현을 익힙니다.

1,000~1,200 문장

Level 3

세상과 교류하며 대화 기술 쌓기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현재의 관심사, 일 등의 일상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법을 익힙니다.

1,500~1.800 문장

Level 4

상황별 대화 기술 향상시키기

비즈니스 대화, 의료 서비스 받기, 수리공 부르기,
해외로 이주하기, 여행 준비하기 등 복잡한 일상
상황에 필요한 표현을 익힙니다.

Level 5

자유롭게 즐기며 언어 마스터하기

위급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연예, 문화
가족, 전통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며,
능숙한 표현을 익힙니다.

2,000~2,400 문장
(미국 중고등학생
평균 사용 문장 수)

2,500~3,000 문장

www.rosett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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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atalyst, 사용 최적화 환경 설정!
▶
▶업그레이드된
크롬 브라우저기능!
설치하기
* 네이버 검색창> 크롬 입력 후 검색 >아래 브라우저 다운 받기

 https://www.google.com/chrome/ 접속-> 크롬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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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학습방법

24개 언어 - 일상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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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사이트 인증
( PC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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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kor.rosettastoneclassroom.com/en-US/접속
2) 로그인 : ID – 사번 또는 학번 @ hanyang.ac.kr 또는 @erica.ac.kr
PW – 휴대폰 뒷 4자리 또는 0000
3) Rosetta Stone Foundations 시작->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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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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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접속 )

온라인 Self Study!

▶ Contents 구성
로제타스톤의 언어학습솔루션 인터페이스는
상황별로 주어지는 이미지를 클릭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총 2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 따라 말하고, 쓰면서 외국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Learn Naturally, Speak Confidently

웹사이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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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접속 )

온라인 Self Study!

▶ 학습 단원 선택
학습 단원을 선택하시면, 해당 단원 별
학습 1~4 섹션별(순서 상관 없이 학습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학습 선행을
핵심 학습을 완료하면, 각 학습 영역별

1

학습1,2,3,4 탭으로 구성. 통합적 학습을 위한 구성.
가능)로 말하기부터 문법까지 다양한 언어 학습 방법을
통해 새로운 단어와 언어 패턴을 익힐 수 있습니다.
중점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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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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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학습 : 기본 내 학습 페이지로 바로 가기
2. 확장된 학습 : 전세계 학습자들과의 함께 다양한 게임을 통해 부가활동, 채팅 등 액티비티
3. 개인 프로필 설정 기능/ 4. 도움말
5. 전체 메인 화면> 학습 단원 20개 선택 초기 화면
6. 학습 섹션별 코스 선택: 핵심 학습, 듣기와 읽기, 읽기, 문법, 어휘, 쓰기,복습, 마일스톤,
Learn Naturally, Speak Confidently

▶ 중국어 학습 시, PC 설정 체크
Foundations PC 설정
로제타스톤은 중국어 학습 시 학습자별 취약부분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즈
코스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PC와 모바일에서 간체/병음/번체 중
원하는 옵션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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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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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접속 )

온라인 Self Study!

다양한 언어감각 익히기 - 코스학습
어릴 적 한국어를 배우듯 해석과 암기 없이 보고, 말하고, 듣고, 쓰고, 읽으며
실제 상황처럼 롤 플레이 훈련 및 흥미로운 액티비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쓰기

듣고 따라하며 소리내는 훈련!
문법

철자 및 문장 구조 인식
어휘

상황 인지를 통해, 암기 없이 문법
습득!
듣기
&
읽기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어휘 확장 및
장기 기억 유도
마일
스톤

단어와 문장을 듣고 연관된
이미지 선택하기

실제 대화 상황처럼 Role Play!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
www.rosettakorea.com

웹사이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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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Self Study!

( PC접속 )

다양한 언어감각 익히기 - 마일스톤

쌍방향 대화 상황에서 학습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화면에 이미지들이 슬라이드 형태로 노출됩니다!
이미지들은 스토리와
함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이 학습자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예측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마일스톤
각 단원을 마칠 때마다, 실제 대화 상황을
재현해 놓은 마일스톤 활동을 통해
유창하게 대화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www.rosettakorea.com

확장된 학습 - Rosetta World™
▶ Global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로제타 월드! ”

1) PLAY :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통해 학습자의 호기심 유발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혼자 혹은 다른 학습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TALK :
같은 단계 다른 학습자 및 원어민 상대로 회화 연습!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언어기술 익히기!

3) 이야기:
주제별 클립 활용, 지문을 읽고 어휘를 읽힙니다.
먼저 원어민 음성을 듣고,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보며
해당 발음과 소리를 익힌 후, 소리 내어 읽으며 녹음-> 발음 교정까지!
4) 숙어집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합니다.
녹음 후 즉각적 피드백을 받으며 반복해서 스피킹 연습 가능!

www.rosett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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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APP 설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Rosetta Stone” 설치

1. 로그인

3. 사용자 이름 : 사번 또는 학번@ hanyang.ac.kr
또는 @erica.ac.kr
비밀번호 : 휴대폰 뒷 4자리 또는 0000
4. 이름 공간 :

2. 회사 또는 학교용

kor

5. 학습 준비 완료

Foundations APP 설정
레벨별 학습 단원을 정한 후
핵심학습/발음/어휘/문법/읽기/쓰기 등을 선택하여 학습 시작

6. 학습 단원 선택

7. 학습 1~4 중 선택

8. 학습 선택

9. 학습 시작

지하철, 버스 등 이동 중 소리를 내어 떠라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마이크 사용 / 사용안함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으로 설정 시
음성인식이 비활성화 된 상태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

Foundations APP 설정
▶ 아이폰 모바일 코스학습 설정

1. 음성설정

2. 음성 인식도 및 음성유형 선택

4. 설정을 원하는 단계선택

3. 학습 설정

5. 원하는 모드를 선택

6. 학습 시작

Learn Naturally, Speak Confident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