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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Who we are 



우리는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국어 학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ur Mission

매일 매일 우리의 혁신은 전 세계인이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Our Heritage 

로제타스톤 ReFLEXTM 세계 최초 한국 런칭

로제타스톤 TOTALeTM  (영어) 한국 런칭

2011

로제타스톤 영어 교실 한국 최초 런칭2012

2013 로제타스톤 TOTALeTM  (24개 언어) 한국 런칭

로제타스톤 TOTALeTM  + 한국 런칭

세계 최대 언어 학습 커뮤니티 라이브 모카(Live Mocha)인수

로제타스톤 V3 홈스쿨 한국 런칭, 로제타스톤 TOTALeTM 출시

로제타스톤 미국 나스닥 상장, 로제타스톤 코리아 공식 설립

로제타스톤 V3 클래스룸, 엔터프라이즈, 홈스쿨 출시

로제타스톤 V3 퍼스널 출시

로제타스톤으로 사명 변경, 한국 내 아시아브랜드 ‘로제타월드’ 런칭

페어필드 社, 최초의 온라인 영어 학습 솔루션 출시

페어필드 社(Fairfiled Language Technology) 설립

알렌스토푸츠(Allen Stoltzfus), 소프트웨어 활용 몰입식 언어학습법 창안

2010

2009

2008

2007

2006

2000

1992

1980



Our Positioning

The World’s leading Language Learning-Software

로제타스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언어를 더 쉽고 편리하게 보다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이 꿈을 이루고, 나이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 500만 이상의 사용자

미국 내 15,000개 학교에서 정식 채택

전 세계 8천 여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

미 우주항공국(NASA), 미 국무부 등
공공기관에서 정식 채택

1992년 출범 (본사 -미국 버지니아 해리슨버그)

영국, 브라질, 일본, 한국, 두바이 지사

2009년 4월 미국 나스닥 상장

2006년 한국 비즈니스 첫 출범



Company Overview 

• 설립: 1992년, 미국 버지니아 州 해리슨버그
(2009년 4월 나스닥 상장, RST(NYSE)) 

• 대표: 스티브 스워드(Steve Swad, Chief Executive Officer)

• 위치: 1919 N. Lynn Street, 7th Floor, Arlington, VA 22209, USA 

• 웹사이트: RosettaStone.com

본사소개본사소개본사소개본사소개 - Rosetta Stone, Inc. 

• 웹사이트: RosettaStone.com

• 설립: 2009년 11월 1일 국내 지사 설립
(2006년 아시아브랜드 로제타월드로 한국 시장 첫 진출) 

• 대표: 스티븐 조(Steven Cho)

•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제이스 타워 13/14층
• 직원 현황: 약 82명 (2013년 6월 기준)

• 웹사이트: RosettaStone.co.kr

국내국내국내국내 지사지사지사지사 - Rosetta Stone Korea Limited



Meet Global Offices  

UK
London 

Korea
Seoul Japan

US 
Harrisonburg             

/ San Francisco   
/ Seattle etc.  UAE

- HQ (office) : 미국 알링톤, 해리슨버그, 씨애틀
- HQ (R&D center) : 미국 볼더,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 아시아 지사: 대한민국 서울, 일본 도쿄
- 유럽 지사: 영국 런던
- 라틴 아메리카 지사 : 브라질 상파울로
- 아랍에미레이트 지사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Seoul Japan
Tokyo

/ Seattle etc.  

Brazil
Sao 

Paulo 

UAE
Dubai



No. 1 
language learning brand 

�미국 어학 시장 내 No. 1 브랜드 인지도*

�미 국 초등학생 학부모 선정 N0.1 외국어 학습 브랜드**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 선정 (Inc. Magazine)

� 92%의 소비자 만족도, 87%의 공공 기관 만족도 획득***

�로제타스톤 55시간 학습 시 미국 대학교 한 학기 수업과 동일한 학습 효과 입증

The best technology-based solutions for learning languages

* *미국 어학 학습 시장에 관한 분석 조사, Aided Awareness, N=2,985 2012년
*미국 어린이 어학 시장 분석에 관한 조사, 2012년

*** 미 뉴욕 주립대 퀸스 컬리지 박사 R. Vesselinov의 연구 결과, 2009년 1월

($MM)



Rosetta Stone Korea Rosetta Stone Korea 



Business Channels 

WEB &                      HOME CLASS

“Anyone, anywhere, anytime

can learn using Rosetta Stone.”

기업기업기업기업,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학교학교학교학교

E&E 

Business 

포스코, 신한은행, 

KT&G, 

서울시립대 등

전국전국전국전국

주요주요주요주요 서점서점서점서점 , 마트마트마트마트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 

이마트 등

주요주요주요주요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

롯데닷컴

AK mall 

네이버

지식쇼핑 등

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

영어교실영어교실영어교실영어교실

전국

교습소 및

공부방

홈쇼핑홈쇼핑홈쇼핑홈쇼핑 방송방송방송방송

홈쇼핑홈쇼핑홈쇼핑홈쇼핑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CJ 오쇼핑

GS 홈쇼핑 등

WEB &                      

Call center 
E-tail KIOSK

HOME 

SHOPPING

CLASS

ROOM
E&E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 콜센터콜센터콜센터콜센터

Rosetta

Stone.co.kr

1588-7718 



Product Overview

�전 세계 24개언어 (세계 100여개국 공용어)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

�자연스런 직감 활용 기초 학습, 음성인식기술, 원어민 화상 학습 포함 온라인 학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학습 대상 - 외국어를 기초부터 배우고자 하는 성인 또는 어린이 학습자

�학습 방식 - PC에 다운로드 후 영구 학습 또는 온라인 기간제 학습

�학습 레벨 - 1단계, 1~3단계, 1~5단계 중 선택 가능

�판매처 및 가격 - 웹사이트,콜센터 , 키오스크, 이테일 / 299,000 ~ 999,000원

TOTALeTM

TOTALeTM +

세계 24개 언어를 익히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

어린이 영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

�영어를 공부가 아닌 놀이로 즐겁게,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된 어린이 전용 영어 학습 풀 세트

�암기 없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영어 기초 학습 , 음성인식기술, 원어민 화상학습 포함 온라인 학습 1개월, 

워크북, 플래쉬카드, 헤드셋, CD 컴패니온, 사용가이드

�학습 대상 - 영어를 처음 접하는 미취학 아동부터 실전 영어 회화를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생

�학습 방식 - PC에 다운로드 후 영구 학습 /  학습 레벨 - 1~5단계

�판매처 및 가격 - CJ 오쇼핑, GS 홈쇼핑,  웹사이트, 콜센터, 키오스크, 이테일 / 719,000원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영어 회화 집중 훈련

�발음 교정 훈련, 다양한 상황 별 회화 연습, 원어민 1:1 화상학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커뮤니티

�학습 대상 - 수 년 넘게 영어를 공부하고도회화에 자신 없어 하는 성인 학습자

�학습 방식 - 온라인 기간제 학습 (1~12개월) 

�판매처 및 가격 - 웹사이트, 콜센터, 키오스크, 이테일 / 99,000 ~ 1,119,000원

TOTALeTM +

ReFLEXTM 
하루 30분 영어 회화 트레이닝

어린이 영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



TOTALeTM  PRO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외국어 학습

�생소한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솔루션 , 6개 언어 (다리어, 라틴어, 스와힐리어,우르드어, 파슈토어, 히브리어) 학습법 제공

�암기 없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외국어 학습 , 음성 인식 기술

�학습 대상 - 외국어를 기초부터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

�학습 방식 - 온라인 기간제 학습 (6개월, 12개월) 

�판매처 및 가격 - 로제타스톤 웹사이트, 콜센터 / 224,000원 ~ 345,000원

Rosetta COURSETM
생소한 외국어도 로제타스톤으로 쉽게

Product Overview

�기업 및 기관, 학교,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솔루션

�외국어 기초 학습, 음성인식기술, 원어민 화상 학습 포함 온라인 학습, 학습자 관리 기능

�학습 대상 - 임직원 및 구성원의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및 학교

�학습 방식 - 온라인 기간제 학습

�판매처 및 가격 – 로제타스톤코리아 E&E 비즈니스 팀 별도 문의

TOTALeTM  PRO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외국어 학습

�로제타스톤의혁신적인 영어 학습법에 체계적 관리까지 더해진 영어 교실

�즐겁게 배우는 영어학습, 레벨테스트를통한 1:1 맞춤형 커리큘럼, 원어민 화상 학습, 깐깐한 검증과 교육 이수를 거친 영어 교실 교사

�학습 대상 - 영어를 처음 배우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 방식 - 전국의 로제타스톤영어 교실을 방문하여 개별 상담 및 레벨테스트후 맞춤형 학습 진행

�프로그램 및 가격 문의 – 로제타스톤 주니어사업본부별도 문의

로제타스톤이 만든 혁신적인 영어 교실로제타스톤 영어 교실



세계세계세계세계 24개개개개 언어를언어를언어를언어를 익히는익히는익히는익히는가장가장가장가장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TOTALeTM

로제타스톤 토탈리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한 로제타스톤의 독자적인 학습 원리에 혁신적인 온라인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가 더해져 한 층 더 강력해진 최신 버전의 외국어 학습 토탈 솔루션입니다. 로제타스톤 토탈리로 영어 뿐 아니

라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전 세계 24개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토탈리는 오직 학습하는 언어만

을 활용한 100% 몰입 환경에서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외국어를 암기없이 쉽고 자연스럽게 깨우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원어민 코치와의 라이브 화상 학습 세션(Rosetta Studio™), 전 세계 의 학습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Rosetta World™)이 더해져, 보다 자신 있게 외국어 를 말하고 즐길 수 있도록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Rosetta World™)이 더해져, 보다 자신 있게 외국어 를 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클라우드(Cloud) 기반 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사용정보와 학습내용이 PC와 아이패드에서 동 기화되어

한층 편리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Gold standard.”
� 암기나암기나암기나암기나 번역번역번역번역 없이없이없이없이 모국어를모국어를모국어를모국어를 배우듯배우듯배우듯배우듯 쉽고쉽고쉽고쉽고 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 24242424개개개개 언어를언어를언어를언어를 학습학습학습학습

� 원어민원어민원어민원어민 코치와코치와코치와코치와 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 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회화회화회화회화

� 전전전전 세계세계세계세계 학습학습학습학습 친구와친구와친구와친구와 즐기는즐기는즐기는즐기는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학습학습학습학습 게임게임게임게임 및및및및 활동활동활동활동

� 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 , , , 태블릿태블릿태블릿태블릿, , , , 아이패드에서도아이패드에서도아이패드에서도아이패드에서도 언제언제언제언제 어디서나어디서나어디서나어디서나 학습학습학습학습

� 개인별개인별개인별개인별 맞춤형맞춤형맞춤형맞춤형 콘텐츠콘텐츠콘텐츠콘텐츠, , , , 음성인식기술음성인식기술음성인식기술음성인식기술

�TOTALeTM ---- PCPCPCPC에에에에 설치설치설치설치 후후후후 영구적으로영구적으로영구적으로영구적으로 학습학습학습학습

� TOTALeTM Online ––––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기간제기간제기간제기간제 학습학습학습학습



영어는 필수! 이제 제2외국어가 답이다. 아랍어부터 베트남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로제타스톤 토탈리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공용어, 총 24개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수능시험에 베트남어, 아랍어 등의 제3외국

어가 응시 과목으로 채택되는가 하면, 글로벌 기업에서는 특정 국가의 제3외국어 능통자에게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제, 제3외국어가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토탈리로 학원에 갈 필요없이 유학가지 않고도 집

에서 편하게,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세계 24개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세계세계세계세계 24개개개개 언어를언어를언어를언어를 익히는익히는익히는익히는가장가장가장가장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TOTALeTM

토탈리로 학습 가능한 세계 24개 언어

미즈내일, 2013년 7월호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영어영어영어영어 학습학습학습학습 ‘끝판왕끝판왕끝판왕끝판왕’, TOTALeTM  +

로제타스톤 토탈리 플러스는 파워 블로거 엄마들 사이에서 No.1 학습법으로 평가 받은 로제타스톤 토탈리 (영어)에

재미있는 학습을 위한 교구와 복습 및 관리 기능이 더해진 교재(워크북)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1개월, 그리고 학습을 위한 필수 아이템까지 모두 더해진 풀 세트 제품입니다. 2013년 6월부터 국내 유명

홈쇼핑 방송 및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로제타스톤 토탈리 플러스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할 수 있으며, 암기나 문법 공부를 통해 억지로 배우는 영어가 아닌 놀이처럼 즐기며 배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를 줄이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키즈 전용 학습 솔루션입니다. 

�암기암기암기암기 없이없이없이없이 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 우리말처럼우리말처럼우리말처럼우리말처럼배우는배우는배우는배우는영어영어영어영어 기초기초기초기초 학습학습학습학습

�미국미국미국미국 원어민원어민원어민원어민 화상화상화상화상 학습학습학습학습 을을을을 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학습학습학습학습 (기본기본기본기본 1개월개월개월개월) 

�문제문제문제문제 풀이를풀이를풀이를풀이를 통한통한통한통한 복습과복습과복습과복습과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가이드를가이드를가이드를가이드를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 워크북워크북워크북워크북 (20권권권권) 

�재미있는재미있는재미있는재미있는카드카드카드카드 놀이로놀이로놀이로놀이로복습하기복습하기복습하기복습하기 ! 플래시카드플래시카드플래시카드플래시카드 (총총총총 300장장장장)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학습을학습을학습을학습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필수필수필수필수 아이템아이템아이템아이템 , USB 헤드셋헤드셋헤드셋헤드셋

�편리한편리한편리한편리한 설치와설치와설치와설치와 보관을보관을보관을보관을위한위한위한위한 CD 컴패니온컴패니온컴패니온컴패니온

를 줄이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키즈 전용 학습 솔루션입니다. 

국내국내국내국내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90% 90% 90% 90%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 500인의 파워 블로거 엄마들이 인정한 로제타스톤 학습 효과! 82%가 자녀 영어 실력 향상 경험
�유명 연예인 엄마들도 강력 추천하는 아이 영어 학습 ‘로제타스톤’

블로거블로거블로거블로거 엄마들도엄마들도엄마들도엄마들도, 연예인연예인연예인연예인 엄마도엄마도엄마도엄마도 인정한인정한인정한인정한 No.1 아이아이아이아이 영어영어영어영어 학습학습학습학습

500인의 체험단 설문조사, 2012년 10월 여성중앙, 여성조선 등 주부지 2012년 12월호



하루하루하루하루 30분분분분 영어영어영어영어 회화회화회화회화 트레이닝트레이닝트레이닝트레이닝, ReFLEXTM

로제타스톤 ReFLEX 는 수 년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전히 듣기와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들을 위한 ‘영어

말하기 집중 훈련’ 입니다. 로제타스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어 말하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한국인의 발음 문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발음교정훈련, 회화연습, 미국인 코치와의 1:1  실전회화의 3단계

과정이 1회 30분 가량 진행 되며, 추가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Rosetta WorldTM에서는 전 세계의

. , . 

“동아일보동아일보동아일보동아일보기자가기자가기자가기자가뽑은뽑은뽑은뽑은

2011년년년년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IT 학습학습학습학습”

다른 학습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 아이패드에서도 학습 가능합니다.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환경에서환경에서환경에서환경에서언제언제언제언제, 어디서나어디서나어디서나어디서나학습자가학습자가학습자가학습자가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때에때에때에때에 편리하게편리하게편리하게편리하게학습학습학습학습

�PC, 아이패드아이패드아이패드아이패드,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폰으로폰으로폰으로폰으로 편리하게편리하게편리하게편리하게학습학습학습학습

�미국미국미국미국 원어민원어민원어민원어민 코치와코치와코치와코치와 1:1 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 화상화상화상화상 회화로회화로회화로회화로 영어영어영어영어 자신감자신감자신감자신감키우기키우기키우기키우기

�개개인의개개인의개개인의개개인의실력과실력과실력과실력과 성과에성과에성과에성과에맞춘맞춘맞춘맞춘 1:1 맞춤형맞춤형맞춤형맞춤형 학습학습학습학습 콘텐츠콘텐츠콘텐츠콘텐츠 제공제공제공제공

�음성음성음성음성 인식인식인식인식 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즉각적인즉각적인즉각적인즉각적인피드백으로피드백으로피드백으로피드백으로,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발음발음발음발음 교정교정교정교정

�전전전전 세계세계세계세계 학습자와학습자와학습자와학습자와소통하며소통하며소통하며소통하며즐기는즐기는즐기는즐기는 영어영어영어영어 학습학습학습학습 게임으로게임으로게임으로게임으로공부도공부도공부도공부도즐겁게즐겁게즐겁게즐겁게



� 152인의 대학생과 직장인 대상으로 국내 유명 영어 교육과 교수진과 함께 실험한 결과, 리플렉스를

2개월 학습 후 영어 초급 레벨의 61%가 영어 테스트(OPIc) 성적 향상 효과 보임

� 83.6%의 높은 만족도! 

� 87.5%가 리플렉스 사용 후 영어 발음 교정 및 말하기 능력이 상승했다고 평가!

전문가도전문가도전문가도전문가도학습자도학습자도학습자도학습자도 인정한인정한인정한인정한 ReFLEXTM 학습학습학습학습 효과효과효과효과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어학원에서 집중 훈련을 받는 경우, OPIc 성적 한 단계 상승에 필요한 시간은 120~240시간

인데, 리플렉스는 단, 20시간 학습으로 스피킹 초급자들의 성적이 한 단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학습 효과예요”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선희 교수



Media reviewMedia review
& Awarded



Media review

�로제타스톤 ‘영어’ 교육의 뉴 트렌드로 떠오르다!

SBS 생활경제뉴스, 2011년10월18일 / 뉴스 Y 2012년 11월 19일
STORYON,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 2011년 11월

/ DONGA TV, VJ 매거진, 2013년 4월



�언론이 극찬한 파워블로거 엄마들도 강력 추천하는 No. 1 아이 영어 학습 ‘로제타스톤’ 

Major product _ 2

Metro, 2012년 2월 29일 주부생활, 2012년 1월호

Chosun ilbo, 2013년 2월 18일



Media review

�진화하는 영어 학습 ‘로제타스톤 리플렉스’ 업계 선두주자로 승승장구!

MBN 뉴스 , 2012년 4월 Focus, 2011년 8월 10일

Metro, 2011년 8월 10일 조선일보
2012년 5월



Rosetta Stone Company 

•2011년, 고객 서비스 및 세일즈 3개 분야 스티비 어워드상 수상

고객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혁신 부문

피트 럼펠(Pete Rumpel) 글로벌 세일즈 부사장, 올해의 세일즈 부문 수상

올해의 글로벌 세일즈 팀 상

• 2010년, 스마트CEO 퓨쳐50 선정

• 2010년, 엘로쿠아 마키즈 어워드(Eloqua Markies Award) 마케팅 세일즈 BFF 부문

Awarded

• 2010년, 엘로쿠아 마키즈 어워드(Eloqua Markies Award) 마케팅 세일즈 BFF 부문

• 2010년, 딜로이트 테크놀러지 패스트 500 선정

• 2010년, 로제타스톤 워싱턴DC지역 급성장 기업 중, 퓨처 50 위너(Future 50 Winner) 인증

• 2009년, 브라이언 헬먼(Brian Helman) CFO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 선정, 테크놀러지 분야 올해의 CFO 수상

• 2009년, 톰 아담스(Tom Adams) 대표이사 언스트&영 올해의 기업가상 전체부문 수상

• 2009년, 톰 아담스(Tom Adams) 대표이사 언스트&영 올해의 기업가상 리테일 및 소비재 제품 부문 수상

• 2009년, 톰 아담스(Tom Adams) 대표이사 어메리칸 비즈니스 어워드(스티비 어워드) 올해의 경영인 상 수상

• 2009년, 코디(CODiE) ‘기업성취상’ 수상

• 2009년, 미 경제지 Inc선정 기업순위 5000중 906위, DC메트로 지역 76위, 교육산업 중 14위 랭킹

• 2008년, 딜로이트 테크놀러지 선정 패스트 500대 기업 선정

• 2008년, 코디(CODiE) 기타 커리큘럼 부문 ‘최고 학습 솔루션상’ 및 ‘최고 기업용 러닝 솔루션상’ 수상

• 2008년, NVTC(Northern Virginia Technology Council) 주최 핫티켓 어워드 ‘Hottest Exit’ 선정



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 ReFLEXTM

• 2011년, Adobe max award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부분 수상

IT동아 기자단이 뽑은 ‘2011년 최고의 IT학습’ 선정

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 TOTALeTM

• 2011년, PCMac.com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

• 2011년, SXSW 인터랙티브 어워드 교육자원 부문

Awarded

• 2011년, SXSW 인터랙티브 어워드 교육자원 부문

• 2009년, 타임지 ‘최고 여행 가제트’ 선정

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로제타스톤 V3
• 2009년, 로제타스톤 V3, NAPPA 어워드 아너스(Honors)수상

• 2009년, 로제타스톤 V3, 소프트웨어 분야 ‘iParenting Media Excellent Product’ 선정

• 2009년, 로제타스톤 V3, 이태리어 레벨1, 칠드런 테크놀러지 리뷰 에디터 초이스 어워드수상

• 2009년, 로제타스톤 V3, PTPA 미디어 어워드 수상

• 2009년, 로제타스톤 V3, 이태리어 레벨1, 교육 미디어 부문, 올해의 크리에이티브 차일드 미디어 어워드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