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잠자는 영어를 깨우세요, ReFLEXTM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 브랜드 로제타스톤의 ‘하루 30분 영어 회화 트레이닝’ ReFLEX를 소개합니다. 로제타스톤 ReFLEX는 수 년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전히 듣기와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들을 위한 ‘영어 말하기 집중 훈련 솔루션’ 입니다. 로제타스톤의 독자적인 첨

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어 말하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한국인의 발음 문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발음 교정 훈련, 회

화연습, 미국인 코치와의 1:1 실전회화의 세 가지 과정이 하루 30분 가량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Rosetta 

WorldTM에서는 다른 학습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ReFLEX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자는 영어 깨우는 것. ReFLEX의 약속입니다. 

하루 30분 ReFLEXTM 

Skills   발음 교정 훈련
정확한 영어 발음교정을 위한 게임 형태의 훈련 코스 입니다. 한국인이 어렵게 느끼는 L/R 발음, th 발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별해 낼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제공합니다.  

Rehearsal   다양한 상황 별 회화 연습 
다양한 상황에서의 알맞은 영어 표현을 연습한 후, 순발력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

을 제공합니다. 

 

Studio   미국 현지 코치와 1:1 화상 회화
미국 현지 코치와 함께 Rehearsal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를 진행합니다. 매일 미국 원

어민과의 실전회화를 통해 영어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Rosetta WorldTM   로제타스톤만의 새로운 학습 네트워크 만들기   
● 다양한 영어 학습게임과 학습활동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글로벌 학습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ReFLEX CompanionTM (Smart Phone, iPod touch® )

ReFLEX CompanionTM HD (iPad®)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 폰,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발음
교정(Skills) 및 읽기(Reader)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ReFLEXTM  for iPad (iPad®)

원어민 1:1 실시간 회화 학습을 포함한, 리플렉스 전 과정의 학습이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PC

에서 학습한 내용이 아이패드에서도 완벽 동기화 되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New



ReFLEX
TM

 하루 30분 학습코스

ReFLEX
TM  Dynamic Activation

로제타스톤 ReFLEX의 Dynamic Activation 학습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ills

Rehearsal

Studio Studio
미국 현지 코치와 1:1 화상 회화

실제 미국인과의 대화로 영어의 자신

감 쌓기.

Rehearsal
다양한 상황 별 회화 연습

정확한 표현을 순발력있게 말하기.

Skills
발음 교정 훈련 

정확한 발음 연습하기.

Phonetic 
ClarityTM  

      
   Activation

Vocal 
AutomaticityTM

Native 
SocializationTM



Intelligent SequencingTM

  

복잡하면서도 절묘하게 잘 짜여진 컨텐츠와 쌍방향 학습으로 학습자의 말하기 완성을 이루어 냅니다. 학습자가 각각의 학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여 다이나믹한 맞춤형 학습 과정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자신감있고, 명확하고 능숙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가이

드 합니다. 

Phonetic ClarityTM

  

영어에서 늘 어렵게 느껴졌던 어려운 발음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발음 할 수 있도록 청각 및 발성기관을 훈련시킵니다. 원어민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고, 로제타스톤의 독자적인 음성인식기능을 활용한 게임형태의 학습과정과 회화 중심의 대화를 훈련하게 하여 깨끗하고 정확한 발음 교정 및 영어 말

하기가 가능합니다. 

Vocal AutomaticityTM

  

꾸준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통해 낯선 소리/발음을 정확히 소리내게 하고 자연스럽게 단어와 문장들로 구사하게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과정은 학습자가 이

미 알고 있는 수준의 컨텐츠를 활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속도로 일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게 합니다. 

Native SocializationTM

 

새로운 회화 스킬을 원어민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활동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형태의 회화 학습을 통해 이러한 회화 스킬을 다시 한번 강화하

고, 학습자의 진도와 실력을 숙지한 미국인 코치를 온라인 화상학습세션에서 만나서 영어 대화의 기술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학습자

가 자연스럽고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Actionable FeedbackTM

  

ReFLEX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표시하거나, 컨텐츠를 추가하건, 컨텐츠를 추가하는 등 다앙한 방법으로 학습자는 충실한 언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언제나 제공받고 있습니다. 

Sustainable RoutineTM

 

학습자의 생활패턴에 맞도록 맞춤화된 활동을 규칙적으로 진행하여 명확하고 아름다운(clear&beautiful)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션이 매 

순간 학습자의 진도상황에 맞추어 진행이 되고, 꾸준한 실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매일매일의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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