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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즈스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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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미국교육회사 Edgenuity

사용처

미국의 교육청단위 상위 10개 교육청의 70%가 사용

대상

K~12학년, 온라인 미국학교 (초, 중, 고등학교 전 학년)

사용인원

520만명, 10,000개 학교 사용 중

학습형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스마트 교실 수업, 거꾸로 수업



2017 학교 전용 브랜드 USEschool 런칭 

2016 기업부설 교육 연구소 설립, USEschool, 공터 런칭

2015

  

      

     

    

          

2014
초, 중, 고 영어 어휘 학습 프로그램 서비스 개시

미국 Compass Learning 사로부터 Gr. 3 ~ 5 저작권 추가 확보

2013

중국,대만,필리핀,홍콩,싱가폴,베트남 수출권 취득

중국 광동성, 대만 Reseller 계약 체결

차일드유, 컴퍼스러닝 전자출판물 인증 획득

2011 고등과정 Compass Learning 출시

2005 Korea Times 선정 대한민국 외국어교육 대상 수상(온라인 영어 사이버 교육부문)

2001
www.ChildU.co.kr 홈페이지 오픈 / 차일드유 국내 서비스 개시

Korea Herald 선정, 영어 교육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0 미국 Compass Learning 사와 차일드유 프로그램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체결

2002

미국 Compass Learning  사로부터 Gr. K ~2 저작권 확보

차일드유 다기능 영어학습 CD 신소프웨어 대상 수상 (정통부 장관상)

차일드유 영어 프랜차이징 사업 개시

02

미국본사인Compass Learning.,Inc.의최고파트너로선정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일본, 태국수출권취득

신제품 Hybridge 출시

미국Compass Learning 사로부터Gr. 6 ~ 12 저작권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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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특성화 학교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Blended Learning 프로그램

●  다수의 명문 사립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10년 이상 각 학교의 교과과정과

미국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알파벳도 모르고 입학한 학생들이 미국의 공교육 교과과정을 지속으로 학습한

후 5~6 학년이 되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  10년 이상 유즈스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 할 때 미국학교의 교과과정 이수를 목표로 영어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모르고

입학한 학생들이

5~6학년이 되면

원어민처럼 됩니다!



유즈스쿨의 성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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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 유·초 · 중 · 고의  공교육 교육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  

●  미국 최대 교육 전문 기업에서 개발 및 학력인증 -

기초 파닉스부터 100% 영어로 진행되어 자연스런 언어습득 및 발화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미국공교육 교과과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등 미국 전역의 지역교육청과 10,000여 개의  공립학교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 활용되어 학생의 월등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sers in USA>
   

●  70,000 Teachers

●  10,000 Schools

● 5,200,000 Students



유즈스쿨은 미국 전역의 지역 교육청 산하 교육감님들과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온라인 미국 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05

미국 전역의 교육감, 교장 선생님들이
강력 추천하는 온라인 미국공교육 교과과정

에리조나 주 교육감 펜실베니아 주 교육감

텍사스 주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 오클라호마 주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

위스콘신 주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

동영상은 www.edgenuity.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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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교육 핵심정책인 공통학력기준(CCSS)을 토대로 구성

유즈스쿨의 교과과정은 2014년부터 미국 43개 주와 워싱턴 DC 교육청에서 채택되어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들의 공통학력평가 기준인

공통학력기준(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 뿐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분석정리 한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과 협력을 통해 최종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AdvancedED는 미국 전역 30,000개 이상의 공립, 사립 학교와 지역 교육, 그리고,

전 세계 70여 개국 약 1천6백만 명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100년 이상의 역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교육인증 기관입니다.

유즈스쿨이 국내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Edgenuity 프로그램은

이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com
이미지삽입


com





미국학교 학습활동의 특징

07

Sample:

미국 1학년 수준의 Phonics

정확한 알파벳 음가를 학습한 후에, 해당 음가와 관련된 Story 학습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미국학교 학습활동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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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미국 4학년 수준의 Language Arts 창의 토론수업

학습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어진 지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를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고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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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미국 1학년 수준의 Math

Math의 Fraction(분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수의 개념 및 문제 풀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학교 학습활동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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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HISTORY ENGLISH

MATH SCIENCE

Sample:

미국중등 & 고등과정

다양한 원어민의 음성과 시청각 자료 및  동영상 강의로

미국 중등,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학습합니다.



언어훈련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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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즈스쿨의 언어훈련관이란?

미국 학습활동에서 배운 내용의 핵심 단어, 문장 및 문단을 Listening & Speaking과

Dictation & Writing 영역으로 나눠서 집중 학습



유즈스쿨 성공 도구 및 효과

12

ㆍ운영관리 모듈 제공

ㆍ교사 채용의 한계 해소

ㆍ부족한 교실 대체

ㆍ제한된 수업 시간 확보

수업의 질 향상, 자료 준비시간 감소, 시기적절한 학생지도  

ㆍ전 학년 커리큘럼 제공 

ㆍ편리한 학습현황 및 관리

ㆍ강사교육 및 수업자료 제공

ㆍ미국학교 교과목 학습

ㆍ언어의 4 skills 훈련

ㆍ미국학교 e-Library

특화된 교육 실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운영자

교사

학습자

영어로 세상을 꿈꾸다! 언어사용능력 완성



학교 요구에 따른 다양한 적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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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체에 적용
Reinforces and deepens students’ understanding of regular classroom instruction

수준별 개별 맞춤 학습 적용
Automatically creates a learning path for each student based on his or her assessment results

교실수업용 교재와 연계  ★ 다음 쪽에서 상세 설명

Can be customized to match the content in students’ textbooks or other classroom materials

특정 교실에 적용
Works with an interactive whiteboard as a class review or introduction to a new skill or concept

이중언어 학습용으로 적용(ELL/ESL)
Provides instruction in students' native languages while familiarizing them with English vocabulary terms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

온라인 과제 적용
Teachers can provide assignment to class or individuals.

특정 학교만의 교과과정 재설계
Schools can rearrange the Odyssey standard curricula according to school’s standardization.

테스트 생성 및 관련 학습 연계하여 제공
Teachers can make their own test files including learning path, and make tests through online.

모니터링
Each teacher can see students learning progress and attendance by class or individuals.

리포트
Teachers can see class progress summary and make reports easily to school administrator.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툴 제공(선택 활용) 



교실 수업 연계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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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진도에 맞춰 온라인으로 학습 

<CLASS>
개요

학교에서 교재와 함께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을 위해 유즈스쿨의 수업자료를 활용합니다.

① Speaking 강화 

② Writing 강화 

③ Classroom Activity

수업교재, 온라인, 워크시트 등 

특징(OUTPUT)

활용도구

쌍방향 대면 학습

<HOME>

개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유즈스쿨 

온라인으로 복습합니다.(사전 학습으로도 활용)

① 수업에 대한 복습 

② 개인차에 따른 학습

③ Listening & Reading 학습 

④ Speaking & Writing 기반 학습

① 미국학교학습관(American School)

② 언어훈련관(Language School)

③ 북클럽(Book Clubs)

특징(INPUT)

온라인 학습관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독서 『북클럽』 특징

15

읽기교육에 최적화된 미국 1~8학년 영어 전문 도서  

교육부와 EBS에서 인정한 검증된 콘텐츠

AR기준으로 세분화된 독서 시스템(총 26레벨) 

문해력 기반의 성공적인 독서 습관 확립

Reading

Learning

Word Preview Fill in the blanks Test Quiz Sentence Choice Spelling Choice

Edu Times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즈스쿨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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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혹은 가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진행

담임 선생님의

관리 및 학습지도 불필요

E-Learning 진행으로

원어민 선생님 대체효과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수업시수를 보충하여

학교 교육효과 Upgrade



유즈스쿨의 활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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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넘어 지식으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영어에 대한 자신감 형성 적극적인 발표 및 토론식 수업 전개

언어의 4대 기능 강화 자유로운 언어구사

다양한 주제의 지식 습득 다양한 주제의 지식 습득

영어적 사고의 깊이와 폭 확장 영어적 사고의 깊이와 폭 확장

공인시험 고득점 획득 간접 영향 공인시험 고득점 획득 간접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