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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 Online School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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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문장부터 에세이 쓰기까지 훈련!

 자기주도적 글쓰기 훈련과 말하기 표현!

 학습 내용을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완성!

온라인 학습

 Level Test

 단어장 만들기, 단어 퀴즈 만들기

 Grammar Generator

 Sentence Writing

 공인인증시험 (NEAT, TOEFL, TEPS)

Teacher’s Tools

멀티미디어 교실 수업

 스마트보드 활용

 시청각 교육

수준별 맞춤 학습도우미 Compass Online School입니다.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수업 준비부터 학습 관리까지!

Compass Online School Pack 구성품

연간회원권 1장, 온라인학습 1개월 수강권 30장, 사용자 간편메뉴얼(Teacher, Student)

e-Book

 Readers e-Book 제공

 교재수업용 e-Boo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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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리 시스템

Compass Online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 스스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신의 학습 진도에 맞추어 원하는 학습 기간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Compass Online School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학생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port / Level Test
학습시간, 포트폴리오, 각종 분석통계로 학생의 학습 습관 파악 및  

지도 등의 학습과정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간편 Homework 검사가 가능하여 한눈에 정기적인 실력 향상  

분석 및 지도 등의 학습결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규입학시 영역별 레벨을 평가하고, 재학생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학습 진척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Teacher’s Member Service

선생님들께 드리는 Special 혜택!

Level Test Vocab Test Grammar
Generator

Sentence
Writing

iBT TOEFL
Reading & Listening

Mini Test

회원가입 및 Compass Online School Pack 인증하기

1.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compass-school.com/

2.  화면 상단의 ‘Join’ 버튼 클릭 후 ‘Teacher’ 로 회원 가입 합니다. 

(회원가입 완료시 학원별 홈페이지가 자동 생성됩니다.) 

3.  로그인 페이지에서 ID, Password를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4.  상단메뉴의 Teacher Corner > Payment > 연간회원결제 페이지의 

“Compass Online School Pack 인증하기” 부분에서 No.를 입력하신 후 

인증 완료와 동시에 Compass Online School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수준별 맞춤 학습!!

Contents

Compass Medi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재를 온라인 수업 및 학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aders (1,000 Stories) 
/ 컴퍼스 교재 / Speaking e-Tutor / Writing e-Tutor

Study

회원등록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관리, Homework을 할당, 학습이력/점수 확인등이 가능 합니다. 

Compass Online Schoo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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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 Online School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수준별 맞춤 학습!!

회원가입 및 쿠폰 인증 / 결제하기

1.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compass-school.com/학원URL

2. 화면 상단의 ‘Join’ 버튼 클릭 후 ‘Student’로 회원 가입 합니다. 

3.  로그인 페이지에서 ID, Password를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선생님께 ID랑 PW를 받은 경우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하세요.)

4.  My Class > Payment 페이지에서 쿠폰 인증 후 학습 혹은 iBT Test가  

가능 합니다. (개인결제를 하는 학생의 경우 My Class > Payment  
페이지에서 쿠폰 구분 설정 후 개인결제 가능 합니다)

Contents

Compass Medi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재를 온라인 수업 및 학습으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Readers (1,000 Stories) 
/ 컴퍼스 교재 / Speaking e-Tutor / Writing e-Tutor

Homework

선생님이 학생에게 할당한 Homework를 학습 합니다. 

Tool

Compass Media 자체 기술로 개발한 Vocab Generator, Sentence Writing Tool을 통해 학습과 관련된 시험지,  
단어장, 문장학습 등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iBT TEST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의 iBT Testing System을 원하는 유형, 수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 결제)

Mileage

온라인 학습 결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므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꾸준한 온라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Payment

사이트 이용을 위한 결제방법을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쿠폰 결제– 선생님이 쿠폰 구매 후 학생에게 배포. 학생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쿠폰넘버 인증 후 학습 or iBT Test 가능. 
2. 학생 개인 결제– 학생 개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 후 학습 or iBT Test 가능.

Communication

공지사항과 1:1 문의를 통해 선생님과 소속 학생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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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Test

쿠폰 결제 혹은 개인 결제 후 iBT TEST에 접속하여 테스트 후 시험결과 Repor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rtfolio

선생님이 할당해 준 Homework 혹은 학생이 혼자서 학습한 컨텐츠들이 보여지고, 학습중 녹음했던 녹음파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Report

학생이 학습 한 내용을 Homework, Portfolio, 레벨별 이수율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컨텐츠의 개수, 학습 평균점, 이수율, 학습 횟수, 학습 시간 등)

Mileage

학생이 학습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yment

선생님이 지정한 결제 방법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쿠폰 결제– 선생님께 받은 쿠폰을 학생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쿠폰넘버 인증 후 학습 or iBT Test 가능. 
2. 학생 개인 결제– 학생 개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 후 학습 or iBT Test 가능.

Communication

공지사항과 1:1 문의를 통해 선생님과 소속 학생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