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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맞는 eTest 선택

1

두 가지의 eTest 중, 
연령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세요.

시험을 시작하기 전 ... 

듣기 문제도 제시되니,

기기의 볼륨을 확인해 주세요.

반응형 시험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5분~20분간 진행됩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 등

평가를 방해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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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국가코드(+82 South Korea) 선택 후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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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테스트 시작

Name

Email

Confirm Email

Country Code

Your Phone Number

              시작 전 

이메일과 연락처를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회원등록을 할 때(희망 시) 본인여부 확인에 사용됩니다,

위 정보는 학습자의 학습 지원을 제외한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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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다시 보고자 하면

                 를 선택하세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를 선택하세요.

CEFR 기준으로 표시된 시험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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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다시보기 or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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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는 CEFR 유럽언어공통기준으로 보여주며,

다른 공인 인증시험과의 비교 결과도 함께 표시됩니다.

CEFR Level Chart를 클릭하면,

자신의 레벨이 

전체 CEFR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려줍니다.

Target은 neo 학습으로 획득할 

첫 번째 CEFR 목표 레벨 입니다.

* 결과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제공한 기관에서
  “별도로 통지”한다는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제공 기관에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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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확인

Target

Pre
A1

A1

C1
Bridge

C1

B2+

B2

B1+

B1

A2+

A2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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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이메일 주소와 문자로

eTest 시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eTest 진단 결과를 토대로
CEFR 인증과정 학습을 신청합니다.

     무료체험 희망 시
1670-3799, 회원가입 링크 발송 요청

     학습 시작 조건
1. neo 운영이 가능한 단체/기관에 소속된 학습자
2. neo 학습바우처 코드를 보유한 학습자

위 항목 중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1670-3799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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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인증과정 학습신청

neo

Hi David Young ,

Thank you for taking neo Placement Test (PT).

Your PT level is B1+.

Your neo administrator will activate your account. If you 
have a pre-paid voucher code, Click here  to complete 
your registration.  

Regards,
nexgen neo Team

8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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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과정 학습 희망 시

이메일과 문자로 회원가입 링크가 발송됩니다.

회원가입은 단순히 로그인계정을 만드는 것이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앞선 5단계(CEFR인증과정 학습신청)의

학습 시작 조건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거나 무료체험 희망 시

1670-379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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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r 문자 인증

Hi and welcome to neo!

To complete your account’s registration, please create a password by 
clicking on the button below.

Or copy and paste the followinng URL into your browser:

https://interim.id.dyned.com/neo/register/confirm...

Your ‘Create Password’ link will expire after Sun, Aug 19, 2020 11:10 
PM.

Our AI-guided neo Study and personal coaching are now at your 
fingertips!

Enjoy!
The nexgen neo team 

neo 8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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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계정 생성을 확정하기 위해

이름, 이메일,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사진을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한 사진은 CEFR 인증서에 사용됩니다.

복사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사진 변경은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7

계정 생성

David Young

dyoung@provider.com

999 999–9999

B1+

cefr.co.kr
1670-3799



8

neo study 학습 시작
myneo 앱으로 Live코칭 예약가능 B1

8 : 3 0

축하합니다!

국제적 실용영어 인증, CEFR 레벨을 높여주는

neo 학습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어플레케이션을 다운받아 학습을 시작합니다.

neo study

: 학습용

my neo

: 기록 확인, Live코칭 예약용

<my neo 화면설명>

Study Now를 클릭하면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Live에서 코치를 선택하여 시간을 예약하고 Live코칭을 받습니다.

사용 동영상, 학습 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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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급한 직장인
대학생 실용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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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역사 등 교과연계 영어
중고등학생 실용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