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TOEIC Bridge 등의 공인 영어시험을 주관하고,
만여 권에 달하는 영어 서적을 출판해 온 YBM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방향을

제시 합니다!

NEAT의 시범 운영 단계부터 연구를 시작해
NEAT 대비에 가장 완벽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EAT 준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인 영어 실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새로운 시작이 될 NEAT,

50년 역사의 교육 기업 YBM과 함께 하십시오.

YBM NEAT PROGRAM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CONTENTS
2 _____ NEAT 시험 소개
5 _____ NEAT FORMULA 3급
6 _ NEAT FORMULA 3급 Listening
8 _ NEAT FORMULA 3급 Reading
10 _ NEAT FORMULA 3급 Speaking
12 _ NEAT FORMULA 3급 Writing

14_____ NEAT SOLUTION 2급/ 3급
16_____ iBT Actual Test 이용 안내

NEAT란?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네 영역을 고루 평가하는 iBT(Internet-based Test)형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으로
2012년 확정시 2016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역을 대체할 예정

| 시험의 목적 |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 학생들의 진로 및 특성에 따라 실용영어 또는 기초학술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입시 등에 활용

| 등급 및 시험 수준 |
• 1급 _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직장, 대학 생활 및 현지의 실용영어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 졸업이나 대학원 입학 시험, 국가고시, 취업, 유학 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 2급 _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학과 같은 어문학 계열과 일부 특수 학과 등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취 수준과 비슷하다.
• 3급 _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용 영어를 필요로 하는 일반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용영어 능력을 측정한다.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 문항 구성 및 시험 시간 |
문항 수
2급

3급

시험 시간
(휴식 시간 등 제외)

Listening

32

32

35

Reading

32

32

50

Speaking

4

4

15

Writing

2

4

35

계

70

72

135

영역

| 시험의 영역별 특징 |
문제 유형
영역

Listening
(듣기)

Reading
(읽기)

Speaking
(말하기)

Writing
(쓰기)

특징
•4지선다형이 기본, 관용적 응답은 3지선다형
•대화문, 담화문의 형태로 출제
•사실 파악 및 종합적 이해도 측정
•1지문 1문항이 기본, 1지문 2문항도 2세트 제시
•소재 비율 : 2급 - 실용 60%, 학술 40%
3급 - 실용 100%
•사실적, 추론적, 종합적 이해 및 어휘 측정
•4지선다형이 기본
•1지문 1문항 기본, 1지문 2문항 및 3문항은
2세트씩 제시
•소재 비율 : 2급 - 실용 30%, 학술 70%
3급 - 실용 70%, 학술 30%
•각기 다른 4파트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
(준비 및 답변 포함 2분 이내 영문 답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내용을
기본으로 출제
•소재 비율 : 2급 - 실용 30%, 학업 70%
3급 - 실용 100%

2급

적절한 응답 찾기, 주제, 제목, 요지,
의견 찾기, 내용 일치/불일치, 요청,
화자가 할 일, 위치, 도표 찾기 등

적절한 응답 찾기, 주제, 제목, 요지,
의견 찾기, 내용 일치/불일치, 요청,
화자가 할 일, 위치, 도표 찾기,
그림 고르기 등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주장 찾기,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주장 찾기,

세부 정보 파악, 빈칸 채우기, 문장 삽입,

세부 정보 파악, 빈칸 채우기,

내용 순서 파악, 어구 의미, 지칭 추론

내용(그림) 순서 파악, 어구 의미, 지칭 추론

연계 질문에 답하기, 문제 해결하기,
그림 묘사하기, 발표하기

•각기 다른 2/4파트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
•특정 정보를 주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연계 질문에 답하기, 그림 묘사하기
문제 해결하기

선택형 그림 묘사하기, 그림 세부 묘사
조건에 맞춰 쓰기, 짧은 에세이 쓰기

완성하기, 편지 쓰기,
그림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학습 전략

오디오 학습 자료 및 미디어 자료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억양, 표현, 소재 및
내용 흐름 학습

다양한 지문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각 문제 유형 대비

발음, 유창성, 언어형식, 구성력, 과제 수행의
평가 영역을 중점적으로 학습

언어 사용, 내용, 구성, 과제 완성의
평가 영역에 초점을 맞춰 학습
YBM NEAT PROGRAM

능력을 주로 평가
•소재 비율 : 2급 - 실용 50%, 학업 50%
3급 - 실용 100%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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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추진계획안 |
연도

2009

기본일정

개발
예비시험

2010

2011

2012
‘13학년도)
(

2013
‘14학년도)
(

시범시행
시범시험

시범평가

일반시행

2회

3회

A/B형 듣기문항
확대 예고

수능영어

10회
<예고 기간>

12회
A/B형 듣기문항
확대

• 영역별 등급제 :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각 영역별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수준에 대한 수행 능력 설명(Performance Level Description) 제공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짐
* 4개 등급 : Pass _ 3개 등급(A, B, C)
Fail _ 평가불가 영역(미응답 등) 및 극히 낮은 수준을 포함

• 대학 활용 : 학과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영역별 최소 기준 등급을 요구하거나

[학과별 특성에 따른 요구 영역 예시]
- A대학 영문과 :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2급 A등급
- B대학 관광과 : 듣기ㆍ말하기 3급 A등급
- C대학 철학과 : 읽기 2급 B등급 이상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일반시행

<예고 기간>

| 성적 보고 및 활용방안 |

필요한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

일반시행

일반시행

수능폐지 여부 결정
3회

2015 이후
‘16학년도)
(

본시행

주요일정

시험횟수 및
응시 예상 인원

2014
‘15학년도)
(

수능폐지
(반영 시)
20회

24회(120만명)

3급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필/수/공/식 |

NEAT FORMULA
NEAT Formula 시리즈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네 영역으로 구성된 3단계의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서입니다.
NEAT에서의 성공적인 고득점은 물론, 체계적으로 영어 학습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영어 학습서입니다.

레벨

LEVEL 1

LEVEL 2

LEVEL 3
2011년 12월 출간 예정

대상

초6 ~ 중1 대상

중2 ~ 중3 대상

중3 ~ 고1 대상

영역별 구성

Listening _ 본책 + 정답 및 해설 + MP3 CD 1장 + iBT Actual Test / 12,000원
Reading _ 본책 + 정답 및 해설 + iBT Actual Test / 11,000원
Speaking _ 본책 + 정답 및 해설 + MP3 CD 1장 + iBT Actual Test / 11,000원
Writing _ 본책 + 정답 및 해설 + iBT Actual Test / 11,000원
* MP3 파일(Listening, Speaking) 및 iBT Actual Test 무료 다운로드(ybmbooks.com)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필/수/공/식 |

NEAT FORMULA 3급 영역별 특징 _

Listening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NEAT 3급 Listening 문제 유형을 완벽 반영 및 전략 공개
• 다양한 주제 및 소재 하의 풍부한 지문과 문제 제시
• Step 1 ⇒ Step 2 ⇒ Challenge의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 진행
• 필수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하고 Practice로 확인 학습
• Dictation 학습을 통한 반복 학습 및 어휘 학습
• 실제 시험처럼 iBT 환경을 반영한 Actual Test 파일 무료 제공(ybmbooks.com)

LEVEL 1
내용

특징

LEVEL 2

LEVEL 3

실용 100%
쇼핑, 식당, 병원, 공연, 취미, 여행, 학교, 직업, 업무 등 실용적 소재
짧은 대화부터 긴 대화 지문까지

한층 심화된 내용으로 어휘,

각 유형에 단계적으로 접근

표현과 더불어 문맥 파악 등

확장된 범위에서 문제 풀이 강화

(50~90 단어)

강화 (60~100 단어)

(70~110 단어)

추론 능력 및 속도 등 좀 더

Actual Test 대비 %

60~70%

70~80%

80~100%

발간 일정

2011. 8

2011. 9

2011. 12

▶Useful Words & Expressions

▶Step 1
▶Step 2

NEAT FORMULA 3급 _

▶Question Types&Sample

Listening

문제 유형과 전략을 설명하고, 예제와 정답 및 해설을 통해
각 유형의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Challenge

▶Dictation

각 Unit의 Challenge 단계에서 학습했던 대화와 담화를 다시 듣고
받아쓰기 해봄으로써, 주요 단어 및 표현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난이도별로 제시된 문제와 풀이, Dictation, 단어 연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Actual Test

실제 NEAT의 Listening 영역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진
실전 테스트를 통해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한다.

YBM NEAT PROGRAM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며,
시험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각 Unit에 나올 주요 단어 및 표현을 미리 학습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 그 뜻과 쓰임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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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필/수/공/식 |

NEAT FORMULA 3급 영역별 특징 _

Reading

• NEAT 3급 Reading 문제 유형 완벽 분석 및 전략 공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한 다양한 주제 및 소재의 지문과 문제 제시
• Step 1 ⇒ Step 2 ⇒ Step 3 ⇒ Challenge의 체계적인 단계별 심화 학습
• 어휘 및 표현 학습 후, Practice를 통한 반복ㆍ확인 학습
• 실제 시험처럼 iBT 환경을 반영한 Actual Test 파일 무료 제공(ybmbooks.com)

LEVEL 1
내용

LEVEL 2

LEVEL 3

실용 70%, 학술 30%
사회, 과학, 예술, 직업, 문화, 일상 소재, 여행, 여가, 가정, 학교, 직업 업무 등

특징

짧은 지문부터 긴 지문까지

한층 심화된 내용으로

실제 시험 길이의 문제로

각 유형에 단계적으로 접근
(70~120/150 단어)

어휘, 표현 등 강화
(80~130/200 단어)

Speed Reading 중점
(100~150/250 단어)

Actual Test 대비 %

60~70%

70~80%

80~100%

발간 일정

2011. 8

2011. 9

2011. 12

▶Step 2
▶Step 1
▶Step 3

NEAT FORMULA 3급 _

▶Question Types&Sample

Reading

문제 유형과 전략을 설명하고, 예제와 정답 및 해설을 통해
각 유형의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Challenge

▶Vocabulary Practice

앞에서 익힌 주요 단어 및 표현을 정리 학습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 확실히 익히도록 한다.

▶Actual Test

실제 NEAT의 Reading 영역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진
실전 테스트를 통해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한다.

YBM NEAT PROGRAM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며,
시험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난이도별로 주어진 지문과 문제 풀이, 단어 연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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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필/수/공/식 |

NEAT FORMULA 3급 영역별 특징 _

Speaking

• NEAT 3급 Speaking 문제 유형과 전략, 평가 요소 및 예제 문제 제시
• 풍부한 주제 및 소재 하의 다양한 문제와 그 Model Answer 제시
• Step 1 ⇒ Step 2 ⇒ Challenge ⇒ Translate & Speak의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
• 주요 단어 및 표현 학습 후, Practice 문제를 통한 반복 학습
• 말하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 다양하고 쉬운 Speaking Activity 제시
• iBT 환경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Actual Test 파일 무료 제공(ybmbooks.com)

LEVEL 1
내용

특징

LEVEL 2

LEVEL 3

확장된 실용 주제로 그림보고 답하기, 연계 질문에 답하기,
그림 묘사하기, 문제 해결하기

유형 맛보기 단계
Basic Speaking Skill 강조
유형의 단계별 접근

유형 적응 단계
자유로운 답을 구사하기 위한
어휘, 표현, 구조 훈련

유형 정복 단계
메시지 전달 훈련
풍부한 표현 활용

Actual Test 대비 %

60~70%

70~80%

80~100%

발간 일정

2011. 8

2011. 9

2011. 12

▶Useful Expressions

▶Step 1
▶Step 2

NEAT FORMULA 3급 _

▶Question Types&Sample

Speaking

문제 유형과 전략 및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예제 문제와 모범 답안 및
풀이를 통해 문제 유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Challenge

▶Translate & Speak

학습한 단어 및 표현을 이용하여 영어로 다시 말해보게 함으로써,
그 쓰임을 확실히 익히도록 한다.

난이도별 문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한다.

▶Actual Test

실제 NEAT의 Speaking 영역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진
실전 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한다.

YBM NEAT PROGRAM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며,
시험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

주요 단어 및 표현을 미리 학습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 그 뜻과 쓰임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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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FORMULA 3급 영역별 특징 _

Writing

• NEAT 3급 Writing 문제 유형 완벽 반영 및 풀이 전략과 그 예제 제시
• 다양한 주제 및 소재로 이루어진 풍부한 문제와 그 Model Answer 제시
• Step 1 ⇒ Step 2 ⇒ Challenge ⇒ Translate의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
• 문제에 필요한 필수 어휘를 미리 학습, 이후 연습 문제를 통한 확인 학습
• 철저한 Guided Writing으로 학습자의 영어 쓰기에 자신감 부여
• 실제 시험처럼 iBT 환경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무료 Actual Test 파일 제공(ybmbooks.com)

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용 내용으로
그림 묘사, 그림 세부묘사, 편지,
추론하여 쓰기

확장된 주제의 실용 내용으로
그림 묘사, 그림 세부묘사, 편지,
추론하여 쓰기

확장된 주제의 실용 내용으로
그림 묘사, 그림 세부묘사, 편지,
추론하여 쓰기

특징

각 유형별로 스텝을 주어
Basic Writing Skill 강조

Model Writing 훈련 및
Self Writing/Editing 강조

논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좀 더 풍부한 표현으로 글을
완성

Actual Test 대비 %

60~70%

70~80%

80~100%

발간 일정

2011. 8

2011. 9

2011. 12

▶Useful Expressions

▶Step 1

▶Step 2

NEAT FORMULA 3급 _

▶Strategies & Sample

Writing

문제 유형과 전략 및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예제 문제와 모범 답안 및
풀이를 통해 문제 유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Challenge

▶Translate

학습한 단어 및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써보게 함으로써,
그 뜻과 쓰임을 확실히 익히고 영작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난이도별 문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한다

▶Actual Test

실제 NEAT의 Writing 영역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진
실전 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게 한다.

YBM NEAT PROGRAM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며,
시험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

주요 단어 및 표현을 미리 학습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 그 뜻과 쓰임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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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SOLUTION 2급/3급
NEAT Solution 2급/3급은 중고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본책은 크게 유형편과 실전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영역별(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주요 문제 패턴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실전 모의고사 2회씩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구성

본책 + 정답 및 해설 + MP3 CD 1장 / 12,000원
*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ybmbooks.com)

특징

·Pattern Analysis(유형 분석) : 각 4대 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주요 문제 유형 분석 및 예제 제시
·Practice Test(실전 테스트) : 다양한 소재 및 주제로 구성된 2회분 모의고사 제시
·각 급수별 대비에 알맞은 난이도 및 내용의 문제 제시
·Speaking과 Writing 파트는 2단계 수준별 모범 답안 제시

각 영역별 주요 문제 유형을 파악,
그 풀이 전략을 알아본다.

예제 문제를 파악하여, 스스로 풀어 본다.
특히, 아래에 제시된 여러 표현들을 익혀 두면
실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NEAT SOLUTION 2급 / 3급

▶ 유형편 구성

지문의 주요 어휘, 표현, 들어야 할 내용들이 문제 해설과 함께
정리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문제를 파악해 본다.

▶ 실전편 구성

Reading
급수별 내용 및 난이도에 맞춰 제시된 읽기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본다. 지문의 중심내용, 흐름 및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Speaking
급수별 내용 및 난이도에 맞춰진 말하기 문제들을
풀어보고, 2단계로 제시된 모범 답안(Model Answer
A/B)으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 본다.

Writing
급수별 내용 및 난이도에 맞춰진 쓰기 문제들을
풀어본다. 말하기 부분과 마찬가지로 2단계 모범
답안이 제시된다.

YBM NEAT PROGRAM

Listening
급수별 내용 및 난이도에 맞춰 제시된 듣기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본다.
주요 내용은 메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4 _ 15

iBT Actual Test
이용 안내

NEAT FORMULA는 실제 시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iBT Actual Test 파일을 제공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실행하면 NEAT 실제 시험을 치르듯 모의고사를 풀어 볼 수 있어 실제 시험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iBT Actual Test는 4가지 영역 모두 제공이 되며, 홈페이지(ybmbooks.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ybmbooks.com)에서 파일 다운로드
- 초중고 참고서 자료실로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창에 'NEAT FORMULA' 입력

iBT Actual Test 파일을 컴퓨터로 실행 (예시화면: Speaking Test)
-‘Start Test’
와‘Sample Answer’두 가지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

- 4가지 영역 모두 iBT Actual Test가 제공됨

Test 진행
- Direction에 따라 문제를 듣고, 답변 녹음
- 남은 시험 시간은 상단에, 답변 녹음 시간은 문제 우측에 표시됨

Sample Answer 확인
- A와 B 두 가지로 제시되는 모범 답안 확인
- 문제, 내가 녹음한 답변, 모범 답안을 다시 들어볼 수 있음

[ NEAT 교재 출간 계획 & 레벨 차트 ]
대상

구분

기본서

실전서

초등

주니어 기본서

총 12권

(출간 예정)

(4영역 / 3단계)

3급 기본서

총 12권

(NEAT FORMULA)

(4영역 / 3단계)

2급 기본서

총 12권

(출간 예정)

(4영역 / 3단계)

2급 모의고사

총 4권

(출간 예정)

(4영역 각 권 구성)

2급/3급 실전문제집

총 2권

(NEAT SOLUTION)

(급수별 각 권 구성)

NEAT FORMULA 온라인 강의

Open!

최고의 강사들이 선보이는 NEAT 영역별 집중 강의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보다 확실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Level 1 - 10~11월 오픈
(Listening 15강 / Reading 15강 / Speaking 8강 / Writing 8강)

▶ Level 2, 3 - 2012년 상반기 오픈
사이트 주소 : www.e4uteens.com

중등

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