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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1. 수강 신청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학습기간은 2023-01-01 ~ 2024-12-31

<제공 강의> - (총 121개 해커스 인강 강의 제공)

1. 해커스 어학 인강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HSK, JLPT, 일반영어, 특수외국어, IT)
2. 자세한 세부 강의리스트는 교육 사이트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TOTAL 토익 토익스피킹 OPIC 중국어 일본어 특수외국어 IT

121 42 6 9 14 16 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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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사용안내 방법>

• UNIST 도서관 사이트 접속
(https://library.unist.ac.kr/)

• UNIST 도서관 웹사이트 로그인

• 전자자료 ‘해커스 온라인 콘텐츠’ 접속

• ‘Hackers’ 버튼 클릭

• 희망하는 강좌 수강

https://library.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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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교육 과정 클릭

<STEP 2>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

<STEP 3>
“수강신청” 클릭 or
“샘플보기” 클릭



66

1

2

3

4

<Step 1 & Step 2>
“마이페이지”에 마우스 올
린 후,
“수강정보” 클릭

<Step 3>
- 현재 수강중인 강의,
- 복습 수강중인 강의,
- 수강 종료된 강의

선택하여 클릭

<Step 4>
수강 신청 한 강의 선택하여
“수강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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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원하는 강좌 선택하여
“강의듣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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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출력>
자신의 수강 현황 출력 가능

<진도율, 평가시험, 점수>
현재 진도율, 평가시험 여부,
평가시험 점수 파악 가능

<자료 다운로드>
수업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다운로드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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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 선택>
고화질 & 일반화질 선택 가능
(데이터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

<부가 기능>
- 영상 건너뛰기 시간 설정
- 재생 속도 조절
- 영상마크 설정 & 다시보기
- 영상 화면 조절
-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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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수강안내 방법>

1.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 mbiz.champstudy.com

2. 기업코드 & 아이디 & 비번 입력
(기업코드 및 ID, PW 정보 도서관 웹사이트
‘해커스 온라인 콘텐츠‘ 페이지 참조)

3. 로그인 후 [마이클래스]로 이동

※ 안내에 따라 Aqua N Manager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설치 후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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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부여 받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진행

<빠른 강좌 검색창>
강좌명 혹은 키워드 검색
Ex) 토익, OPIC, HSK, JLPT

<QUICK MENU>
- 1대1 고객상담
- 모바일 수강방법 안내
- 동영상 오류 처리 (원격)
- 아쿠아 플레이어 설치
- 강좌리스트 확인
- 모바일 수강 QR코드

(모바일 기기 카메라로 촬영시
바로 모바일 수강안내 페이지로
이동)

<공지사항>
이벤트 안내, 모바일 수강법 등
다양한 공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란

<현재 수강중인 강의>
현재 자신이 수강중인 강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클릭 시 바로
수강중인 강의페이지로 넘어감

<과목 카테고리 바로가기>
강좌별 카테고리로 바로 갈 수
있는 항목
Ex) 자격증, 금융, 토익, 토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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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강의>
제공 되는 강의 중 해커스에서
추천 하는 강의 확인 가능

<인기강의>
현재 수강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강의를 파악하여
제공

<고객센터>
강의 수강 중 문제 혹은 기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고객센터 운영시간 및 번호

<FAQ>
잦은 문의가 들어오는 CS를
정리하여 답변을 해놓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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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센터>

♡ 02-566-3636
♧ Mon ~ Fri : AM 09:00 ~ PM 09:00
♠ Sat & Sun : AM 09:00 ~ PM 06:00
♥ E-Mail : biz@hack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