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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인기강의 조기 마감!
(2016년 여름방학 강의  마감기준)

외국어학원 1위
해커스어학원의

수강정보 미리 제공

인기강의를 더욱 
빠르고 쉽게 수강!

대형종합반 강의한승태, 김동영
여름방학 토익점수, 빡센  해커스가 2달 안에 잡아줄게

망설이면 늦는다! 해커스 수강신청우선권 지금 무료로 받기!

 만에 

최초마감!

검색해커스어학원

[33분 마감] 2016년 8월 해커스어학원 토익 오전 정규종합반 D 최초 마감시간 기준     [123개] 2016년 7~8월 최종 마감강의 수 합계     [외국어학원1위] 201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외국어학원 부문 3년 지속 수상

강남역 02.566.0001  종로 02.502.2000  대구 053.95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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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했던 내 삶 속 작은 오아시스가 되어줄 너 ‘여행’.

파리 에펠 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까지 너를 보기 한참 

전부터 언제나 항상 난 널 그리워했어. 숙소, 맛집, 관광지, 쇼핑 리스트까지 널 

만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탔지. 하지만!, 사랑의 방해꾼은 언제나 있는 

법! 너와 나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여행지 속 예측 불가 위기의 상황들. 

기초영어 전문가 더글라스 선생님과 함께 돌발순간에 당신의 여행 로맨스를 

지켜줄 히어로 영어표현을 알아보자

바보같이 여행 준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여행 

1일 차에 몸살이 났어요. 근처 약국에 갔는데 열이 난

다는 걸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약사 손을 잡

아당겨서 제 이마에 대고 약을 받아왔는데. 정말 창

피했어요..:)  

- 이�현 (대학생, 23세)

#1. I’m so hot
난 너무 hot 해요…? 

응급상황입니다!
 해외여행 돌발상황 속
당신을 구원할 영어표현

 “Can I get a fever reducer?”
 “해열제 좀 받을 수 있나요?”

행복한 여행을 위한 필수 준비템은 바로 좋은 컨디션!

메디슨 히어로 군단 소환!

진통제는 Painkillers, 두통약은 Headache remedy,

소화제는 Digestive medicine, 감기약은 Cold medicine! 

꼭 기억하세요.

요 단어만 말해도 약사가 약을 건네줄 테니까요^ .̂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말로만 듣던 지갑소매치기…그걸 제가 겪을 줄은 몰

랐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40대 아주머

니 세 분이 둘러싸더니 뭘 서명해달라고 하더군요. 무

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쏘리(Sorry)”하고 돌아서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종 소매치기 수법이

더군요. 그때부터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 박�원 (대학생, 22세)

“Can I call the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나요?”

잃어버린 내 여권 찾으려면 대사관에 연락하면 되겠죠? 하.지.만

당장 와이파이도 안되고 대사관이 어딘지 모르는데…어떻게 하죠?..

그럴 땐!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고객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세요.  

저 한마디와 “I lost my passport(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를 

말한다면 쉽게 멘붕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2.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미국 샌디에이고 여행 중 하루를 날 잡고 바다에서 놀고 있

었어요, 따뜻한 날씨, 부드러운 모래알, 거친 파도 모든 게 

완벽했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게…. 뭐지? 뭔가가 날 쏜 

거 같은 거에요… 따끔하더니 발이 빨개지면서 그 순간 너

무 고통스러웠어요… 근처 안전요원한테 발을 보여주니까 

스팅게리 스팅레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나중에 알

고 보니 stingray 맹독성 가시가 있는 노랑가오리한테 쏘

인 거였어요. 휴…. 한 시간쯤 얼음 물에 발을 담가놓고서

야 조금 진정이 됐죠.

- 전�경 (직장인, 24세)

#3.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Something stung me! What should I do now?”
 “뭔가가 날 쏘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겠

지만, 온 힘을 다해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요.

그럼 당신은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캘리포니아는 로드트립이 진리라고 해서 차를 빌렸

어요. LA에서 신호가 걸려 서 있는데 갑자기 뒤차가 “

쿵”하고 저희 차를 박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레드라

잇!! (Red-Light)!!!” 했는데 자기가 더 성질을 내더군

요. 뒤차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알파벳 B..E..벤

츠..?... 인생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한인 

아저씨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했어요. 

- 김�민 (직장인, 25세)

#4. 지금 이 쿵 소리
나만…들은 거니? 

 “I want to call my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싶어요!”

접촉사고를 내가 왜 하필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다고 억울하게 당할 순 없죠! 영어를 유창하게 못 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It was not my fault! I’m the victim!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피해자라고!)

지금 회원가입하면
여행영어 가이드북 + 인강 무료!

[기초영어1위] 네이버 카페 [영어랑] 회원대상
“실제 효과 좋은 기초영어브랜드 설문조사 (2015.04.24(257명참여))

86AFF52F939F85TF

더 다양한 여행영어가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

실제 효과 좋은
기초 영어브랜드 1위

해커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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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한승태 선생님이 말해주는
토익 단기 고득점 비법 공개!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N=1678, 2014.06.12)]

Q. 안녕하세요. 한승태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 그리고 해커스인강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Q. 대학생, 취준생들에게 토익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익

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하는 직장 또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몇 가지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토익 점수이니까요. 토

익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하게 디뎌줘야 하는 

뜀틀의 구름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토익은 현실에서 꿈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Q. 단기간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한 전략은 단기간에 몰아쳐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

표 점수를 정했다면 현재 점수를 고려해서 목표 기간까지도 설정해야 합니다. 2개

월, 3개월 또는 4개월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은 잠시 접어놓고 흔히 말하는 ‘올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LC에서는 Part 3, 4에서 점점 변수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Part 

3, 4를 잡아야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거의 3~4초 간격으로 하나씩, 총 3

개의 답을 찾아야 하므로 빠른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순발력을 키

우기 위해 정답의 단서를 같이 한 번 맞춰보는 탭핑을 하고, 듣고 따라 말하는 쉐

도잉 연습을 합니다. 한 문장을 듣고, 우리말로 바꾸는데 평균적으로는 1.5초~2초 

정도가 걸린다면, 이러한 연습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1초 안으로 들어오고, 0.8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속도를 줄여나가는 연습이 고득점 할 수 

있는 팁입니다. 토익 LC 고득점을 위한 추가적인 필수 전략은 뒤에서 더 자세히 알

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거쳐 간 학생 수가 1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신가요? [2006년~2017년 3월 한승태 선

생님 누적 수강생 수 (종합+단과 포함)]

  함께 수업했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수강생

들도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을 뽑자면 삼천포에서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던 분입니다. 4개월 동안 고시원에서 머물면서 공부

했던 분이었습니다. 거의 매끼를 라면과 빵으로 해결하면서 점수 안 나오면 집에 

안 갈 거라고… 결혼할 여자도 있는데 점수 안 나와서 취업 못 하면 결혼도 못 하

니까 저한테 책임지라고 애교 섞인 협박까지 하셨어요. 입문반, 기본반을 거쳐 정

규반 2개월 과정까지 총 4개월간 해커스와 함께했는데 제가 수업했던 정규반까

지 마치고 서울에서 마지막 토익 시험 후 고향인 삼천포로 내려간다고 인사를 하

러 오셨더군요. 그 당시에 29살이셨는데 다짜고짜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청첩장을 보낼 테니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를 해

보니 마지막 시험에서 목표한 점수를 받고 공사에 취업했고 그 여자분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고 꼭~참석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든 참석하고 싶었는데 

수업시간과 겹쳐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었어요. 오

늘 안부 전화라도 제가 먼저 해 봐야겠네요. ^^

Q. 토익 선생님이 된 후,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진솔한 후기를 읽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다들 개개인의 사연은 조금씩 다르

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의

지도 또다시 타오르고요. 어쩌면 그 후기들이 제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Q.  토익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승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LC 고득점 꿀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등으

로 연습을 하실 때 실전처럼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LC 같은 경

우에는 중앙방송 그리고 Part 1, 2의 directions가 나올 때 Part 3, 4의 문제와 보

기들을 skimming 하는 연습을 매번 실전과 똑같이 해줘야만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실전에서 Part 3, 4를 풀어나

갈 때 대화나 지문이 끝날 때까지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은 미련 없이 넘어가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대화나 지문이 끝나도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보기를 다시 보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

요.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다음 문제들로 넘어가면 문제와 보기를 모두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음 대화나 지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틀

리고 또 틀리는 일이 반복되죠! 강의에서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타이밍을 정확하

게 익혀 놓고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길고도 짧은 여름방학의 시작,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다면 
여름방학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토익 수험생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한승태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기간 토익 고득점 달성 비법과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선생님만의 개그 비결까지! 토익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한승태 
선생님을 해커스매거진에서 만나보았다.

올여름엔

토익 졸업!

한승태 선생님의 LC 고득점 스킬
◀ 스키밍, 쉐도잉 노하우 지금 바로 보러가기 

TOEIC

ABROAD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이트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지

불하고 구입한 자료에 비해서 훨씬 제가 원했던 정보들을 고우해커

스를 통해 얻을 수 있어서 고우해커스를 계속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 역시 자료를 올려준 익명의 누군가에 대

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크지는 않지만,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팁, 라이팅 할 때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같

은 것을 올려서 Q&A게시판이나 비법노트 게시판에서 조금 더 많

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해커스 활용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 공식 사이트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영어 점수의 대략적인 범

위나 지향하는 학생 상 등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추상

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어드미션 포스팅 게시판에는 이미 어플라이 과정을 겪고 어드

미션을 받은 선배들이 써 놓은 포스팅이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축

적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이트를 뒤져서는 알 수 없는 어플

라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세부적인 특징들, 예를 들어서 인터네셔

널 학생의 비중, 인터뷰 프로세스, stipend 등이 굉장히 구체적으

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가진 스펙이 장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잘 골라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어점수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대학원 유학에 있어 유학 준비생들이 크게 좌절하는 부분이 

영어 시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GRE의 경우 영어를 모국

어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단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 영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곤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마친 입장에서는 영

어 시험 점수가 결코 유학의 전부는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학점, 연구 경력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분 개개

인의 장점을 보다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SOP를 작성하고 지원서

를 준비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

다.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는 것이 가

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시

길 바랍니다.

허윤하 

약리학 합격자

“돈을 주고 
구입한 자료보다 
훨씬 제가 원했던 
자료들을 
고우해커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명문대 합격 
생생스토리가 듣고 싶다면!

“하루 다섯 시간씩 자면서 매일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GRE Math의 경우 영어실력보다 수학
머리나 순발력 등으로 학생들의 편차가 
큰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해커스 장학생들의 
성공 유학 비법 보러가기

고우해커스 검색

2016년 해커스 Family 장학생

장학금 $10,000 USD

15th HACKERS Bridge Scholarship

허윤하씨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6년 가을부터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약리학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시

작한 허윤하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을 받았던 해커스로부터 경제적인 혜

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암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고민한 결과 실용적인 생체 마커를 찾아내

는 것이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때문에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진단 마커를 찾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서 이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

아 선후배 간의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문화가 저와 맞다고 생각되어 유학

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커스에서의 추억이 궁금해요.

해커스에서의 추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우해커스 사이트입니다.

GRE와 토플은 다른 영어시험에 비해 응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필요

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로, “비법노트게시판”이나 “Q&A 게시판”을 방문하

면서 아주 사소하게는 단어시험을 치기 위해 시험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부터 크게는 Cornell University

해커스 동문 허윤하님의
해외명문대 합격 스토리

Cornell University

55

THE HACKERS M
AGAZINE. 

JOB
2017 하반기 필기시험 대비 전략  38

INGANG
인강스타그램  40

FUN
알고 보면 무서운 영화  43

PASS
저녁이 있는 삶, 그 뿐이겠어?  44

MUSIC
새내기VS졸업반, 바캉스 노래  46

PLACE
피서지 대표 4인방의 치열한 공방전  47

PASS
보아라, 결국 임용고시 합격이다  48

CHINA
핫 썸머! 대륙의 핫 플레이스!  50

BEAUTY
은밀하게, 시원하게  52

TRAVEL
암스테르담과 사랑에 빠지다  53

ABROAD
해커스 장학생 성공 스토리  54

PASS
한 손엔 학생증, 한 손엔 공무원증  56

BOOK
청춘에게 힘이 되는 책  58

CURRICULUM
스펙완성 커리큘럼  59

SUPPLEMENT
토익 적중 예상문제  67

COUPON

해커스 인강 www.HackersIngang.com

해커스인강 로그인 >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내 쿠폰 확인하
기 > 해커스인강 쿠폰/수강권 인증하기에 상단의 쿠폰번호 입력

* 본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쿠폰은 토스/오픽 인강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 2017.08.01~2017.08.31

해커스어학원 www.Hackers.ac

해커스어학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쿠폰 확인하기(5,000
원 쿠폰 증정) > 친구추천하기 버튼 클릭 > 신규 가입한 친구 아
이디 입력 > 5,000원 친구추천 쿠폰 추가 지급

* 본 쿠폰은 1번만 사용 가능하고 반 변경이나 환불 시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이 적용된 강의나 중간등록 시에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과/GRE/LSAT/SAT 및 대구캠퍼스 강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커스 인강 www.HackersIngang.com

해커스인강 로그인 >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내 쿠폰 확인하기 >  
해커스인강 쿠폰/수강권 인증하기에 상단의 쿠폰번호 입력

* 본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쿠폰은 토익 인강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 2017.07.01~2017.07.31

토익 인강 

30% 할인
토스/오픽 강의 

30% 할인
해커스어학원 

회원가입만해도

10,000원 쿠폰 즉시 증정D D C 5 F 2 D E D A 8 6 8 C E 8 7 F C 4 2 8 4 A A 3 5 A 4 Y E A

7월 COUPON 8월 COUPON

HACKERSMagazine.

ISSUE NO. 4

CONTENTS

14 15

TH
E H

AC
KE

RS
 M

AG
AZ

IN
E.

 THE HACKERS M
AGAZINE. 

PEOPLE

우리
주변의
人들

날 눈물나게 한 이

날 눈물짓게 한 이

알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헐크가 깨어날 때가 있다.

분노 유발자 손님을 만날 때면 숨겨왔던 내 헐크 본성이 기지개를 편다.

그리고 그럴 때면 이렇게 속으로 수없이 외친다. ‘아, 그냥 때려치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알바를 한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지 못했다. (아, 텅장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땀땀;;)

 

 

결국, 이게 다 ‘사람’때문이다.
알바를 하며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의 눈물도 흘려봤고, 감동의 눈물도 머금어봤다.

당신도 한 번쯤 겪어봤을 알바 희로애락, 우리 주변 人들의 이야기로 모아봤다.

김치 싸대기가 
아닌 게 다행인 걸까?

“카드 던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냐” 진상에 익숙해질 만

큼 익숙해졌다던 그. 그가 이렇게 마음을 단련할 수 있었

던 건 모두 진상 손님들의 하드 트레이닝 덕분이다. 그 중

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진상을 골라보았다.

내 한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 대한, 민국, 만세. 송일국 아저씨의 삼둥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게 꿈이었어. 그 정도로 아이를 좋아했거든. 그래

서 바닥이 미끄러울 때면 걱정되는 마음으로 얘기했어. “손님, 저희 바닥

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넘어질 수 있어서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게? 놀라지 마. “네가 애를 키워봤

어? 애를 안 키워본 게 뭘 알아? 내가 여기 돈 내고 밥을 먹으러 왔으면 너

희가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놓든지 해야 될 거 아냐!”라는 말과 카드 뺨 맞

기였어. (카드를 열렬히 던져주신 덕분에 카드로 뺨을 맞았거든) 그나마 

우리 레스토랑에 김치가 없어서 다행이었을까? 모 드라마처럼 ‘김치 싸대

기’는 안 맞았으니 말이야..ㅠ

누군가 날
훔쳐보고 있어!

알바 진상이 어디 손님뿐이던가?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

가. 적은 가까이에 있더라고. 우리 솔직해져 보자. 솔직히 

손님 진상은 날 ‘한 번’ 힘들게 하지만, 동료 진상은 ‘두고

두고’ 날 힘들게 하질 않던가

손님도 없고, 혼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알바. 이게 바로 소위 ‘꿀 알바’ 아

니겠어? 하지만 여기서 하나가 더 갖춰져야 해. 바로 ‘자유’지. 내가 개인 

카페에서 알바 하던 때 이야기야. 손님도 없고 혼자 일할 수 있어서 ‘일’은 

참 편했다?! 근데 문제는 CCTV였어. 그날따라 전날 마감 알바가 재료 준

비를 안 해놔서 문을 조금 늦게 열었어. 그때 CCTV를 보고 있던 사장님

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문 열라고 말이야. 그 이후로도 사장님은 내가 일

하는 걸 CCTV로 보고는 수시로 전화를 했어. 그때마다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또 감시 당한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더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사장님이 나랑 교대해야 하는데, 자기는 갑자기 

한 시간씩 늦는 거야. CCTV 너머로 온갖 지적 질은 다 하더니, 결국 나한

테는 온갖 민폐만 남겼다지. 

네 잘못이 아냐,
토닥토닥

“알바하다 감동받아본 적 없어?”라고 묻는 말에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있지!”라고. 만약 

그녀가 잊지 못한 단 한 명의 손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이다. 

그래, 솔직히 까먹었던 거 맞아. 너무 바빠서 물티슈 달라던 손님의 말을 

까먹었거든. 하지만 그걸로 매니저 앞에서 나를 그렇게 몰아 부칠 줄은 

몰랐지. 그때 세상 서러워서 뒤에서 눈물을 조금 흘렸던 기억이 나. 그 다

음 날은 다른 의미로 또 눈물을 머금었어. 고객의 소리에 어제 그 사건(?!)

을 목격한 한 손님이 따뜻한 위로를 남겨주었거든. ‘옆에서 들어보니까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시더라’며, ‘제가 

봤을 때 그 직원분보다 작은 걸로 트집 잡는 손님한테 잘못이 있는 것 같

다.’라고 말이야.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까지 남겨주셨

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토닥거려주는 그 말에 나,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

까. 감동받아서 말이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도 있을 만큼, 누

군가 내 편이 되어준 것만큼 감동적인 게 어딨겠어?

내가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할 줄 모르는 그. 그가 처음으로 사

람들이 요리를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한다. 자신이 한 요

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할 것 같다

더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다했냐고 묻는 내 물음에 그

가 이렇게 대답했다. “뭐,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라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고? 뭐,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 내가 카

페 알바를 하잖아.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걸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

러다 언젠가부터 손님 반응이 눈에 들어오더라. 내가 만든 커피를 사람들

이 맛있어 하는지, 아니면 맛없어 하는지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한 손님이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직접 갖다 주시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야.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예요. 완전 맛있었어요!”라고. 솔직히 내 

커피가 그만큼 맛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사실 좋은 원두 덕분인듯하지

만….), 최고였다는 그 칭찬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업!되더라고. 그 이후

로는 나도 어디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칭찬 한 마디 건네고는 해. 

너무 맛있었더라고.

청춘
알바대담

눈물썰 감동썰

분노썰 기쁨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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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그뿐이겠어?

당신이 몰랐을 
공무원 혜택 
BEST 5
공무원 혜택 하면 ‘저녁이 있는 삶’부터 떠올리는가. 뭐, 그건 당연하다. 심지어 공무원 단

축근무 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4시에 퇴근한단다. 벌써부

터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공무원 혜택, 그뿐이겠는가. 이건 어마어마

한 공무원 혜택의 ‘서막’일 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당신을 공시생 길로 안내할 매력적

인 공무원 혜택 BEST 5! 

보람만으로 아쉬울까 봐
 ‘수당’을 준비했어~

당신이 취뽀(!)를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오늘 야근 수당은 보람이야.(찡긋)”

라고 당신의 상사가 말한다면? 지금 이 질문

에 “상상도 하기 싫어!!!”라고 속으로 외친 그

대에게는 공무원이 ‘천직’이다. 공무원만큼 야

무지게 각종 수당을 받는 직업이 없기 때문!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야근에 대한 ‘초과근

무수당’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때문이다. 여기

에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월 보수액 최대 

50%)과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월 보수액 

최대 230%)까지 있어 각종 수당을 야~무지

게 챙겨갈 수 있다.

STEP 1  내 적성을 저격하는 선택과목 찾기

선택과목이 고민이라고? 그렇다면 해커스 공무원에서 제공하는 ‘초시생 가

이드’를 통해 실력 TEST부터 받아보길! 당신의 적성을 저격하는 선택과목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TEP 2  학습전략으로 공부 방법 ‘감’잡기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무작정 시작한다?! 아니 될 말씀! 해커스 공무원 스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과목별 학습전략으로 공부 방법 ‘감’부터 잡아보자.

공무원이 ‘텅장’을 피하는 법!

‘월급이 로그인했습니다. (1초 뒤) 월급이 로

그아웃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만약 당신의 

통장에 알림 창이 뜬다면 쓰여있을 말이다. 공

무원이라고 뭐 다르겠나. 통장이 ‘텅장’되는 

건 만인에게 공평한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에

게는 조금 더 특별한 통장 보호법이 있다. 바

로 공무원 전용 금융상품이다. 공무원만 가입

할 수 있는 하나카드 ‘공무원연금 1Q카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제휴해 연회비 8000원(해

외 겸용 1만원)으로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는 ‘신한 참수리사랑대출’과 소방공무원

을 위한 ‘119소방행복대출’까지 운영하고 있

다고 하니 참고할 것.

어떤 포인트보다 자유로운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를 빼놓고는 공무원 혜택을 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지포인트인데,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0만 원에 해당하는 400포

인트(1포인트=1,000원)를 기본적으로 지급

받는다. 여기에 근무 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

라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며, 공무원이 사용하

는 복지 포인트에는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직

원들과 달리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

다. 특히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도입되며, 

건강검진, 자기계발, 여행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

다. 혜택의 범위를 마음껏 넘나드는 공무원 복

지포인트. 어떤 카드도, 어떤 멤버십 포인트도 

이보다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공무원은 휴가도 남.달.라.

공무원 친구들이 어쩐지 휴가도 더 긴 것 같더

라고? 맞다. 이건 실화다. 우선 공무원(국가직 

공무원 기준)은 연가도 남다른데, 6년 이상 일

할 경우 연가일수가 무려 21일에 달한다. 물

론,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은 잊지 말자!

이 외에도 올해부터 고등학생 이하(어린이

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

며,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일 이내 포상휴가도 받을 수 있다. 남들이 여

행 가려고 황금연휴만 손꼽아 기다릴 때, 공

무원은 휴가만으로 ‘자신만의’ 황금연휴를 만

들 수 있다고.

이제는 써보려 해,
숨겨왔던 나의~ 항공 마일리지!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후두득 ‘돈 눈물’을 쏟

아내던 지갑. 이제 더 이상 지갑을 울리기 싫

다고? 만약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것! 공적 항공 마일리지

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다니며 적립되는데, 

이전에는 공무원 중 약 93%가 3만 마일 이하

만 가지고 있어 일본과 중국을 갈 때도 사용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제도가 개선

되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1마일당 가격도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되었다.(3만 마일 미만 보유 시) 현금만 

조금 투자하면, 그동안 숨겨왔던(?!) 마일리

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머님이 말하셨지, 공무원이 최고라고.
어머니가 공무원 노래를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철밥통, 노후보장, 

칼퇴근 등…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뻔한 이유는 과감히 생략하고, 당

신이 몰랐을 공무원 혜택만 모아봤다.

 *주의:  이 글은 매우 건전하고 유익하지만, 마치 금단의 서적을 보듯 어머니 ‘몰래’보기

를 바란다. (어머니가 이 혜택까지 알았다가는 내일쯤 당신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노량진으로 향할지도 모른다.)

합격이 고픈 그대, 이렇게 시작하길
공무원 혜택을 하나씩 알아본 지금, 이제 당신은 곧 공무원이 ‘땡길’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1도 모르겠다고? 너무 걱정 마

라. 그럴 줄 알고, 공무원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스타트 방법을 3단계로 나

누어 정리했다. 합격이 고픈 그대, 이렇게 시작하길.

공무원이 짱

BEST 1 BEST 5BEST 4BEST 3BEST 2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1위 이중석

STEP 3  전문가와 함께 합격으로 직진!

이제는 해커스 공무원 스타 선생님의 강의로 

실력을 키워나갈 차례! 합격으로 직진하고 싶

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이 길, 혼자 가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가라.

해커스 공무원 온라인 매출 1위(2015.05.01~2015.07.31)

시작도 하지 않고
공무원 준비
겁먹기 있기? 없기?

▲   ‘초시생 가이드’에서 실력 테스트부터 
  시작하기!

최단시간 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 각 과목별 스타 선생님이 말하는 학습전략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꿀 혜택!

해커스 공무원 인강 단과
30% 할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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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시작하는 
취준생이 합격을 잡는다
상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가 하나 둘 발표되면서, 2017 상반기 채용도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하다. 이번 상반기 공채 역시 필기시험이 지원자를 웃고 울게 만들었다. 출제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딱 하나 확실한 것은 준비된 자만이 필기시험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하반기 채용에서도 취준생은 꾸준한 필기시험 준

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반기 필기시험,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

야 할까? 아직도 카더라 통신에 취업 정보를 의지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해커스잡 취

업 전문가 김소원 선생님과 복지훈 선생님에게 에디터가 직접 물어보았다.

Q&A 취업 전문가가 말하는 2017 하반기 필기시험 대비 전략

안녕하세요. 김소원 선생님, 복지훈 선생님. 취준생들을 위해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상반기 채용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요. 취업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채용 필기시험 트렌드는 어땠나요? 

상반기 채용 필기시험의 트렌드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나눠

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필기시험은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이 혼합되어 출제됩니다. 기업에 

따라 직무적성검사와 NCS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만 대부분이 두 가지 유형을 함께 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적인 직무적성검사에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구분 능력, 그 중에서도 ‘의

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능력’이 반영되어 취업준비생

들에게 있어 새로운 유형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먼저 본인이 자신 있는 유형, 어려운 

유형,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

제는 넘어갈지 전략을 세우고, 시간 관리 방법도 함께 생각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필기시험의 모

든 문제에 매달려 전부 해결하려는 공부 방법은 한정된 시간 내 필기시험 준비

를 마쳐야 하는 취준생들에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답을 맞히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나은 풀이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재 해설지는 최후의 확인용일 뿐이니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혼

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여러분이 고민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그러니 고민은 이제 접어두고 지금 당장 한 발짝 앞서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노력에 따른 결과는 분명 정직하게 돌아옵

니다. 여러분의 한발 앞선 노력을 응원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과 ‘문제 푸는 능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응

시자가 같은 유형의 문제도 소재를 바꾸거나 용어를 바꾸면, 

낯설게 느껴 오답을 고르곤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못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낯선 용어와 소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푸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양한 문

제를 풀면서 여러 유형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지금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잊어

버렸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꾸

준하게 준비하신다면, 하반기 공채에서는 합격의 기쁨을 맛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노리는 취준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필기시험은 예전처럼 서류 통과 후 며칠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준비 

기간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취준생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필기시험을 준비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기초를 미리 잡아놓으면 채용 

시즌에 자소서나 면접에 집중할 수 있으니, 이번 여름 동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겠군요. 그렇다면 필기시험,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두 분의 진심 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전국의 취준생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대기업의 경우, 수험생들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다 

보니 각 기업별로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는 삼성 인적성을 준비하면 다른 기업의 인적성 준비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 기업별로 인적성의 유형이 다르

다 보니 지원하려는 기업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

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의 문제 유형을 미리 아는 것은 물론이고 철

저한 연습까지 해가기 때문에 머리만 믿는다거나 유형만 간단히 파악해가는 것

만으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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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s Icon이 되려면?
지원자격 
해커스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방법 
해커스 메일(magazine@hackers.com)로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전신사진 1장, 얼굴사진 3장)과 간
단한 자기소개 및 연락처 접수!

선정된 해커스 아이콘에게는 소정의 혜택을 함께 드리
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커스 메일
(magazine@hackers.com)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교육그룹에서 대학생 인턴을 하고 있는 24살 전태경입니

다. 현재 마케팅팀 인턴으로 해커스에서 4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전국으로 배포되는 해커스매거진 4호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

가요? 

먼저, 부끄럽지만 전국적으로 해커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촬영이라 많이 어색하고 서툴렀는데 촬영장에서 주

변 분들이 분위기를 잘 풀어주셔서 재미있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새 태경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요즘 제 관심사는 아무래도 취업이에요:) 4학년인 만큼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인턴을 무사히 끝마치고 오픽 준비를 위해 또다시 해

커스어학원에 올 예정이에요. 2017년 저의 시작과 끝을 해커스에서 보낼 것 같

은 예감이 드네요.(웃음)

 해커스매거진의 아이콘인만큼 매거진 독자만을 위한 뷰티 팁을 한 가지 전수

한다면요? 

이제 여름, 피지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서 여름만 되면, 피

부가 난리가 나요. 특히 코 부분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2-3번씩 달걀 흰자 팩을 

해요. 먼저 달걀 흰자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흔들어 주면 몽글몽글한 거품이 돼요. 

이걸 코 주변에 붙이고 5분 후에 씻어내면 된답니다. 간단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천

연 팩이라서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 깨끗한 피부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커스가 태경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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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한승태 선생님이 말해주는
토익 단기 고득점 비법 공개!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N=1678, 2014.06.12)]

Q. 안녕하세요. 한승태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 그리고 해커스인강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Q. 대학생, 취준생들에게 토익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익

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하는 직장 또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몇 가지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토익 점수이니까요. 토

익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하게 디뎌줘야 하는 

뜀틀의 구름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토익은 현실에서 꿈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Q. 단기간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한 전략은 단기간에 몰아쳐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

표 점수를 정했다면 현재 점수를 고려해서 목표 기간까지도 설정해야 합니다. 2개

월, 3개월 또는 4개월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은 잠시 접어놓고 흔히 말하는 ‘올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LC에서는 Part 3, 4에서 점점 변수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Part 

3, 4를 잡아야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거의 3~4초 간격으로 하나씩, 총 3

개의 답을 찾아야 하므로 빠른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순발력을 키

우기 위해 정답의 단서를 같이 한 번 맞춰보는 탭핑을 하고, 듣고 따라 말하는 쉐

도잉 연습을 합니다. 한 문장을 듣고, 우리말로 바꾸는데 평균적으로는 1.5초~2초 

정도가 걸린다면, 이러한 연습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1초 안으로 들어오고, 0.8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속도를 줄여나가는 연습이 고득점 할 수 

있는 팁입니다. 토익 LC 고득점을 위한 추가적인 필수 전략은 뒤에서 더 자세히 알

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도 짧은 여름방학의 시작,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다면 
여름방학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토익 수험생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한승태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기간 토익 고득점 달성 비법과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선생님만의 개그 비결까지! 토익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한승태 
선생님을 해커스매거진에서 만나보았다.

올여름엔

토익 졸업!

TOEIC



11

THE HACKERS M
AGAZINE. 

Q.  지금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거쳐 간 학생 수가 1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신가요? [2006년~2017년 3월 한승태 선

생님 누적 수강생 수 (종합+단과 포함)]

  함께 수업했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수강생

들도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을 뽑자면 삼천포에서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던 분입니다. 4개월 동안 고시원에서 머물면서 공부

했던 분이었습니다. 거의 매끼를 라면과 빵으로 해결하면서 점수 안 나오면 집에 

안 갈 거라고… 결혼할 여자도 있는데 점수 안 나와서 취업 못 하면 결혼도 못 하

니까 저한테 책임지라고 애교 섞인 협박까지 하셨어요. 입문반, 기본반을 거쳐 정

규반 2개월 과정까지 총 4개월간 해커스와 함께했는데 제가 수업했던 정규반까

지 마치고 서울에서 마지막 토익 시험 후 고향인 삼천포로 내려간다고 인사를 하

러 오셨더군요. 그 당시에 29살이셨는데 다짜고짜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청첩장을 보낼 테니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를 해

보니 마지막 시험에서 목표한 점수를 받고 공사에 취업했고 그 여자분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고 꼭~참석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든 참석하고 싶었는데 

수업시간과 겹쳐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었어요. 오

늘 안부 전화라도 제가 먼저 해 봐야겠네요. ^^

Q. 토익 선생님이 된 후,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진솔한 후기를 읽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다들 개개인의 사연은 조금씩 다르

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의

지도 또다시 타오르고요. 어쩌면 그 후기들이 제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Q.  토익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승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LC 고득점 꿀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등으

로 연습을 하실 때 실전처럼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LC 같은 경

우에는 중앙방송 그리고 Part 1, 2의 directions가 나올 때 Part 3, 4의 문제와 보

기들을 skimming 하는 연습을 매번 실전과 똑같이 해줘야만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실전에서 Part 3, 4를 풀어나

갈 때 대화나 지문이 끝날 때까지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은 미련 없이 넘어가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대화나 지문이 끝나도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보기를 다시 보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

요.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다음 문제들로 넘어가면 문제와 보기를 모두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음 대화나 지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틀

리고 또 틀리는 일이 반복되죠! 강의에서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타이밍을 정확하

게 익혀 놓고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승태 선생님의 LC 고득점 스킬
◀ 스키밍, 쉐도잉 노하우 지금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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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한승태 선생님
추천 강의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1위 (N=1678, 2014.06.12)]

Q.  마지막으로 토익을 공부하는 대학생, 취준생들에게 격려의 한 마디 해주세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꼭 해야 하는 공부라면 즐겁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시험은 단순한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토익을 영어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세상을 살면서 내게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과목입니

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4, 5살이 될 때까지 완

벽하게 우리말을 구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모국어

로 쓰는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쓰지는 않았겠죠? 누구나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학생, 취준

생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셔서 꼭! 토익 단기 고득점 달성할 수 있길 바랍

니다! 파이팅!

●  [번외 꿀팁]  재미있는 수업으로 수강생들이 극찬하는 한승태 선생님만의 개그 비

결은 무엇인가요? 

  제 개그(?)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농담은 절대로 하지 않는

다’입니다.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하는구나! 

하면서 웃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수업시간에 제가 하는 농담은 결

국에는 듣기와 이어지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분들은 즉흥적

으로 농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수업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농담을 해 

본 기억은 아직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농담이고 수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들이랍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께 제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

면 가끔은 바보스럽게도 가끔은 능청스러운 연기도 불사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

결일 수 있습니다.

해커스어학원 한승태 선생님의 
토익 정규종합반 강의 현장에서 듣자!

해커스어학원검색

한승태 선생님 강의 인터넷으로 듣자!

0원 프리패스
토익교재 + 인강 + 응시료

*미션 달성 시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해커스인강검색

TOEIC



학원 끝나고
오늘 뭐 먹지?

소싯적,
청춘을 요리하다.
강남역 9번 출구를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싯적은 ‘감성 중국음식점’이다. 한 발짝 들어서자마

자 펼쳐진 새하얀 뷰와 더불어 곳곳에 놓인 인스타 감성 뿜뿜하는 인테리어 소품을 감상하다 보면, 어

느새 카메라로 최상의 각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과 같은 익숙한 메

뉴부터 고기면, 고기밥, 돈야끼와 같은 다소 생소한 메뉴까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인기메

뉴는 탕수육으로 넓적한 중국식 찹쌀 탕수육을 야무지게 잘라 새콤한 유자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새

콤, 담백, 쫄깃의 삼박자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고픈 배도 채우고 여유롭게 힐링하고 싶은 날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소싯적에서 감성 충만한 식사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가격
짜장면 4,900원      짬뽕 6,900원

위치
강남역 9번 출구로 나와 해커스어학원
4별관 건물 2층

콩뿌리
콩나물국밥
강남 한복판에서 ‘맛의 고장’ 전주를 느끼고 싶다면? 당장 콩뿌리 콩나물국밥으로 향할 것! 단돈 

6,000원에 진짜 전주의 맛을 담은 콩나물국밥을 맛볼 수 있으며, 7,000원이면 아빠 손바닥만 한 돈

까스(표준어는 돈가스지만 왠지 돈까스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를 2장이나 즐길 수 있다. ‘국밥집에

서 웬 돈까스냐고?’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 푸짐한 인심이 절로 느껴지는 돈까스를 야무지게 

썰어 한 입 베어 물면, 어린 시절 즐겨 찾던 바로 그 경양식 집으로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다. 메인 메

뉴인 콩나물국밥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사실! 에피타이저로 제공되는 수란에 국밥 국물을 살짝 

넣고 김 가루를 올려 슥슥 비벼먹은 뒤, 깔끔하면서도 얼큰한 콩나물국밥을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땀을 뻘뻘 흘리며 ‘이열치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깔끔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고픈 날이라면 콩뿌리 콩나물국밥을 방문해보자!

가격
6,000원 ~ 7,000원

위치
강남역 9번 출구로 나와 해커스어학원 4별관에서 2분간 직진하면 좌측에 위치함.

생활고기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를 외치는 먹짱이라면 생활고기를 추천한다. 생활고기는 ‘당신은 오늘도 어

딘가에서 고기를 먹을 것이다.’를 슬로건으로 ‘고기의 생활화’를 외치는 바람직한 곳이다. 특히 점심시

간에만 맛볼 수 있는 생돼지 양푼 김치찌개가 인기다. 커다란 양푼에 두툼한 돼지고기가 통째로 들어

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갈 때쯤이면, 프로의 손길이 절로 느껴지는 직원이 숭덩숭덩 거침없이 고

기를 잘라준다. 주문 시 라면 사리를 추가해 꼬들꼬들한 라면과 보들보들한 김치를 동시에 호로록 입에 

넣으면 ‘그래, 역시 한국인은 김치찌개지!’를 절로 외치게 될 것이다.

가격
점심 메뉴 6,000원 (제육 정식 7,000원)

위치
해커스어학원 2별관 정문에서 약 3분간 직진 후 우회전하면 우측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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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우리
주변의
人들

날 눈물나게 한 이

날 눈물짓게 한 이

알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헐크가 깨어날 때가 있다.

분노 유발자 손님을 만날 때면 숨겨왔던 내 헐크 본성이 기지개를 편다.

그리고 그럴 때면 이렇게 속으로 수없이 외친다. ‘아, 그냥 때려치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알바를 한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지 못했다. (아, 텅장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땀땀;;)

 

 

결국, 이게 다 ‘사람’때문이다.
알바를 하며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의 눈물도 흘려봤고, 감동의 눈물도 머금어봤다.

당신도 한 번쯤 겪어봤을 알바 희로애락, 우리 주변 人들의 이야기로 모아봤다.

청춘
알바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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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싸대기가 
아닌 게 다행인 걸까?

“카드 던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냐” 진상에 익숙해질 만

큼 익숙해졌다던 그. 그가 이렇게 마음을 단련할 수 있었

던 건 모두 진상 손님들의 하드 트레이닝 덕분이다. 그 중

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진상을 골라보았다.

내 한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 대한, 민국, 만세. 송일국 아저씨의 삼둥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게 꿈이었어. 그 정도로 아이를 좋아했거든. 그래

서 바닥이 미끄러울 때면 걱정되는 마음으로 얘기했어. “손님, 저희 바닥

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넘어질 수 있어서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게? 놀라지 마. “네가 애를 키워봤

어? 애를 안 키워본 게 뭘 알아? 내가 여기 돈 내고 밥을 먹으러 왔으면 너

희가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놓든지 해야 될 거 아냐!”라는 말과 카드 뺨 맞

기였어. (카드를 열렬히 던져주신 덕분에 카드로 뺨을 맞았거든) 그나마 

우리 레스토랑에 김치가 없어서 다행이었을까? 모 드라마처럼 ‘김치 싸대

기’는 안 맞았으니 말이야..ㅠ

누군가 날
훔쳐보고 있어!

알바 진상이 어디 손님뿐이던가?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

가. 적은 가까이에 있더라고. 우리 솔직해져 보자. 솔직히 

손님 진상은 날 ‘한 번’ 힘들게 하지만, 동료 진상은 ‘두고

두고’ 날 힘들게 하질 않던가

손님도 없고, 혼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알바. 이게 바로 소위 ‘꿀 알바’ 아

니겠어? 하지만 여기서 하나가 더 갖춰져야 해. 바로 ‘자유’지. 내가 개인 

카페에서 알바 하던 때 이야기야. 손님도 없고 혼자 일할 수 있어서 ‘일’은 

참 편했다?! 근데 문제는 CCTV였어. 그날따라 전날 마감 알바가 재료 준

비를 안 해놔서 문을 조금 늦게 열었어. 그때 CCTV를 보고 있던 사장님

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문 열라고 말이야. 그 이후로도 사장님은 내가 일

하는 걸 CCTV로 보고는 수시로 전화를 했어. 그때마다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또 감시 당한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더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사장님이 나랑 교대해야 하는데, 자기는 갑자기 

한 시간씩 늦는 거야. CCTV 너머로 온갖 지적 질은 다 하더니, 결국 나한

테는 온갖 민폐만 남겼다지. 

네 잘못이 아냐,
토닥토닥

“알바하다 감동받아본 적 없어?”라고 묻는 말에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있지!”라고. 만약 

그녀가 잊지 못한 단 한 명의 손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이다. 

그래, 솔직히 까먹었던 거 맞아. 너무 바빠서 물티슈 달라던 손님의 말을 

까먹었거든. 하지만 그걸로 매니저 앞에서 나를 그렇게 몰아 부칠 줄은 

몰랐지. 그때 세상 서러워서 뒤에서 눈물을 조금 흘렸던 기억이 나. 그 다

음 날은 다른 의미로 또 눈물을 머금었어. 고객의 소리에 어제 그 사건(?!)

을 목격한 한 손님이 따뜻한 위로를 남겨주었거든. ‘옆에서 들어보니까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시더라’며, ‘제가 

봤을 때 그 직원분보다 작은 걸로 트집 잡는 손님한테 잘못이 있는 것 같

다.’라고 말이야.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까지 남겨주셨

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토닥거려주는 그 말에 나,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

까. 감동받아서 말이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도 있을 만큼, 누

군가 내 편이 되어준 것만큼 감동적인 게 어딨겠어?

내가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할 줄 모르는 그. 그가 처음으로 사

람들이 요리를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한다. 자신이 한 요

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할 것 같다

더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다했냐고 묻는 내 물음에 그

가 이렇게 대답했다. “뭐,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라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고? 뭐,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 내가 카

페 알바를 하잖아.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걸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

러다 언젠가부터 손님 반응이 눈에 들어오더라. 내가 만든 커피를 사람들

이 맛있어 하는지, 아니면 맛없어 하는지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한 손님이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직접 갖다 주시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야.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예요. 완전 맛있었어요!”라고. 솔직히 내 

커피가 그만큼 맛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사실 좋은 원두 덕분인듯하지

만….), 최고였다는 그 칭찬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업!되더라고. 그 이후

로는 나도 어디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칭찬 한 마디 건네고는 해. 

너무 맛있었더라고.

눈물썰 감동썰

분노썰 기쁨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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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했던 내 삶 속 작은 오아시스가 되어줄 너 ‘여행’.

파리 에펠 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까지 너를 보기 한참 

전부터 언제나 항상 난 널 그리워했어. 숙소, 맛집, 관광지, 쇼핑 리스트까지 널 

만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탔지. 하지만!, 사랑의 방해꾼은 언제나 있는 

법! 너와 나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여행지 속 예측 불가 위기의 상황들. 

기초영어 전문가 더글라스 선생님과 함께 돌발순간에 당신의 여행 로맨스를 

지켜줄 히어로 영어표현을 알아보자

바보같이 여행 준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여행 

1일 차에 몸살이 났어요. 근처 약국에 갔는데 열이 난

다는 걸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약사 손을 잡

아당겨서 제 이마에 대고 약을 받아왔는데. 정말 창

피했어요..:)  

- 이�현 (대학생, 23세)

#1. I’m so hot
난 너무 hot 해요…? 

응급상황입니다!
 해외여행 돌발상황 속
당신을 구원할 영어표현

 “Can I get a fever reducer?”
 “해열제 좀 받을 수 있나요?”

행복한 여행을 위한 필수 준비템은 바로 좋은 컨디션!

메디슨 히어로 군단 소환!

진통제는 Painkillers, 두통약은 Headache remedy,

소화제는 Digestive medicine, 감기약은 Cold medicine! 

꼭 기억하세요.

요 단어만 말해도 약사가 약을 건네줄 테니까요^ .̂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말로만 듣던 지갑소매치기…그걸 제가 겪을 줄은 몰

랐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40대 아주머

니 세 분이 둘러싸더니 뭘 서명해달라고 하더군요. 무

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쏘리(Sorry)”하고 돌아서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종 소매치기 수법이

더군요. 그때부터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 박�원 (대학생, 22세)

“Can I call the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나요?”

잃어버린 내 여권 찾으려면 대사관에 연락하면 되겠죠? 하.지.만

당장 와이파이도 안되고 대사관이 어딘지 모르는데…어떻게 하죠?..

그럴 땐!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고객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세요.  

저 한마디와 “I lost my passport(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를 

말한다면 쉽게 멘붕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2.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HACKERS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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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미국 샌디에이고 여행 중 하루를 날 잡고 바다에서 놀고 있

었어요, 따뜻한 날씨, 부드러운 모래알, 거친 파도 모든 게 

완벽했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게…. 뭐지? 뭔가가 날 쏜 

거 같은 거에요… 따끔하더니 발이 빨개지면서 그 순간 너

무 고통스러웠어요… 근처 안전요원한테 발을 보여주니까 

스팅게리 스팅레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나중에 알

고 보니 stingray 맹독성 가시가 있는 노랑가오리한테 쏘

인 거였어요. 휴…. 한 시간쯤 얼음 물에 발을 담가놓고서

야 조금 진정이 됐죠.

- 전�경 (직장인, 24세)

#3.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Something stung me! What should I do now?”
 “뭔가가 날 쏘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겠

지만, 온 힘을 다해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요.

그럼 당신은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을 지켜줄
히어로 표현은 바로! 

캘리포니아는 로드트립이 진리라고 해서 차를 빌렸

어요. LA에서 신호가 걸려 서 있는데 갑자기 뒤차가 “

쿵”하고 저희 차를 박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레드라

잇!! (Red-Light)!!!” 했는데 자기가 더 성질을 내더군

요. 뒤차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알파벳 B..E..벤

츠..?... 인생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한인 

아저씨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했어요. 

- 김�민 (직장인, 25세)

#4. 지금 이 쿵 소리
나만…들은 거니? 

 “I want to call my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싶어요!”

접촉사고를 내가 왜 하필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다고 억울하게 당할 순 없죠! 영어를 유창하게 못 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It was not my fault! I’m the victim!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피해자라고!)

지금 회원가입하면
여행영어 가이드북 + 인강 무료!

[기초영어1위] 네이버 카페 [영어랑] 회원대상
“실제 효과 좋은 기초영어브랜드 설문조사 (2015.04.24(257명참여))

86AFF52F939F85TF

더 다양한 여행영어가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

실제 효과 좋은
기초 영어브랜드 1위

해커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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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어학원 일반영어 강의 누적 수강생 (2014년 1월-8월기준)

Let’s Practice!  

Let’s Practice!  

Let’s Practice!  

20대에겐 “최고다!”,”멋지다!”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이

는 단어. 바로 “헐, 쩐다!” 놀라울 때, 신날 때, 어이없을 

때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쩔다”. 그렇다면, 미국 20

대들의 쩔어는? 영어사전에는 없지만 요즘 미국인들 사

이를 주름잡는 바로 그 단어 LIT. 오늘부터 인스타그램

에 쩌는 사진 올릴 때는 해시태그 #LIT해보자.

Let’s Practice!  

HACKERS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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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 바로 “헐, 쩐다!” 놀라울 때, 신날 때, 어이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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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의
럭셔리 라이프를 위하여!
“자취생활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말은 이제 그만! 혼자 살아도 멋들어지게 살자고! 

너저분한 옷장, 냄새 나는 방, MSG 가득한 편의점 음식은 이제 STOP. 당신의 건강

한 자취 라이프생활을 위한 혼자 살이 꿀팁 대 공개.

섬유유연제에 식초 한 방울!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 팁!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난

다면, 섬유유연제에 식초를 세 방울 정도 톡! 떨궈봐. 

특히, 더운 여름 땀에 젖은 옷을 식초와 함께 세탁하

면 땀이 말끔히 지워지는 효과도 볼 수 있어. 빨래할 

때 식초 넣으면, 이상한 시큼한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세탁된 옷에서 식초는 꼭꼭 

숨어버릴 거야.

겨울 옷은 압축 팩으로!
혹시 아직도 겨울 옷 이곳 저곳 쌓아 놓은 거 아니지? 

부피가 큰 겨울 옷은 압축 팩을 사용해서 보관해봐. 다

O소에 가면, 다양한 압축 팩들이 있다고. 진공 비닐 

팩에 옷을 넣고 청소기로 한번 쏴악 빨아들이면 끝! 먼

지 쌓일 걱정도 없고 아주 편하다고. 혹시 청소기가 없

는 자취러라면, 손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압축 팩도 있

으니 사용해봐! 겨울 옷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이 팩의 

가격은 작은 팩 천원~2천원 큰 팩 5천원 정도야.

요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맨날 밖에서만 사 먹는 밥, 지겹지 않니?

너도 요리할 수 있어. 사 먹는 게 만들어 먹는 거보다 

싸다고? 맨날 재료가 남는다고? 걱정하지 마. 된장찌

개 채소꾸러미, 카레 채소꾸러미 이렇게 재료들을 모

아 소분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고. 가격은 2천원~3천

원 정도. 그 중 대표적인 사이트는 배민프레쉬야. 그럼 

우리 이제 건강하게 자취하자.

포테이토칩은 바삭바삭 해야지~!
자취생의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 감자 칩! 

과자와 함께 영화 한 편 보면, 그게 혼자 라이프의 꿀 

재미 아니겠어? But, 먹다 남은 눅눅한 과자. 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지? 그럴 땐 이렇게 해 봐. 과자 아

래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과자를 올린 후 전자레

인지에 돌려봐. 그럼, 다시 바삭한 감자 칩을 먹을 수 

있을 거야!

LIVING

올여름 맞이! 창문 청소는 필수!
더러운 창문을 보면, 내 방에 들어오는 모든 공기가 

다…까매지는 거 같지 않니? 그럴 땐, 스타킹, 옷걸이, 

키친타올을 이용해봐. 먼저 옷걸이의 중앙을 길게 늘

여서 비눗방울 채처럼 만들어 줘. 그리고 키친타올을 

감싸고 그 위에 스타킹을 씌워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창문에 문질문질 해주면 창문청소 끝! 

치킨 먹고 남은 콜라. 그냥 버릴 거야~?
더러워지기 쉬운 장소 화장실. 그 중 가장 더러운 곳은 

아마 변기 아닐까? 혹시, 콜라가 변기 청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치킨 먹다 남은 콜라 이미 김

빠져서 먹기 싫을 때, 변기에 부어줘:] 한 시간쯤 지난 

후 물을 내려주면 반짝반짝 해진 변기가 너를 반길 거

야. 콜라 대신 남은 맥주도 효과적이니 참고해.  

衣 [의]

쾌쾌한 냄새 나는 옷은 No No No! 혼자 남녀
를 위한 옷 관리 팁!

食 [식]

너…혹시 편의점에서 장 보는 거 아니지?  
삼시 세끼 컵 밥 먹는 거…아니지?  
합리적인 자취생 식탁을 위한 밥상 팁!

住 [주]

미세먼지 안녕, 세균 안녕! 청소가 낯선 자취
생들을 위한 깔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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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PICK
올여름, 함께하면 좋은 아이템 

원더행거

여름 하면 물놀이, 물놀이하면 바다 아니겠는가. 뜨거운 햇살 아래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가 신나게 노는 것도 잠

시 생쥐처럼 물에 젖은 채 ‘이 옷을 대체 언제 말리지’ 라는 고민을 해 본 적 있다면 주저 없이 챙겨가라. 좁은 공간

에서도 최대한 활용 가능한 구조의 이 옷걸이는 여행 가방 속에 쓱- 넣어 출발하면 끝. 물에 젖은 티셔츠를 걸어도 

좋고, 부족한 수건을 세탁하여 바로 말리기에도 아주 유용하다. 수건이 부족해서 친구들이랑 눈치 게임 한 적 있다

면 친구들끼리 공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숙소 안의 옷걸이 혹은 각종 선반에 걸어놓고 여름밤의 수다를 즐기다 보

면 어느새 뽀송뽀송한 옷과 수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우산걸이

여행 중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짧은 우산과 긴 우산 중에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짧은 우산은 휴대하기

에 간편하지만, 우산 살이 비교적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긴 우산은 만에 하나 비가 안 온다면 짐이 되기 쉽다. 걸

어놓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냥 눕혀 두자니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건 옵션이니 말이다. 이럴 때는 

아이스크림보다 저렴한 휴대용 우산 거치대로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한 홍익인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책상, 의

자 뒤, 선반 등에 거치대를 올려놓고 우산 머리를 걸어주면 된다. 잃어버릴 걱정, 물기가 옷에 닿을까 걱정, 지나가

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걱정이 저 멀리 날아가니 이것이야말로 여름 필수템이 아닌가. 또, 우산 자주 잃어버리는 

친구들에게도 하나 선물해줘도 좋을 아이템이다.

정가 5,000원

발해먹

여름철 한강을 지나다 보면 해먹에 누워 책을 읽고 있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큰 나무 그늘에 

있는 그들의 여유가 부러웠던 사람은 발해먹에 주목하자. 발해먹 하나면 집에서 충분히 캠핑 느낌을 낼 수 있으니 

말이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발을 올려두면 세상 편안한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미 발해먹의 

장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편안한 자세는 하고 있는 일의 능률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 뜨뜻한 바닥

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지에 들고 가서도 신선놀음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다. 바다

가 보이는 펜션 혹은 계곡 앞 테이블에 간단하게 설치만 해준다면 오 이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살랑거리는 바람 맞

으며 여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찌는 듯한 더위와 불쾌지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가 18,500원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이다. 누구는 내일로 기차여행을 떠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발걸음 가벼운 계절이 왔다. 그 여행을 한층 더 즐겁게 해 줄 아이

템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쾌 지수가 10 정도는 가볍게 오를 아이템으로 올여름, 더욱 뜨겁게 즐겨보자.

PICK

위의 모든 상품은 파괴몰닷컴(www.brokenmall75.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22

TH
E H

AC
KE

RS
 M

AG
AZ

IN
E.

 
JOB

STEP 1. 
자소서의 삼박자  강점, 경험, 인재상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뽑히는 자소서란 ‘본인의 강점’, ‘경험’, ‘

회사의 인재상’, 삼박자가 하모니를 이룬 자소서다. 그렇다면 이 세 삼

박자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강점’, 본인의 강점은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다시 

말해 ‘직무 역량’에서 찾아야 한다. 재무팀 지원자가 자신의 장점으로 ‘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꼽으면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직무 역량을 

찾으려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지원 회사의 실무자를 직접 만나

거나 채용설명회를 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해커스잡 

사이트’를 이용해 볼 것. 최신 채용설명회 후기, 인사담당자 인터뷰, 기

업별 족보 등 직무 및 기업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경험’,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라고 해도 필드에서 수십 

년간 일한 실무자에게는 귀엽게만 느껴질 것. 그러니 특별한 경험이 없

다고 너무 기죽지 않길 바란다. 대신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평범한 경험

도 본인의 장점과 엮어 특별한 경험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

다. 4년 동안 휴학 없이 학교만 다닌 지원자가 이를 ‘성실함’과 엮어 합

격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평범한 경험도 강점을 만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살아온 시간 구석구석 떠올려 보면, 분명 본

인의 강점을 빛나게 할 소중한 경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인재상’, 본인의 직무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경험을 충분히 설

명했다면, 이제 “회사에서 찾고 있는 인재는 바로 나”임을 확실히 어필

할 것. 기업 인재상은 회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자신의 강점 

및 경험과 인재상에 고리를 걸어, 본인이 해당 기업의 조직원으로 얼마

나 어울리는지 설명하면서 자소서를 마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완성된 

자소서는 3명 이상에게 첨삭을 받고, 추상적인 표현과 어색한 문장을 

고치며 가독성을 높이도록 한다. 자소서는 채용의 전 과정, 심지어 입

사 후에도 껌딱지처럼 따라다닌다. 특히 면접에서는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니, 자소서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말 것.

신입사원 되기뽑고 싶은

서류, 필기, 면접 
어디서 걸릴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STEP 2. 
합격의 행운, 인적성이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탈스펙 채용 열풍이 불면서 기업은 스펙 필터링을 지양하고자, 최대한 

많은 지원자에게 인적성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면접 

전형에 올라가는 지원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은 인적성 시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인적성 

시험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공채 시작 

전에는 어떤 기업 인적성을 보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국내 대기업 인적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룰 수 있는 ‘20대기업 인적성 교재’를 풀며, 언젠가 있을 인적성 시험에 

꾸준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교재 내 수록된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HAIR
자연스럽고 깔끔한 헤어
과하게 트레디한 헤어는 지양

TIE
정장 색과 대비 되는 색상
너무 튀는 색상은 지양

SUIT
어두운 남색이나 회색 추천
검은색은 너무 무거워 보일 수도

PANTS
구두가 3/1정도 가려지는 길이

ACC
정장과 어울리는 색상의 양말
앞 코가 뾰족한 구두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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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합격 비법 강의!

보이스 & 스피치 인강

무료수강권
9 2 B 5 D 5 A 2 D A B 6 F C C 8

해커스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결제관리 >  
포인트/쿠폰/수강권에서 등록

쿠폰기한: 7월 31일까지

쌓기 위해 시험 직전에 푸는 것도 좋지만, 미리 풀어보면서 지원 기업

의 인적성 유형을 파악한 뒤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류 발표 

이후에는 해당 기업의 인적성 교재를 집중적으로 풀며, 스피드와 정확

성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합격의 행운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인

적성이 준비된 자만이 그 행운을 잡을 수 있을 뿐이다. 한 인사담당자

에 따르면, 인적성 시험은 기업 내 우수 사원의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인재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맞추

어 문항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STEP 3. 
면접에 답은 없어, but 합격자는 있지 
합격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합격 비결이 있다. 그 중에서도 ‘차별화

된 1분 자기소개’와 ‘유연한 상황 대처력’이 기본 중의 기본일 것. 그렇

다면 이제 어떤 면접에서도 선방하는 면접 노하우를 살펴보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1분 자기소개는 면접의 흐름을 좌우하고 합격의 당

락까지 가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별화된 1분 자기소개를 위한 첫

걸음은 지원 기업의 현장을 미리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 

현직자를 만나, 회사의 주력 사업, 문화, 계획 등 회사의 속사정을 인터

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이를 토대로 준비한 1분 

자기소개는 어떤 지원자와도 겹치지 않는 특별한 자기소개가 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통찰해, 이를 같이 고

민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의식을 갖춘 지원자로 보일 것이다. 

면접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다. 따

라서 어떤 상황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멘탈과 유연한 

대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접 도중, 면접관의 부정적인 

태도에 혼자서 불합격을 확신하고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질문을 받

지 못하거나 면접관이 답변을 중간에 끊는 등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

도 면접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면접관의 질문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면접자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면

접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로 낙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가 안되거나 애매한 질

문을 받으면, 본인은 질문 내용을 이러이러하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

지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불평불만이 적다.

   맡은 일은 묵묵히 해내는 책임감을 가졌다.

   유머와 재치가 넘쳐 나를 찾는 모임이 많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눈치와 센스를 가졌다.

   인사성이 좋고 예의 바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한다.

   선배, 동기, 후배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진다.

    극한 상황에서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강철 멘탈 
소유자다.

8개: 당신은 인사담당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재!
5-7개: 입사하면 사랑을 독차지할 신입사원
3-4개: 빈틈 있는 인간적인 신입사원
2개 이하: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해커스잡 바로가기 ▼

조은희

HAIR
단정한 헤어
머리가 길다면 묶고, 눈썹에 닿지 
않는 앞머리

SUIT
투피스 지향(원피스는 앉았을 때 
치마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음)
자켓은 여름에도 필수 착용
블라우스는 단색계열

SKIRT
H라인 치마
무릎 중간 길이

ACC
살색 스타킹
3-5cm 높이의 구두
악세서리는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 시에는 작고 심플하게

CHECK LIST

인사담당자가 선호하는 신입사원, 
나는 얼마나 부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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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요즈음 실질적인 영어회화 능력을 평가하고자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 갈수록 문턱

이 높아지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반드시 스피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준

비했다. ‘토익스피킹 1위’ 세이임 선생님이 알려주는 

토익스피킹 단기 고득점 달성 비법과 학생들을 위한 시

험 당일 팁까지. 토익스피킹의 길목에서 헤매고 있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세이임 선생님을 해커스

매거진에서 만나보았다.

정말 10일 만에 
가능한가요?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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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이임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 그리고 해커스인강에서 토익스피킹 기본, 중급을 집중적으

로 담당하고 있는 세이임 선생님입니다!

Q 토익스피킹, 정말 10일 만에 레벨 7 달성이 가능한가요? 10일 만에 레벨 7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토스는 10일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항이 확실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수업을 철저히 따르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함께 

연습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나만의 공부방법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토스는 각자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 수업 방향을 따라 정석대로 학습해야 공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 숙제를 열심히 하기입니다. 영어 말하기를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익스피킹을 공부하는 동안 만큼은 수업을 듣고, 숙제하고 리뷰하는 데에 온전히 올인해야 

합니다. 집중력 있게 토익스피킹을 공부한다면 누구나 단기간에 레벨 7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 학업과 취업준비로 바쁜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 팁이 있으신가요?

토익스피킹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고 숙제하는 시간과 

해설지를 참고하여 숙제를 보강한 후 리뷰하는 시간을 나누어 두 가지 학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영어 말하기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적인 리뷰가 매

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리뷰가 반드시 책상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템플릿을 암기하거나 수업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다시 말하는 시

간을 갖는다면 바쁜 와중에도 얼마든지 토익스피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간에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매직 템플릿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활용해 프리토킹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30초~40초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문장 말하

기 실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템플릿을 외우는 데에는 평균 4~5일 정도가 걸리지만, 

영어 말하기의 질적인 부분과 속도 부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면접도 간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토익스피킹 1위 선
생님’ (2015.02.26/참여인원:342명)]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토익스피킹 1위 선생님’ (2015.02.26/참여인원:342명)]

단기간에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매직 
템플릿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토익스피킹 1위 세이임 선생님이 알려주는 
토익스피킹 단기 고득점 달성 비법!

Q 토익스피킹 선생님을 직업으로 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 졸업 후 20대 초반에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회사가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내가 회사 생활과 안 맞는구나.”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다른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과외 교습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익스피킹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던 중 “

열심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말 잘 가르치고 싶다.”는 고민 끝에 영어 말하기를 제대로 가르치

는 곳인 해커스의 선생님이 되어 스피킹 선생님으로서 더 큰 열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커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점점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토익스피킹 선생님이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은 학생들과 함께 강의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 토익스피

킹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직템플릿이 
무엇인가요? ▶

세이임 선생님의 
토익스피킹 고득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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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시험 하루 전에는 템플릿을 외우거나 Part 1 발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소 자신이 해온 공부량을 믿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우선 Part 3은 이미 만들어 놓은 답안을 리뷰하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Part 5는 만들어 놓은 답안의 ‘

해결 부분’만 추려내어 ‘아이디어 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

니다. 마지막으로 Part 6는 답안을 보지 않고 포인트를 짚어가

며 아이디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예시를 즉석에서 말해보

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토익스피킹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한마
디 부탁드려요.

토익스피킹 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학생 여러분! 

영어 말하기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토익

스피킹 레벨 6까지는 누구나, 즐겁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는 스킬이 더해진다면 여러분도 토익스

피킹 레벨 7, 나아가 만점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토익스피킹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수업에서 함

께 연습하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수업하면서 단기간에 토익스피킹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토익
스피킹 1위’ 
세이임 선생님과 
함께

토스 졸업!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토익스피킹 1위 선생님’ (2015.02.26/참여인원:342명)]

언제 어디서나
토익스피킹 강의를!
세이임 선생님이
토스 프리패스 쏜다.

TOEIC 
SPEAKING토익스피킹 1위 세이임 선생님이 알려주는 

토익스피킹 단기 고득점 달성 비법!

세이임 선생님을
현장에서 만나자!
해커스어학원
토익스피킹 강의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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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투 유,
툭 터놓고 너에게 말한다 

이 시간을 견디는 힘

이번에도 귀하를 모시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메일이 ‘받은 메일함’에 가득 차 있고, 그 앞에서 포기 와 다

시 해 보자는 의지, 그 사이를 오가는 취준생들이 많을 것이다.

또, 면접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라는 후회와 그동안 서류 준비하느라 면접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했던 그 

모습이 퍽 서러워 한참 동안 모니터만 바라볼 것이다. 필자도 그 시간을 건너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공고가 뜨는 날이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할 만큼 취준생들의 꿈은 ‘대기업 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높은 연봉과 네임 밸류 그 밖의 이유로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

다. 서류부터 받아주지 않는 회사도 많고, 면접에서도 쟁쟁한 경쟁자들의 기운에 눌려 납작하게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와중에 당당히 입사했다며 연수원 사진을 자랑하는 대학 동기, 스터디원들은 왜 이렇게 많

은 것인지. 세상에 수호신이 있다면 나를 차마 못 본 것이 분명하다며 자기 위안을 해도 부족하다. 혼자 동떨어

진 느낌이다.

하지만, 좌절하기에는 많이 이르다. 지금 세상 시련을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취준생들에게 나의 이야기는 단순

한 위로도 안 될 것을 알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다. 세상은 넓고 회사는 많으며, 그 중 당신의 재능을 알

아봐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다. 또한, 지금 이 어두운 시간은 추후 웃어넘길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며, 시련들은 단단해져서 사회에 나가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다. 즉, 이 모든 시간

은 ‘인생을 견디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정말이다.

필자도 몇 년 동안 취업에 실패했고, 취업이 되지 않아 전공과 다른 일도 해보고, 워킹 홀리데이 등 다양한 경우

의 수를 만들고자 노력했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스터디도 열

심히 참여해서 부족한 지식을 쌓았다.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원하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안에

서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맘껏 펼치고 있다.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최대치로 끌어 올려주는 상사가 있고, 몇 

달을 고생하여 완성한 프로젝트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동료들도 있다. 대기업의 높은 연봉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했던 그 순간들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실패의 순간마다 책으로는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사회에 나가 어떤 상사 혹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도전해 본 분야에서 이러한 값진 것들을 얻었기에 또 다른 도전

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즉, 나 스스로가 아주 단단해졌다. 실패 앞

에서 쉽게 울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남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라는 마음으로 쉽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매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을 찾고, 최선을 다해 항해하고 있다. 남

들보다 조금 느렸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지 않았기 때

문에 ‘자신감’이라는 외딴 섬, ‘나를 향한 믿음’이라는 맑은 

바다라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우울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모든 허들

을 다 넘고 일어서게 될 나 자신을 상상해보자. 그 생생한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PEOPLE

교육그룹 1위 해커스의
미래를 만들 
뉴페이스 3인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윤주: 안녕하세요, 해커스 교육그룹 해피10기 신입사원 송윤주입니다.

두겸 : 전, 오늘의 청일점인 스포츠를 사랑하는 해커스 신입사원 김두

겸이라고 합니다.

윤영 : 안녕하세요, 이제 막 입사 4개월 차를 향해 달려가는 파릇파릇

한 신입사원 노윤영입니다.

현재 해커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윤주: 저는 해커스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홍보

와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에

게 해커스를 알리는 홍보 업무와 회사 내외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

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겸: 저는 해커스의 제휴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업

무는 Business to Business 사업인데, 쉽게 말해 해커스의 좋은 강

의를 기업/기관 혹은 대학 단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교육그룹1위] 2012-2016년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올해의 브랜드 대상 ‘교육그룹’ 부문 5년 연속 수상 

기획본부
송윤주 사원

기획본부
김두겸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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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윤영: 저는 해커스 교육그룹에서 토익 관련 마케팅 부분을 일부 담당하

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를 반영하여 온/오프라인의 마케팅 활동을 기획

하고, 그 효율을 분석해 다음 기획에 반영하며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해커스에 입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였나요?

두겸: 일반적으로 면접/직무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면, 해커스교육그룹 사이트에 방문하여 해커

스교육그룹의 나눔 철학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해커스의 여러 사이트

를 방문하여 어떤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윤영 : 저는 비상경 문과라서 전공지식을 내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대

신 교내/교외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약 20개의 활동을 하면

서 경험한 것들이 자소서도 풍성하게 만들고, 면접 때에도 많은 이야기

를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주는 

해커스 덕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 입사 전,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해커스는 어떠하였나요? 

윤주: 대학생 신분으로 바라본 해커스는 영어 성적을 높여주는 최고의 학

습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유일하게 다녔던 학원이 해커스이기도 

했고, 실제로 제 영어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두겸: 입사 전 해커스는 영어 교육만 제공하는 어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점에서도 항상 해커스 토익 교재가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사 후 영어뿐 아니라 취업, 편입, 중국어, 공

무원 등 많은 교육 사업에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커스 입사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한다면?

윤주 :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해커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다면 입사의 문

턱이 높게 느껴질 것입니다. 해커스에 입사 후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인재

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해커스에 입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모습도 함

께 그릴 수 있는 인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윤영 : 본인의 ‘어떤 점’이 해커스의 인재상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

민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커스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

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윤영: 새로운 이벤트 기획안을 준비하며 해커스어학원 사이트에 올라온 올

해 수강후기를 모두 검토하였는데, 정말 많은 분이 해커스를 통해 목표를 이

룬 뒤 정성 가득한 후기를 남겨주신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해커스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가 되었습니다.

윤주 : 가장 최근에 12년 연속 토익 교재 베스트셀러 1위 감사 이벤트로 진

행했던 새 학기 대학생 응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덕성여대/경기대/숙

명여대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해커스 교재와 초콜릿을 전달하는 행

사였는데, 준비한 교재와 초콜릿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학생들을 보

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이런 문화는 우리 회사가 최고다! 하는 것.  

윤영: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으므로 회사 안이 젊고 에너지 가득한 분위기

입니다. 팀원들과 가까워지는 일도 비교적 어렵지 않고, ‘나의 발언이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장점입니다.

두겸: 윤영씨가 말한 것처럼 해커스는 젊은 회사입니다. 즉, 일할 때 일하

고 놀 때 놀 줄 아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참석했던 송년회도 장기자랑과 패

러디 영상이 무척 재미있었고, 앞으로 있을 워크숍, 체육대회도 많이 기대

됩니다. 

앞으로의 포부 혹은 꿈이 있다면? 

윤주:현재의 고객과 앞으로의 잠재 고객에게 해커스의 훌륭한 시스템들을 

알리고, ‘해커스’를 떠올렸을 때 단순히 ’토익’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유학, 

편입 등 해커스가 가진 다양한 교육 체계가 생각나도록 브랜딩하고 싶습니

다. 또한, 해커스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더 많이 공부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윤영: 신입사원 티를 벗는 게 최우선 포부입니다.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기획

자로 거듭나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싶습

니다. 그걸 계기로 더 많은 분들께 해커스를 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겸: 더 많은 기업과 대학에 지금보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더 이상 ‘영

어는 해커스’가 아니라 ‘해커스는 교육 기업’이라고 해커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본부
노윤영 사원



CHANCE

편입, 나는 

‘합격’만 봐!

띵동! “합격을 신고합니다.” 이처럼 설레고도 당당한 외침이 있을까?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편입’이라는 선택을 한 그들을  

만나봤다.

아직도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무개씨의 합격소식에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합격썰 읽고 지금부터 도전해보자.

시작이 반이라는데, 오늘 이 썰을 읽었으니 반 이상은지나온 것이다.

이제 “합격”만 보고 달려갈 일만 남았다!

#1. 이제 대학도 선택해서 가자
“아…하나라도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는 자신 있던 편입 준비생들도 막상 합격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괜스레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던 찰나,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면 얼마나 행복

할까? 그리고 그 합격 소식이 계속 이어져 진학할 학교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아마 편입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커스 편입 합격자 신고 이벤트 참여자 중 93%가 

2개 이상의 대학교에 합격하며, 이런 행복한 시나리오를 실제로 경험했다고 한다. 

더 이상 아이스크림만 골라먹는 시대가 아니다.

#2. 합격 꽃길, 같이 걷자
고등학생 때는 대학생만 되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미래를 개척해나갈 줄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고민되는 건 여전하다. 그 고민 끝에 자신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고자 시작하는 

게 바로 ‘편입’이다.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한 편입 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가 있다. 그는 바로 서강

대,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에 합격한 최동* 학생이다. 또 해커스 편입 특별반의 경우, 

수강생 전원이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니, 당신에게도 이런 합격 

꽃길만 있을 것이라 기대해보자. 

#3. 전원 합격, 실화냐?
물수능은 이제 옛말이다. 

2017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세 영역 모두에서 만점자 비율이 1%도 넘지 못하며 역대급 ‘불수능’으로 

기록되었다. 만약 이렇게 어려운 수능에서 한 학원 학생들이 모두 대학교에 합격했다면, 그건 마치 “옛날에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대!” 급의 신화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에 비해 편입은 전형일만 다르면 무제한으로 지원 가능하고, 한 개 과목(주로 영어)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합격률이 높은 것은 사실. (이게 바로 편입의 장점이다.) 하지만 편입계에서도 ‘전원 합격’은 신화에 

가까운데, 해커스편입에서는 이걸 ‘실화’로 만들어냈다고 한다. 

█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사람

█ 1개 대학에 합격한 사람

해커스편입 2017 합격자신고이벤트 기준 (N=1,095)

[100%] 2016.12 해커스편입 특별반 기준

93%

100%
95%

90%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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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짜 합격썰 푼다
만약 편입 합격생을 만난다면, 무엇을 물을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공부비법이 뭐예요?’ 또는 ‘합격 비결이 뭐예요?’일 것이다.  

어떻게 알았냐고? 당연하다. 편입 준비생들이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바라는 것이 바로 ‘합격’일 테니까.  

그래서 해커스편입이 수많은 편입 준비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대신해 물었다. ‘합격 비결이 뭐예요?’라고. 자 이제 진짜 합격썰 들어보자.

#5. 공부 잘 되는 환경은 따로 있다
강남 3학군이 뜨고, 기러기 아빠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만 봐도 여전히 교육 환경이 중요하단 것쯤은 알 수 있다.  

그래서 해커스편입 학원은 수강생의 공부환경에 더 특별히 신경 썼다고. 이제 공부환경부터 남다른 곳에서 제대로 시작해보자.

해커스 매거진과 함께 해커스편입 학원 방문만 해도

TOP5 기출문제 & 해설집 증정!

편입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커스편입 안내데스크

학습을 위한 최적의 환경!

해커스편입 강의실

어디서 공부하지? 자습장소 걱정 끝! 

해커스편입 자습실

수준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수업제도가 

가장 매력적이었는데요. 

또한 교수님 관리 하의 체계적인 스터

디 제도 역시 해커스 편입의 큰 장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 합격생 최OO 

학원의 도움 덕분에 고려대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병호 교수님과의 상담, 구완석 교수

님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시하 선생

님의 기출 자료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라고 생

각합니다.

고려대 합격생 서OO 

해커스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이 

월등한 학생들로 구성된 ‘상위권 대

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반 학

생들에게 많은 자극을 받으며 공부했

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습니다.

고려대 합격생 권OO

저는 해커스편입 교수님들 중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자랑하시는 수학 홍창의 교

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함께 

제공되는 인강으로 모르는 부분은 바로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강대 합격생 권OO 

저는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과 공부

할 수 있었던 ‘스터디’ 시스템이 가장 

좋았는데요. 

그들과 함께 공부하며, 영어 시사 상식 

등 자칫 지겨워질 수 있는 공부도 보다 

활기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합격생 송OO 

교수님들의 핵심을 건드리는 수업과 

완성도 높은 자료들로 저의 약점을 쉽

게 캐치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파악

한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합격에 한 발

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합격생 성OO 

교수님들은 항상 수업 교재 외에도 보

충 자료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날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충 문제들로 수업내용을 보다 더 쉽

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 합격생 김OO 

해커스편입은 인강과 학원 강의가 연

계되어 있어, 수업 난이도에 맞춰 학

원에서 배운 내용을 인강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별로 계신 담임

선생님이 매일 꼼꼼히 챙겨주시고, 질

문에도 상세히 답변해주신 것이 큰 도

움이 되었습니다.

한양대 합격생 서OO 

비매품
강남역캠퍼스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10번 출구 4분거리      종각캠퍼스 1호선 종각역 8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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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 수강생

길민지

FASHION

H A C K E R S
L O O K 해커스의 숨은 패션 피플을 찾아

 에디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해커스 안을 구석구석 파헤쳤다.

햇빛이 작렬하는 올여름, 해커스 피플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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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에

서 LSAT강의를 담당하는 박아리나입니다 

LSAT은 어떤 과목인가요? 

LSAT은 미국 또는 캐나다의 법학 대학원 입

학을 위한 시험인데요 일반적인 standard-

ized test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토플, SAT, 

GRE의 특징이 합해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논리 적용 및 응

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35분 동안 5개의 섹션

을 풀이하며 실제 점수에 포함되는 영역은 4

개입니다. 섹션 분류는 logical reasoning, 

reading comprehension 그리고 analyt-

ical reasoning 이라고 해서 흔히 게임이라

고 불려지는 섹션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

만, 아마 존재하고 있는 standardized test

중에서는 가장 재미 있는 시험이 아닐까 싶

습니다.

이번 해커스매거진 4호의 스타일리쉬
한 선생님으로 선정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선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너무 정장 스타일을 입지 않아서 걱정이었는

데 오히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어떤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시나
요?

일반적으로는 무난하고 편한 옷을 좋아하는

데 소재를 많이 봅니다. 데일리 베이스로 입

을 수 있는 옷을 많이 사두는 편이고 그 외에

는 조금 특이한 옷을 좋아합니다. 보고 딱! 꽂

히는 옷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옷들과 같이 매

칭해서 입습니다. 사실 아침에는 바빠서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믹스 매치를 해서 괜찮아 보

이는 걸 입는 것 같아요(웃음)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
가요?

오늘 컨셉은 여름에 맞춰서 조금 시원해 보이

는 색감과 얇은 실크 소재로 된 보헤미안룩으

로 굉장히 편하고 하늘하늘해서~ 여름에 맞

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께 얇

고 시원한 실크 소재 강추합니다. 깔끔하게 청 

반바지와 함께 입어서 나름 컬러톤을 맞춰 보

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
다면 무엇인가요?

저도 예전에 늦은 시기에 유학을 가서 고생하

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

든 것이 막막했고, 자신감도 점점 잃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한달 동안 

매일 같이 울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붙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었

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하지 않도록 인내의 과정을 굳건히 

버텨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각각 준비하는 시험은 다르겠지

만.., 해커스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엄청난 연

구와 열정으로 늘 노력하시고 계시니 여러분

들도 선생님만 열심히 따라와주세요(웃음) 마

지막으로 공부는 독해져야 하는 것이기에 남

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 지금 이순

간 초심의 열정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

두 파이팅입니다! 

해커스어학원 LSAT 선생님

박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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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 수강생

길민지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 수강생

원지나

해커스 교육그룹 기획팀

윤명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 드립니다. 

네, 저희는 세이임 선생님 토익스피킹 강의를 들고 있는 

길민지, 원지나입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네, 항공서비스학과 동기이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위해 

같이 토익스피킹 수업 듣고 있어요.

혹시 세이임 선생님 수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
신가요?

저희가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토익스피킹 학원 관련 정보를 다 찾아봤는데, 여기 해커

스의 세이임 선생님이 1위 강사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요. 바로 등록하고 스터디까지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학원 올 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
시나요?

저희 둘 다 ‘공부할 때는 편하게!’ 라는 원칙이 있어서 편

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로 선택합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
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둘 모두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서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교육그룹 기획팀의 윤명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커스 교육그룹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현재 공인중개사 동영상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분들에

게 좋은 컨텐츠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알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있다면요?

오늘은 의상 포인트는 스트라이프 셔츠와 스니커즈 입니다. 평소에 깔끔하게 입는 것을 좋아

하며 최근에는 ‘미니멀룩’과 같은 단순하고 깔끔한 느낌 속에서 특정 포인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원 중에 ‘해커스 패션 피플’로 선정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해커스는 젊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 역시 트렌드에 맞게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지

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일교차도 꽤 심하니 아침과 밤의 날씨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링

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Hackers look 모델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해커스 공인

중개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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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현장 경험은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또 다른 지식과 깨달음을 가져다준다. 잠시 책을 덮고 현장 경험, 실무 지식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금융 대외활동에 도전해보라. 금융맨을 향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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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경험과 지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금융 대외활동 BIG 3에 도전하라!



’JA KOREA(Junior Achievement)’란?
JA KOREA 경제교육(사전교육) 이수 후, 초등학교 정규 수

업시간에 방문하여 경제교육 봉사활동 진행 

GOOD! 
경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선생님이 되어 직접 수업도 

할 좋은 기회!

아이들을 좋아하는 대학생이라면,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

은 대외활동

지원자격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전국의 대학생(전공 무관)

활동 혜택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 봉사시간 부여 / 대학사회봉사활

동 학점인증/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 CEO 특강 등 JA KOREA 행사 참

여 기회 제공

’시중은행 인턴쉽’이란?
실제 은행의 영업점 및 본점에서 은행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GOOD! 
정규직 수습 행원 수준의 직무 부여 및 현장교육을 받고, 실

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인턴쉽을 하며 은행 실무와 금융지식

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건 덤이다.

모집 시기 
매년 하계/동계 약 1~2달

지원자격
대학 3, 4학년 혹은 기졸업자(기업마다 상이)

시행기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혜택
우수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향후 채용 시 서류, 필기 전형 면

제 / 실습비

’모의투자대회’란?
대회 기간 가상의 돈으로 주식 매매를 한 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참가자에게 시상하는 대회

GOOD! 
실제 주식투자 경험을 쌓으며, 매매와 매수 시기에 대한 감

을 익힐 좋은 기회

지원자격
주식에 관심 있는 대학생(전공 무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주관기관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오름스톡, 뱅키스 등

시상 내역(제20회 키움증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기준)
1위: 300만 원+장학금+키움증권 인턴쉽

2위: 200만 원+장학금+키움증권 인턴쉽

3위: 100만 원++장학금+키움증권 인턴쉽

BIG 1.
 나눌수록 커지는 지식, 그리고 행복!

JA KOREA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

AFIE 스펙완성패키지 

30,000원 할인쿠폰
9 A C 6 8 6 A C 9 9 D 7 3 6 2 4

금융권 필수 자격증 중 하나!금융권 상위 1%가 되고 싶다면?

BIG 2.
이 시대의 투자왕은 누구?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BIG 3.
금융맨 미리 체험해보기 

시중은행 인턴쉽

나만 알고 싶은‘상위 1% 금융 자격증’

금융상품분석사(AFIE)
명함에도 새겨지는 ‘전문 자격’ 금융상품분석사(AFIE)란?
‘금융상품분석사(AFIE)’는 AFPK와 CFP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FPSB의 전문 자격과정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고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분석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를 뜻한다.

금융상품분석사, 상위 1%의 커리큘럼
[1단계: 시장 분석] 금융 시장을 분석하는 거시적인 시각 기르기 

[2단계: 상품 분석] 다양한 금융 상품을 분석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기

[3단계: 고객 분석] 고객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금융상품 선별하기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 제안
*추천 강좌: 해커스 금융상품분석사 스펙완성 패키지

 금융 전문성 UP

 AFPK/CFP 자격인증자는 계속교육학점으로 최대 36학점 인정!

 금융권 취업 성공

 금융상품 전문가로 성장

 승진으로 승승장구!

금융상품분석사, 안 딸 이유가 없네

AFPK 합격지원반

20,000원 할인쿠폰
3 4 C 8 2 C C C 6 2 5 F F 9 E 7

해커스 금융이 
미래의 금융인을 

위해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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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대  가

2  0  대  에 게

전 하 는  조 언

교복을 벗고 이제 막 사회의 문턱에 한 발짝 들어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민이 가득 차있나요? 

학점관리? 취업? 인간관계? 그 무엇이 되었든 마음은 무겁겠지요. 

스스로 만들고 지켜가야 하는 대학교 시간표, 

4년간의 긴 레이스를 마치면 다시 또 시작해야 하는 취업 준비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사회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의 고민도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모두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언젠가는 ‘왜 고작 그런 일로 마음 쓰였지?’ 하는 때가 올테니까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조언이 

오늘 혹은 언젠가 문득 떠올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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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결혼, 연애 한다고 
나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때를 기다리세요.
- 언제 어디서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골드미스 A씨

과거는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가정은 

날려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 꿈을 찾기 위해 퇴사한 직장인 S씨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 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패션 디렉터 L씨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무척 힘들 거예요.

-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스트릿 아티스트 P군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요.
- 세계를 탐방하는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 K씨

운동하세요.

체력은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떨어진답니다.
- 건강을 위해 홈 트레이닝을 시작한 은행원 M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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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만큼 당신의 세계도 넓어집니다. 

-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는 그래픽 디자이너 A씨

리스크를 두려워 마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20대는 도전하고 꺾이고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에요.
- 새로운 비지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K씨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할 것과 

잘하는 것 몇 가지에 

목표를 두고 실천하세요. 

- 하루에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영화 매니아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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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시작하는 
취준생이 합격을 잡는다
상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가 하나 둘 발표되면서, 2017 상반기 채용도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하다. 이번 상반기 공채 역시 필기시험이 지원자를 웃고 울게 만들었다. 출제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딱 하나 확실한 것은 준비된 자만이 필기시험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하반기 채용에서도 취준생은 꾸준한 필기시험 준

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반기 필기시험,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

야 할까? 아직도 카더라 통신에 취업 정보를 의지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해커스잡 취

업 전문가 김소원 선생님과 복지훈 선생님에게 에디터가 직접 물어보았다.

Q&A 취업 전문가가 말하는 2017 하반기 필기시험 대비 전략

안녕하세요. 김소원 선생님, 복지훈 선생님. 취준생들을 위해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상반기 채용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요. 취업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채용 필기시험 트렌드는 어땠나요? 

상반기 채용 필기시험의 트렌드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나눠

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필기시험은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이 혼합되어 출제됩니다. 기업에 

따라 직무적성검사와 NCS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만 대부분이 두 가지 유형을 함께 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적인 직무적성검사에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구분 능력, 그 중에서도 ‘의

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능력’이 반영되어 취업준비생

들에게 있어 새로운 유형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먼저 본인이 자신 있는 유형, 어려운 

유형,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

제는 넘어갈지 전략을 세우고, 시간 관리 방법도 함께 생각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필기시험의 모

든 문제에 매달려 전부 해결하려는 공부 방법은 한정된 시간 내 필기시험 준비

를 마쳐야 하는 취준생들에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답을 맞히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나은 풀이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재 해설지는 최후의 확인용일 뿐이니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혼

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여러분이 고민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그러니 고민은 이제 접어두고 지금 당장 한 발짝 앞서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노력에 따른 결과는 분명 정직하게 돌아옵

니다. 여러분의 한발 앞선 노력을 응원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과 ‘문제 푸는 능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응

시자가 같은 유형의 문제도 소재를 바꾸거나 용어를 바꾸면, 

낯설게 느껴 오답을 고르곤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못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낯선 용어와 소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푸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양한 문

제를 풀면서 여러 유형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지금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잊어

버렸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꾸

준하게 준비하신다면, 하반기 공채에서는 합격의 기쁨을 맛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노리는 취준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필기시험은 예전처럼 서류 통과 후 며칠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준비 

기간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취준생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필기시험을 준비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기초를 미리 잡아놓으면 채용 

시즌에 자소서나 면접에 집중할 수 있으니, 이번 여름 동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겠군요. 그렇다면 필기시험,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두 분의 진심 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전국의 취준생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대기업의 경우, 수험생들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다 

보니 각 기업별로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는 삼성 인적성을 준비하면 다른 기업의 인적성 준비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 기업별로 인적성의 유형이 다르

다 보니 지원하려는 기업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

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의 문제 유형을 미리 아는 것은 물론이고 철

저한 연습까지 해가기 때문에 머리만 믿는다거나 유형만 간단히 파악해가는 것

만으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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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진단 TEST
하반기 인적성,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진단해보자!

Q1. 수철이는 농도가 11%의 소금물을, 희선이는 5%의 소금물을 가지

고 있었다. 수철이와 희선이가 가지고 있는 소금물을 합쳤더니 9.5%

인 소금물 200g이 만들어졌을 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금물의 양

은 각각 얼마인가?

Q2.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문장을 고르시오.

• A가 이사를 가면 B는 청소를 한다.

• B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A는 이사를 가지 않는다.

• B가 집들이를 하지 않으면 A는 이사를 간다.

• A가 집들이를 하면 B는 요리를 하지 않는다.

① B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A는 집들이를 한다.

② A가 이사를 가면 B도 이사를 간다.

③ B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청소도 하지 않는다.

④ A가 집들이를 하면 B도 집들이를 한다.

⑤ B가 요리를 하면 A는 이사를 간다.

Q3. 9명의 면접관이 360명의 지원자와 1:1로 200분 동안 면접을 진

행하려고 하였으나, 일정이 변경되어 면접시간을 120분으로 단축하려 

한다. 지원자 한 사람당 면접시간은 변함없고 면접관 한 사람당 배정

되는 지원자의 수는 모두 동일할 때, 부족한 면접관을 몇 명 충원해야 

하는가? (단, 지원자 한 사람당 면접 시간은 모두 같고 면접은 한 번

씩만 진행한다.)

Q4. 다음 전제를 읽고 반드시 참일 결론을 고르시오. 

전제
모든 마라토너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어떤 마라토너는 지구력이 뛰어나다.

결론

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모든 마라토너는 지구력이 뛰

어나지 않다.

②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어떤 마라토너는 지구력

이 뛰어나지 않다.

③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모든 마라토너는 지구력

이 뛰어나다.

④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모든 마라토너는 지구력이 뛰

어나다.

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어떤 마라토너는 지구력이 뛰

어나다.

Q5. 상자 하나에 반지를 5개씩 넣으면 반지가 2개 남고, 반지를 7개씩 

넣으면 상자가 1개 남는다. 상자 하나에 반지를 7개씩 넣어 상자가 남

을 경우, 반지를 넣은 마지막 상자에는 반드시 7개의 반지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상자의 개수로 가능한 수들의 합은?

Q6. 다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게 하는 전제를 고르시오.

전제
집중력을 높이는 어떤 것은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된다.

결론 어떤 껌은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된다.

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모두 껌이 아니다.

② 모든 껌은 집중력을 높인다.

③ 집중력을 높이는 어떤 것은 껌이 아니다.

④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모두 껌이다.

⑤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껌이다.

진단 LEVEL CHECK!

맞은 개수 0~2개

기본공식 적용이 어려운 인적성 왕초보! 

“인적성은 서류 발표 나고 후다닥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당신, 며칠 바짝 준비해도 합격하는 인적성은 이제 옛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인적성을 정복하자 

[추천 강좌: 해커스잡 직무적성 기초반] 

맞은 개수 3~5개

인적성, 풀어도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ㅠㅠ! 

자소서 쓰느라 인적성에 살~짝 소홀했던 당신! 좀처럼 늘지 않는 

실력에 고민이 많았던 당신! 인적성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

한 기초와 전략적인 풀이 기법, 시간 배분이 필수랍니다. 기초부

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대비하면서 합격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추천 강좌: 해커스잡 직무적성 기초반/해커스잡 직무적성 종합반]

맞은 개수 5개 이상

인적성 완전정복을 노리는 고득점 저격수! 

웬만한 인적성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정확도와 스피드가 

필요한 당신! 지금부터는 인적성 실전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실전 

감각을 향상하는 게 중요해요. 실전반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실전 

문제풀이 TIP으로 고득점을 저격하세요!

[추천 강좌: 직무적성 실전반]

해커스잡 직무적성 강의 바로가기

www.HackersJOB.com 

*정답은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총 풀이시간 4분 30초

[정답] 1. 수철 150g, 희선 50g / 2. ④ / 3. 6명 / 4. ⑤ / 5. 18 / 6. ④

하반기 공채를 노리는 취준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겠군요. 그렇다면 필기시험,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두 분의 진심 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전국의 취준생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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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r_and_faster ...

1시간 만에 강의 3개 다 들었다
#선생님_랩퍼인줄 #인강은_역시_2배속

Ingangstagram

begining_is_half ...

오늘은 열심히 들어야지!
#어느새_6시 #내일은_기필코

Ingangstagram

Studying_anywhere ...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곧 강의실!
#통학시간_2시간 #강의3개_완강

Ingangstagram

30분짜리 강의를 20분, 
빠르면 15분 안에 볼 수 있는 마법이 
펼쳐진다.

배속재생과 함께 ‘10초 앞으로’를 시전하는 
당신은 초고수!

다른 유형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빨리 
감기’형이 된다고 한다.

 
‘보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 
나는 내 청력을 믿는다.
 
알파고도 울고 갈 멀티플레이어
 
분명 들었던 강의인데, 
다시 들어도 새로워! 짜릿해!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곧 강의실, 
공간의 지배자.
 
흔들리는 버스와 밀치는 사람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각의 신!

때론 대중교통에서의 꿀잠을 위해 
인강을 듣는다.

STAGRAM

‘빨리 감기’형
최소 1.3배속(초보)~2.0배속(초고수)까지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 유형의 인강러!

‘시작이 반’형
인강을 시작한 것에 의의를 두며 재생과 
동시에 모니터를 외면하거나 인강 창을 
최소화하고 이중생활을 즐기는 인강러.

‘대중교통’형
버스, 지하철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강의를 듣는 인강러

‘빨리 감기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뭐든지 ‘빨리빨리’를 외친다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5분짜리 
무료 기초 영문법 특강으로
영문법 확실히 잡자!

TIP!
‘시작이 반’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안타깝지만 그 강의는 꽝…!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강의는 방치를 자초합니다. 
해커스인강에서 준비한 62개의 무료 강의 듣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보자!

TIP!
‘대중교통’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지하철, 버스 안에서 강의만 듣기 
지루하다면?
해커스 토익 보카 어플로 
언제나 어디서나 틈틈이 공부하자!

TIP!

유형3 유형4 유형5

‘인강 듣는 게 제일 쉬웠어요.’ 
모범생의 정석!

인강 보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스케줄에 따라 행동한다.

공부시간 내내 눈은 교재에! 손은 펜과 
떨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열심히 먹는다.

 

계속 열심히 먹는다.

 

왠지 먹고 나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한다.

인강스타그�
인강러들, 
솔직히 이래, 안이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제 더는 놀랍지만은 않은 일이다. 인강은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바쁜 일과 중에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언제든 

들을 수 있고, 독서실에서도 내 방 책상에서도,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인강의 매력에 빠져 언제나 인강-ing 중인 

프로인강러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각양각색의 인강 

종류만큼이나 인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오늘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의 

모습 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강러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God_of_Study990 ...

아침부터 상쾌하게 인강 시작!
#인강의_정석 #근면 #성실 #공부가_제일_
쉬웠어요.

Ingangstagram

Food_is_my_life ...

배고프면 집중 안되니까 간식 냠냠
#먹짱 #인강스타그램 #먹스타그램 
#배부르니까_졸림

Ingangstagram

HACKERSINGANG

유형

‘공부의 신’형 ‘먹방’형
‘먹는 게 남는 거지.’ 간식을 모니터
옆에 두고 인강을 들으며 
끊임없이 섭취하는 인강러 혹은 먹방러.

인강을 재생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정석대로 공부하는 인강러

‘공부의 신’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열공 시작하기 전에 
해커스 토익 무료 배치고사로 
내 실력 점검하자!

TIP!
‘먹방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간식을 두 손에 쥐고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먹방형’ 인강러는 들으면서 단어 외운다.
해커스 토익 보카 챈트버전 MP3와 
함께 신나게 단어 외우자!

TIP!

1 유형2
I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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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r_and_faster ...

1시간 만에 강의 3개 다 들었다
#선생님_랩퍼인줄 #인강은_역시_2배속

Ingangstagram

begining_is_half ...

오늘은 열심히 들어야지!
#어느새_6시 #내일은_기필코

Ingangstagram

Studying_anywhere ...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곧 강의실!
#통학시간_2시간 #강의3개_완강

Ingangstagram

30분짜리 강의를 20분, 
빠르면 15분 안에 볼 수 있는 마법이 
펼쳐진다.

배속재생과 함께 ‘10초 앞으로’를 시전하는 
당신은 초고수!

다른 유형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빨리 
감기’형이 된다고 한다.

 
‘보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 
나는 내 청력을 믿는다.
 
알파고도 울고 갈 멀티플레이어
 
분명 들었던 강의인데, 
다시 들어도 새로워! 짜릿해!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곧 강의실, 
공간의 지배자.
 
흔들리는 버스와 밀치는 사람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각의 신!

때론 대중교통에서의 꿀잠을 위해 
인강을 듣는다.

STAGRAM

‘빨리 감기’형
최소 1.3배속(초보)~2.0배속(초고수)까지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 유형의 인강러!

‘시작이 반’형
인강을 시작한 것에 의의를 두며 재생과 
동시에 모니터를 외면하거나 인강 창을 
최소화하고 이중생활을 즐기는 인강러.

‘대중교통’형
버스, 지하철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강의를 듣는 인강러

‘빨리 감기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뭐든지 ‘빨리빨리’를 외친다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5분짜리 
무료 기초 영문법 특강으로
영문법 확실히 잡자!

TIP!
‘시작이 반’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안타깝지만 그 강의는 꽝…!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강의는 방치를 자초합니다. 
해커스인강에서 준비한 62개의 무료 강의 듣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보자!

TIP!
‘대중교통’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지하철, 버스 안에서 강의만 듣기 
지루하다면?
해커스 토익 보카 어플로 
언제나 어디서나 틈틈이 공부하자!

TIP!

유형3 유형4 유형5

41

THE HACKERS M
AGAZINE. 

‘인강 듣는 게 제일 쉬웠어요.’ 
모범생의 정석!

인강 보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스케줄에 따라 행동한다.

공부시간 내내 눈은 교재에! 손은 펜과 
떨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열심히 먹는다.

 

계속 열심히 먹는다.

 

왠지 먹고 나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한다.

인강스타그�
인강러들, 
솔직히 이래, 안이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제 더는 놀랍지만은 않은 일이다. 인강은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바쁜 일과 중에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언제든 

들을 수 있고, 독서실에서도 내 방 책상에서도,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인강의 매력에 빠져 언제나 인강-ing 중인 

프로인강러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각양각색의 인강 

종류만큼이나 인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오늘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의 

모습 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강러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God_of_Study990 ...

아침부터 상쾌하게 인강 시작!
#인강의_정석 #근면 #성실 #공부가_제일_
쉬웠어요.

Ingangstagram

Food_is_my_life ...

배고프면 집중 안되니까 간식 냠냠
#먹짱 #인강스타그램 #먹스타그램 
#배부르니까_졸림

Ingangstagram

HACKERSINGANG

유형

‘공부의 신’형 ‘먹방’형
‘먹는 게 남는 거지.’ 간식을 모니터
옆에 두고 인강을 들으며 
끊임없이 섭취하는 인강러 혹은 먹방러.

인강을 재생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정석대로 공부하는 인강러

‘공부의 신’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열공 시작하기 전에 
해커스 토익 무료 배치고사로 
내 실력 점검하자!

TIP!
‘먹방형’ 
인강러를 위해 준비한

간식을 두 손에 쥐고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먹방형’ 인강러는 들으면서 단어 외운다.
해커스 토익 보카 챈트버전 MP3와 
함께 신나게 단어 외우자!

TIP!

1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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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 을 위한 인강

난 새내기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볼까.
대학생활의 시작, 
기초영문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3학 을 위한 인강

이젠 정말 취업 준비를 시작 해야 할 때야!
취업 필수 스펙, 토익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공부할 마음가짐은 되었는데 
지갑은 왜 이렇게 얇은 거지?

2학 을 위한 인강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이제 나를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야.

대학생활의 멋진 추억의 한 장을 남기기 위해
교환학생을 준비해볼까?

4학 을 위한 인강

토익, 스피킹, 취업, 한국사… 
취업 준비생에게는 모두 필요하다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나에게
복잡하지 않게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줄 무언가가 필요해!

차근차근!
기초영문법 0원

◀ 프리패스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공부하는데
돈 걱정하지 말자!

토익 0원
◀ 프리패스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누구보다 빠르게
토플 고득점 달성!
토플 프리패스 ▶

이  여름방학에 뭐해?

여름방학,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학기 동안 지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힐링 타임이다. 

또한,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스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무더운 여름,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면 시원한 집에서 인강을 들으며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보는 것은 어떨까.

처음으로 대학교에서의 방학을 맞이한 새내기부터,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고학번까지.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2017 전 강좌
평생수강 프리패스 ▶
*365일 중 120일 이상 출석 시, 
 종료 7일 전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 가능

1 2

3 4

I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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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터 편
다이어트 중에 보면 소름 끼치는 영화’심야 식당’

“어서 오세요. 늘 먹던 거?”

‘심야식당’ 일본의 한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신선한 요리와 단골손님의 이야기를 담은 소소한 영화. 담

백한 대화, 그리고 마스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맛깔 나는 음식은 관객을 천천히 힐링시킨다. 그러나, 다

이어터에게는 미친 듯이 침샘을 자극하고 ‘먹어? 말아?’의 고민을 초고조화 시키는 어마무시한 영화. 

마스터의 프라이팬에서 바삭 하게 구워지는 비엔나소시지, 스파게티 면과 토마토 케첩이 어울러진 일

본풍 나폴리탄 파스타. 이 영화는 마스터가 만드는 모든 요리, 그리고 그 음식이 만들어 지는 과정들을 

생생한 사운드와 함께 묘사 하고 있다. 그러니, 매일 퍽퍽한 닭 가슴살과 채소를 먹고 있는 다이어터

에게 소름이 끼칠 수밖에. 푸드힐링무비 ‘심야식당’, 체중조절 중인 당신에겐 호러무비가 될 수 있다.

애인 편
애인이 유럽여행 갈 때 보면 무서운 영화 ‘비포 선라이즈’

“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아.”

‘비포 선라이즈’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한 순간에 서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다룬 영화. 옛

날 영화지만 멜로/로맨스 계의 대표 명작으로 통하는 이 영화는 아름다운 유럽을 배경으로 사랑에 빠

진 두 남녀만의 로맨틱한 하루를 담아내고 있다. 단 하루의 만남, 그리고 사랑에 빠져버린 둘. 둘의 달

콤한 눈빛과 소소한 대화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핑크 빛 벚꽃으로 물들인다. BUT, 낯선 장소에서 

깊은 사랑에 빠진 이 둘을 보고 있으면, 유럽여행간 남자친구를 둔 누군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이다. ‘단 하루,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단 하루, 헤어지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도 있는 법. 사랑에는 타이밍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데…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 혼자 가는 애인을 두

었다면, 이 영화는 왠지 모르게 짜증과 불안함을 유발하는 공포영화가 될 지도 모른다.     

알고 보면 무서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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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편
취준생 마음에 핏물 들이는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 

“너 아직도 노냐? 노는 게 아니라…”

‘내 깡패 같은 애인’ 맨날 맞고 다니는 삼류건달 박중훈과 열정 취준생 정유미의 반지하 반 동거 생

활을 담은 필름. 로맨스 코미디 장르로 네이버 평점 9.05를 받으며 흥행한 이 영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저 웃긴 러브스토리로만 생각되진 않을 것이다. 취업전선에서 세상과 

기 싸움 중인 그녀. “지방대 이공계 출신에다. 경력은 회사생활 딸랑 3개월이 전부…. 한세진씨 애인 

있어요?” 라는 면접관의 대사는 모든 취준생의 기분을 지하 30층으로 수직 낙하시킨다. 이런 질문

을 받고도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를 춰볼 수 있느냐는 그들의 요구에 춤을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절실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취준생들의 마음을 유독 아프게 한다. 취준생에게 현실에 대한 두

려움과 공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이 영화. 당신이 취준생이라면 이 영화의 장르는 로맨스코미디

가 아닌, 새드호러가 될 것이다.

FUN

1학 을 위한 인강

난 새내기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볼까.
대학생활의 시작, 
기초영문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3학 을 위한 인강

이젠 정말 취업 준비를 시작 해야 할 때야!
취업 필수 스펙, 토익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공부할 마음가짐은 되었는데 
지갑은 왜 이렇게 얇은 거지?

2학 을 위한 인강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이제 나를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야.

대학생활의 멋진 추억의 한 장을 남기기 위해
교환학생을 준비해볼까?

4학 을 위한 인강

토익, 스피킹, 취업, 한국사… 
취업 준비생에게는 모두 필요하다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나에게
복잡하지 않게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줄 무언가가 필요해!

차근차근!
기초영문법 0원

◀ 프리패스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공부하는데
돈 걱정하지 말자!

토익 0원
◀ 프리패스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누구보다 빠르게
토플 고득점 달성!
토플 프리패스 ▶

이  여름방학에 뭐해?

여름방학,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학기 동안 지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힐링 타임이다. 

또한,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스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무더운 여름,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면 시원한 집에서 인강을 들으며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보는 것은 어떨까.

처음으로 대학교에서의 방학을 맞이한 새내기부터,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고학번까지.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2017 전 강좌
평생수강 프리패스 ▶
*365일 중 120일 이상 출석 시, 
 종료 7일 전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 가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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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그뿐이겠어?

당신이 몰랐을 
공무원 혜택 
BEST 5
공무원 혜택 하면 ‘저녁이 있는 삶’부터 떠올리는가. 뭐, 그건 당연하다. 심지어 공무원 단

축근무 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4시에 퇴근한단다. 벌써부

터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공무원 혜택, 그뿐이겠는가. 이건 어마어마

한 공무원 혜택의 ‘서막’일 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당신을 공시생 길로 안내할 매력적

인 공무원 혜택 BEST 5! 

보람만으로 아쉬울까 봐
 ‘수당’을 준비했어~

당신이 취뽀(!)를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오늘 야근 수당은 보람이야.(찡긋)”

라고 당신의 상사가 말한다면? 지금 이 질문

에 “상상도 하기 싫어!!!”라고 속으로 외친 그

대에게는 공무원이 ‘천직’이다. 공무원만큼 야

무지게 각종 수당을 받는 직업이 없기 때문!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야근에 대한 ‘초과근

무수당’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때문이다. 여기

에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월 보수액 최대 

50%)과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월 보수액 

최대 230%)까지 있어 각종 수당을 야~무지

게 챙겨갈 수 있다.

공무원이 ‘텅장’을 피하는 법!

‘월급이 로그인했습니다. (1초 뒤) 월급이 로

그아웃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만약 당신의 

통장에 알림 창이 뜬다면 쓰여있을 말이다. 공

무원이라고 뭐 다르겠나. 통장이 ‘텅장’되는 

건 만인에게 공평한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에

게는 조금 더 특별한 통장 보호법이 있다. 바

로 공무원 전용 금융상품이다. 공무원만 가입

할 수 있는 하나카드 ‘공무원연금 1Q카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제휴해 연회비 8000원(해

외 겸용 1만원)으로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는 ‘신한 참수리사랑대출’과 소방공무원

을 위한 ‘119소방행복대출’까지 운영하고 있

다고 하니 참고할 것.

공무원은 휴가도 남.달.라.

공무원 친구들이 어쩐지 휴가도 더 긴 것 같더

라고? 맞다. 이건 실화다. 우선 공무원(국가직 

공무원 기준)은 연가도 남다른데, 6년 이상 일

할 경우 연가일수가 무려 21일에 달한다. 물

론,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은 잊지 말자!

이 외에도 올해부터 고등학생 이하(어린이

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

며,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일 이내 포상휴가도 받을 수 있다. 남들이 여

행 가려고 황금연휴만 손꼽아 기다릴 때, 공

무원은 휴가만으로 ‘자신만의’ 황금연휴를 만

들 수 있다고.

어머님이 말하셨지, 공무원이 최고라고.
어머니가 공무원 노래를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철밥통, 노후보장, 

칼퇴근 등…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뻔한 이유는 과감히 생략하고, 당

신이 몰랐을 공무원 혜택만 모아봤다.

 *주의:  이 글은 매우 건전하고 유익하지만, 마치 금단의 서적을 보듯 어머니 ‘몰래’보기

를 바란다. (어머니가 이 혜택까지 알았다가는 내일쯤 당신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노량진으로 향할지도 모른다.)

공무원이 짱

BEST 1 BEST 3BEST 2

PASS



STEP 1  내 적성을 저격하는 선택과목 찾기

선택과목이 고민이라고? 그렇다면 해커스 공무원에서 제공하는 ‘초시생 가

이드’를 통해 실력 TEST부터 받아보길! 당신의 적성을 저격하는 선택과목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TEP 2  학습전략으로 공부 방법 ‘감’잡기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무작정 시작한다?! 아니 될 말씀! 해커스 공무원 스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과목별 학습전략으로 공부 방법 ‘감’부터 잡아보자.

어떤 포인트보다 자유로운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를 빼놓고는 공무원 혜택을 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지포인트인데,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0만 원에 해당하는 400포

인트(1포인트=1,000원)를 기본적으로 지급

받는다. 여기에 근무 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

라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며, 공무원이 사용하

는 복지 포인트에는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직

원들과 달리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

다. 특히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도입되며, 

건강검진, 자기계발, 여행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

다. 혜택의 범위를 마음껏 넘나드는 공무원 복

지포인트. 어떤 카드도, 어떤 멤버십 포인트도 

이보다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써보려 해,
숨겨왔던 나의~ 항공 마일리지!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후두득 ‘돈 눈물’을 쏟

아내던 지갑. 이제 더 이상 지갑을 울리기 싫

다고? 만약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것! 공적 항공 마일리지

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다니며 적립되는데, 

이전에는 공무원 중 약 93%가 3만 마일 이하

만 가지고 있어 일본과 중국을 갈 때도 사용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제도가 개선

되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1마일당 가격도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되었다.(3만 마일 미만 보유 시) 현금만 

조금 투자하면, 그동안 숨겨왔던(?!) 마일리

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합격이 고픈 그대, 이렇게 시작하길
공무원 혜택을 하나씩 알아본 지금, 이제 당신은 곧 공무원이 ‘땡길’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1도 모르겠다고? 너무 걱정 마

라. 그럴 줄 알고, 공무원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스타트 방법을 3단계로 나

누어 정리했다. 합격이 고픈 그대, 이렇게 시작하길.

BEST 5BEST 4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1위 이중석

STEP 3  전문가와 함께 합격으로 직진!

이제는 해커스 공무원 스타 선생님의 강의로 

실력을 키워나갈 차례! 합격으로 직진하고 싶

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이 길, 혼자 가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가라.

해커스 공무원 온라인 매출 1위(2015.05.01~2015.07.31)

시작도 하지 않고
공무원 준비
겁먹기 있기? 없기?

▲   ‘초시생 가이드’에서 실력 테스트부터 
  시작하기!

최단시간 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 각 과목별 스타 선생님이 말하는 학습전략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꿀 혜택!

해커스 공무원 인강 단과
30% 할인쿠폰

F9D9F4EC95CBEACF

45

THE HACKERS M
AGAZINE. 



46

TH
E H

AC
KE

RS
 M

AG
AZ

IN
E.

 
MUSIC

새내기’s Playlist VS 졸업반’s Playlist
대학생의 특권 여름방학. 여름 방학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다로, 산으로 어디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떠나기 전, 들뜬 마음을 더욱 UP 시켜줄 여름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첫 여름방학을 맞은 새내기와 마지막 여름방학을 앞

둔 졸업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떻게 다를까? 새내기와 졸업반, 그들의 취향을 저격한 여름 

노래를 탈탈 털어보았다.

바캉스 떠날 때 듣는 노래
취향을 저격한 여름 노래가 궁금하다!

‘아이돌 전성시대’
새내기 Playlist에 담긴 

‘신흥’ 바캉스 노래

피서지에서 안 나오면 섭섭한 
여름 캐롤

씨스타 - Loving U(러빙유)

여름 밤,
달달한 감성저격

SanE&레이나 - 한여름 밤의 꿀

시원한 바닷가가 떠오르는
청량한 멜로디

에이핑크 - Remember

16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여름 노래

UN - 파도

‘들어도 들어도 안 질려’
졸업반 Playlist에 담긴 

‘원조’ 바캉스 노래

몇 년 전부터 씨스타는 쿨의 뒤를 잇는 여름 노래 강자로 떠올랐어. 

이제 여름 노래하면 씨스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 그 중에서

도 특히 ‘Loving U(러빙유)’는 바캉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 

여름 휴가를 갈 때마다 꼭꼭 넣어두는 필수 곡이야!

슈가맨에 나온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 받는 노래야. 2001

년에 발매된 곡이지만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도 않고, 그때 그 시

절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명곡이지.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든 붙잡

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건 나뿐만이 아닐걸?

지금은 ‘아는 형님’에서 살짝 부족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쌈자신

이지만, 사실 민경훈은 전설의 밴드 ‘버즈’의 메인보컬이었어. ‘나에게

로 떠나는 여행’도 버즈의 수많은 명곡 중 하나야. 시원한 기타소리와 

주옥 같은 가사가 여름의 에너지를 마구마구 발산하는 것 같아. 축축 

처지는 여름, 이 노래가 너의 에너지 풀충전을 책임져 줄거야. 

여름하면 쿨!
여름 노래의 터줏대감

쿨 - 해변의 여인

여름을 갈아 노래에 끼얹은 
쌈자신 레전드곡

버즈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여름 노래는 신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달달함으로 여름밤 더

위를 싹 날려주는 노래지. 입체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여름 특유의 밤

공기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야. 2014년에 나왔는데도 매년 여름 차트

에 오르는 걸 보면 말 다했지. 이번 여름, 이 노랠 들으며 여름밤 감성

에 푹 취해보는 건 어때?

쿨 노래 없이 어떻게 여름 노래를 논할 수 있을까. 제목이 생소한 새

내기도 노래 첫 소절만 들으면 “아! 이 노래?”라고 반응하는 곡이야. 

1997년에 나온 ‘해변의 여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사랑

받아왔어. 이 노래를 들으면 당장에라도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할 것만 

같단 말이지. 괜히 여름 노래의 원조가 아니라니까.

Remember는 에이핑크 특유의 소녀 감성과 예쁜 가사, 그리고 청량

한 멜로디를 담은 여름 노래야. 밝은 듯하면서도 잔잔한 느낌이 드는 

이 노래는 바다 너머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쿵짝 쿵짝 신

나는 여름 노래보다 뭔가 색다른 여름 멜로디에 빠져보고 싶다면, 이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어.

design by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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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피서지 대표 4인방’의 
치열한 공방전,
당신의 선택은?
‘여름’, 이름만 들어도 엉덩이가 들썩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여름이라는 단어에 이처럼 반사적인 감정이 드는 것은 매년 피서지에서 쌓아온 행복

한 추억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나라 피서지 중, 올 여름 나의 발걸음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길 피서지는 어딜까? 올해도 역시 매년 대표 피서지

로 손꼽히는 바다/한강/계곡/워터파크 후보가 출마하여, 피서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네 후보에 열광하는 각각의 지지자들이 펼치는 갑론을박을 엿들어 보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기호 1번 해수욕장

‘피서지의 끝판왕’하면 우리 후보님 

아니야? 여름 하면 바다지. 우리 후

보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미와 낭

만 둘 다 잡을 수 있는 피서지야. 낮

엔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날려버리

고, 저녁엔 밤바다의 낭만에 흠뻑 젖

을 수 있어. 연인이랑 가면 로맨틱한 

추억을, 가족이나 친구랑 가면 신나

는 추억을 쌓을 수 있지. 또 하나, 해

수욕장 주변에는 볼거리와 관광명소

도 넘쳐나서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 이렇게 완벽한 후

보님에게도 작은 단점이 있어. 그건 

바로 성수기의 넘쳐나는 인파와 바

가지요금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잘 찾아보면 성수기에

도 바가지요금 없는 한적한 해수욕

장이 숨어있기 마련이니까. 재미, 낭

만, 볼거리 일석삼조로 즐길 수 있는 

우리 후보님, ‘기호 1번 해수욕장’으

로 떠나보자.

추천명소: 천진 해수욕장(강원도 고

성군 토성면) 

Point: 피서객이 몰리는 속초와 떨

어져 있어, 성수기에도 한적하고 평

화롭다. 북적이는 바다가 싫은 사람

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곳이다.

도심 속 캠핑, 시간은 아끼고 추억
은 키우고 기호 2번 한강 캠핑장

이번 여름은 바쁘니 피서는 내년으로 

미룬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방콕족

을 위해 우리 후보님이 출마하셨어. 

우리 지지자들은 높은 접근성을 후보

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어. 한

강 캠핑장은 서울 여러 군데에 있거

든. 잠실•잠원•뚝섬•난지 캠핑장 

등등… 텐트는 물론 캠핑용품까지 모

두 대여 가능해서 뚜벅이들이 열광하

고 있는 피서지야. 화장실, 샤워장 완

비에 심지어 바비큐까지 할 수 있어

서 한강 캠핑장이라고 무시할 수 없

다니까! 또, 밤이 되면 고요해진 한

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 한 캔… 

크.. 그 느낌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야. 잠깐, 그래도 피서인데 물놀이

를 못해서 아쉽다고? 잠실, 여의도 

캠핑장은 야외 수영장 바로 옆에 자

리 잡고 있어서 물놀이와 캠핑 둘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걱정은 접어둬~ ‘

기호 2번 한강 캠핑장’ 이번 여름 한

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

추천명소: 잠실한강공원캠핑장(서울 

송파구 잠실동) 

Point: 잠실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 뚜벅이에게 최적화된 캠핑장

이다. 캠핑장 옆 야외 수영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내가 산이고 산이 나로다. 물아일
체되는 그 곳! 기호 3번 계곡

무슨 소리야~ 요즘은 여행도 ‘힐링’

이 대세 아냐? 복잡한 일상을 탈출

해, 유유자적한 피서를 즐기고 싶다

면 우리 후보님만한 곳이 없어. 우거

진 나무 그늘에 누워, 시원한 물소리

를 듣고 있으면 내가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라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계

곡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 그리고 소

주! 캬… 생각만 해도 침 고인다. 또, 

계곡은 등산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등

산 매니아들이 많아. 즉,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만한 피서지라는 거지. 그

렇지만 대부분의 계곡은 수심이 얕아

서 물놀이만이 목적이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요즘은 취사 가능

한 계곡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니 꼭

꼭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아. 치열한 

일상에 지쳤다면, ‘기호 3번 계곡’ 힐

링으로 리프레쉬 해보는 건 어때?

추천명소: 왕방산 깊이울 계곡(경기 

포천시 신북면) 

Point: 서울 근교에 위치한 깊이울 

계곡은 깨끗한 물과 비교적 깊은 수

심이 특징이다. 자릿세가 없고 취사

까지 가능해 돗자리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다. 

핫썸머! 핫바디! 이보다 더 HOT할 
수 있을까? 기호 4번 워터파크

대한민국 핫한 언니 오빠들은 모두 

집합시킨 이곳! 워.터.파.크! 우리 후

보님,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

기가 엄청나지. 그만큼 워터파크는 

가족보다는 친구, 연인과 함께 가기

에 더 좋은 곳 같아. 다른 피서지에서

는 보기 힘든 깔끔한 편의시설과 뚜

벅이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도 젊은 지

지자 양성에 한몫 했지.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을 타다 보면 손이 물에 불

어 할머니 손이 되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이렇게 완벽한 우리 후

보님도 성수기에는 어쩔 수 없어. 어

트랙션 한 개 타려고 기본 1시간 땡

볕 아래서 기다린 경험 다들 해봤지? 

그리고 성수기 입장료는 대학생들에

게는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니, 제휴 

카드나 소셜커머스를 최대한 활용해

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추천! 아, 

수영복 입기가 꺼려진다고? 우리에

게는 볼록한 뱃살을 꽁꽁 숨겨줄 구

명조끼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고. 더위가 저 멀리 날아가도록 신나

게 놀기만 하면 돼! 자, 바로 기호 4

번 워터파크로 출발해볼까? 레고~! 

추천명소: 캐리비안베이(경기도 용

인시 처인구) 

Point: 강변역에서 5700번 버스를 

타면 뚜벅이들도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 다양한 제휴 혜택과 할인 행

사도 매년 새롭게 오픈되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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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장래희망 칸에 ‘선생님’이라고 적어본 대학생은 아마 10명 중 반 이상 되지 않을까? 한참 
방황하던 사춘기 어린 시절을 꽉 잡아준 은사님 덕분에 혹은 여고생 마음 흔드는 멋진 교생 선생님 
덕분에 한 번쯤 꿈꿔봤을 그 직업, 바로 선생님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보다 수험 정보가 
많이 부족한 임용시험. 혼자서 준비하자니 막막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초수생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도 무거운 책을 안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많은 초수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바로 나, 해용이가 어렵게 이분을 소환했다! 현직 영어교사로 근무 중인 2015학년도 임용고시 
합격자, 지�근 교사에게 듣는 생생한 합격 수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수업시간처럼 집중해보길 
권한다.

보아라!

해용이의 깔끔 요약
〈초수생〉

1.   4학년 1학기 중 학업과 병행하느라 
학원 커리큘럼 및 본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육학 논술 집중 대비!

2.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무조건 취득하기!

 ·  한국사능력시험 3급은 절대평가 (중급 70점 이상) 이므로 
방학기간에 충분히 취득 가능!

 

 초수생이 묻는다. (ID : thre****)

Q.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고, 올해 12월에 첫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초수생입니다. 과목은 국어이

고요. 1차 시험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막막해요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선생님

A. 지�근 선생님 :  네, 저도 초수생 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초수생은 사범대나 교

직이수 재학생 중 4학년이신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학업과 병행해야 해서 온전히 임용시험 준

비에만 몰두하기가 다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초수생 시절 여름방학 때 교육학 논술이라도 완

벽한 답안을 작성하자는 생각으로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4학년임에

도 학교수업이 많은 경우였고요, 수업이 적어 여유로운 초수생 분들은 학원이나 인강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여름방학 때쯤이면 문제풀이 과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

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초수생 분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서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길 바랍니다. 한국사 3급은 임용고시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결국 임용고시
합격이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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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생과 N수생 모두에게 드리는 해커스 임용의 여름맞이 이벤트!

해용이가 드리는 여름방학 혜택 1

· 인강 수강 시
 해커스임용 (teacher.PASS.com) ▶ 마이페이지 ▶ 포인트/쿠폰 페이지에 번호 입력! 
· 직강 수강 시, 강남역캠퍼스 방문 후 데스크에 제시!
·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      
· 유효기간 : 2017. 12. 31 까지

교육학 논술 20% 할인 쿠폰

9D6F7D72434BBHRT

해용이가 드리는 여름방학 혜택 2

해커스 임용 전국모의고사 무료 응시권

EED667FBFF335BAG

· 인강 수강 시
 해커스임용 (teacher.PASS.com) ▶ 마이페이지 ▶ 포인트/쿠폰 페이지에 번호 입력! 
· 직강 수강 시, 강남역캠퍼스 방문 후 데스크에 제시!
·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      
· 유효기간 : 2017. 12. 31 까지

해용이의 깔끔 요약
〈N수생〉

1. 6월부터 문제풀이, 기출분석에 집중!
2. 전국모의고사는 무조건 응시!
3. 취약 부분 스터디는 꼭 참여!

 N수생이 묻는다. (ID : sala****)

Q.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K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임용고시에 3번째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1차 시험까지 6개월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생님

께선 이때쯤 어떻게 시험준비를 하셨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A. 지�근 선생님 :  네, 저랑 비슷한 점이 참 많으신 분이시네요. 저도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임용고시 3번째 도전

에 합격했거든요. 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했어요. 교육학 논술의 경우 교육학 

인강을 들으면서 서론과 결론의 내용에 대해 구조화된 형식을 세우고 논리전개 방식을 많이 연

습했어요. 전공과목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기출분석을 위해 2012, 2013, 2014 기출 

싹 다 뽑아서 제본하고 하루에 하나씩 기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영교론 8개 영역에 따라 기출

문제를 노트에 다 핵심개념을 적어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마다 실시하는 전국모

의고사에도 전부 응시했고요. 3수생이라면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모의고사에 많이 응시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스터

디에요. 문제풀이 스터디나 기출분석 스터디! 꼭 들어서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중요해요. 저는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스터디를 구성해서 공부하니까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어 멘탈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의지할 수 있어서 멘탈 관리에도 효과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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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감성 뿜뿜 터지는 
대륙의 핫 플레이스 샤먼
해커스 중국어 선생님이 추천하는 중국 '샤먼' 여행지 및 중국어 회화 표현
한 번쯤 TV에서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바로 샤먼! 신서유기 촬영지로 최근 더욱 주목 받고 있는 대륙의 핫 플레이스는 바로 
샤먼이다. 중국 푸젠성 남동부에 위치한 샤먼은 항구도시로 한국에서 약 3시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운 편이다. 중국의 지중해로 
불리는 이 도시, 알고 싶다!
샤먼에서 쓸 수 있는 쉬운 여행 중국어 표현 정도는 알아야 핫플레이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커스 중국어 선생님들의 
샤먼 추천 명소와 주요 표현도 알아보고,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는 떼놓은 당상, 팔로워수는 Up! Up! Up! 
그럼 인스타 감성 뿜뿜 터지는 대륙의 핫 플레이스 샤먼으로 떠나보자.

#대륙감성  #샤먼

#여행스타그램

해커스 중국어 초급 1위
오민경 선생님이 추천하는
샤먼 여행지

남보 타사

막힘 없는 중국어 회화로
샤먼의 핫피플이 되고 싶다면?

해커스 중국어 초급 인강 누적 매출 1위
(2015.07~2016.07)

기초중국어 1위 해커스 중국어
자동발사 중국어 0원 프리패스 3만원 할인권

QR코드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때

怎么走? [zěnme zǒu] 
어떻게 가요?

A : 南普陀寺怎么走？ 
 [Nánpǔtuósì zěnme zǒu?]
 : 남보타사 어떻게 가요?

B : 沿着这条路一直往前走 。
 [Yánzhe zhè tiáo lù yìzhí wǎng qián zǒu.] 
 : 이 길 따라서 앞으로 쭉 걸어가세요.

남보 타사
오민경 선생님이 추천하는 샤먼 여행지는 바로 
푸젠에서 가장 큰 사찰, 남보 타사! 중국의 4대 
불교 명산인 푸퉈 산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일 년 내내 불교 신도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 샤먼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바로 남
보 타사. 말 그대로 ‘대륙’에서 길 잃고 동공 지진 
나지 말고 어떻게 가는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더
는 헤매지 말자. 무사히 도착한 후 즐기는 남보 
타사의 평화롭고 따스운 분위기는 덤!

7F654425FCABE78S

네이버카페 [중공사]회원 대상 ‘기초중국어 1위’ 설문조사 (2017.02.22, 213명 참여)

COUPON

中
國

해커스 중국어 사이트 www.HAckersChina.co.kr 접속 > 로그인 > 메인 우측 하단 > 
쿠폰 등록 후 자동발사 중국어 0원 프리패스 신청 시 사용 가능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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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HSK 5급 듣기 1위
김동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샤먼 여행지

샤먼대학

가장 만족스러운 HSK 6급 선생님 1위
연승민 선생님의
시크릿 샤먼 여행지

대만야시장

네이버 [중공사] 회원 대상 '가장 만족스러운 HSK 6급 선생님' 설문조사
(2016.12.26/참여인원:195명)

해커스 중국어 인강 HSK 5급 듣기 누적 매출액 기준 1위
(2016.05~2016.06) 

대만야시장
연승민 선생님의 시크릿 샤먼 여행지는 바로 대만 
야시장. 아니, 갑자기 웬 대만이냐고? 샤먼은 대만
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름도 ‘대만야시장’이라
고 불린다. 묻지 말고 일단 먹을 것에 집중해보자.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금강산도 #먹스타그램! 바
다에서 갓 잡아 올린듯한 해산물과 과일, 꼬치, 주
스 등 온갖 아름다운 먹거리가 손짓하니 거절 말
고 맘껏 즐겨보자. 특히 해산물 음식이 많으니 해
산물 덕후들에게는 이곳이 천국이다. 단, 먹기 전
에 오늘 배운 이 표현으로 얼마인지 꼭 물어보자. 
바가지요금으로 당황하지 않게끔 열심히 연습해
서 원어민처럼 여유롭게 한마디 자동발사!

얼마인지 물어볼 때

多少钱？ [duōshǎo qián]
얼마에요? 

A：这个多少钱？
  [Zhège duōshǎo qián?] 
  이것 얼마에요?

B：350块钱。 
  [Sānbǎi wǔshí kuài qián.]
  350위안이에요.

샤먼대학
김동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샤먼의 여행지
는 바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곳,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으로 유명한 샤먼대학. 중국
이라고 모두 금색, 빨간색 건물만 있다고 생각하
면 너무햇! 너무햇!
선생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샤먼대학의 풍경은 
관광지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기
본 필터로 찍어도 예쁘지만, 더 아름답게 간직하
고 싶다면 카메라 삼육땡, 아날로그 떙땡 앱으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샤먼 #샤먼대학 태그
해보자. 이국적인 풍경에 팔로워들의 손은 이미 
하트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뿜뿜!

여행에 대한 감상을 말할 때

非常迷人 [fēicháng mírén.]
아주 매력적이다

A : 你觉得厦门怎么样？
  [Nǐ juéde Xiàmén zěnmeyàng？] 
 :당신이 느끼기에 샤먼 어땠어요?

B :  我觉厦门得很好，特别是厦门大学
的夜景非常迷人。

   [Wǒ juéde Xiàmén hěn hǎo, 
   Tèbié shì Xiàméndàxué de yèjǐng 

fēicháng mírén.]
 :  제가 느낄 땐 너무 좋았어요, 특히 샤먼

대학의 풍경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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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시원하게

얼굴
무더운 여름철 흘러내리는 얼굴을 부여잡고 싶

은 그대, 여기 집중! 당신을 위해 태양을 이기는 

메이크업 팁을 준비했다. 먼저, 기초 중의 기초

인 선블록으로 사시사철 이용해야 하는 선크림. 

여름에는 유분기가 적은 제품을 선택해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보자. 둘째, 메이크업 픽서. 화장 

마지막 단계에 뿌려준 수많은 물방울 들이 당신

을 폭염으로부터 지켜줄 아군이 될 것이다. 화

장 마무리 단계에서 잊지 말고 뿌려주자. 마지

막 파우더.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의 대가 파우

더는 여름철 잊어서는 안 되는 잇아이템이다. 

더운 여름 미친 듯이 날뛰는 나의 페이스 기름

을 릴렉스시키고 싶다면. 마지막 단계에 파우더

를 사용해보자.

겨드랑이
더운 여름 민감해지는 나의 그곳, 나에게 회색 

티를 금지시키는 그곳, 매 여름 개장하는 나의 

겨터파크를 틀어막고 싶다면. 여기 당신을 위한 

꿀팁을 공개한다. 첫째, 데오드란트 바르기. 여

름, 땀과 냄새를 줄여주는 데오드란트는 필수

템! 깨끗이 말린 뒤에 발라야 제대로 진가를 발

휘한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 둘째, 겨드랑이 패

치 얇은 소재로 남모르게 나의 겨터파크를 쉬

게 할 수 있는 핫아이템. 하지만 패치에 겨드

랑이가 쓸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셋째. 겨드랑

이용 티슈. 이것저것 다해봐도 미친 듯이 폭포

수가 흐른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보자. 휴대가 

가능한 제품으로 은밀한 부분을 수시로 케어 

할 수 있다.

각질제거
바캉스의 계절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자. 겨우

내 쌓이고 쌓아 꾸덕한 누룽지가 돼버린 내 뒤

꿈치. 이제는 긁어 버려야 할 때! 각질제거의 원

조 중 원조 발전용 면도기. 약간의 더러움과 수

고로움을 유발하지만, 추가 구매 없이 주기적으

로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 면도기가 조금 자극

적으로 느껴진다면? 풋 패치를 사용해보자. 소

모품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부드럽고 촉촉하게 

아기 발꿈치를 만들어준다. 여름맞이, 나 자신

을 관리 하고 싶은 날이라면, 발 팩을 추천한다. 

촉촉한 일회용 신발에 발을 꼭 넣고 있으면 하

루의 피로가 풀리며 잠이 스르륵 올 것이다. 그 

후에 따라오는 매끈해진 뒤꿈치는 덤!

제모
그 동안 꽁꽁 숨겨왔던 나의 맨살이 드러나는 

계절, 핫써머. 그리고 맨살과 함께 딸려오는 추

운 겨울 나를 0.001도 따뜻하게 해줬던 나의 퍼

(fur)들…. 다가온 여름 나의 털털 미와 잠시 이

별하고 싶다면, 주목하라! 먼저, 가장 대중적인 

방법 제모 면도기. 매 샤워 시 풍부한 거품과 함

께 제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지하철에서 손잡

이를 잡을까 말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면도기의 칼날을 피하고 

싶다면, 제모 크림과 제모 패드, 돌돌이패드등 

다양한 면도제품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트렌

디한 제모템은 돌돌이패드. 고무패드에 스티커

를 붙인 후 문질러주면 제모 완성!. 기존의 방식

과는 180도 다른 신기템이다. 올 여름 나에게 

맞는 제모제품으로 시원하게 보내자.

다가온 여름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뷰티 케어.
매년 찾아오는 여름, 뜨거운 태양, 흘러내는 땀, 짧아진 바지.
우리의 쿨한 여름을 위해 신체 부위별 준비해야 할 뷰티 팁들을 소개하려 한다.

‘은밀하게 시원하게’ 
무더운 여름, 신체 부위별 여름 맞이 대처법 공개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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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낭만이
흐르는 도시

암스테르담과
사랑에 빠지다.

1
오전 9시,
위대한 화가를 만나다.
반고흐 뮤지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

의 삶의 여정을 그린 미술관이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다. 4층 규모의 본관과 신관으로 이루어진 이 미술

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 고흐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

다고 한다.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언제

나 줄이 길게 늘어서있으니 비교적 여유로운 개장시간

인 오전 9시에 맞춰 방문해 보자. 

입장료 : 17유로

운영시간 : 9:00am ~ 6:00pm (금요일은 10:00pm)

2
오후 2시,
맥주를 즐기는 완벽한 방법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즐기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이것이 바로 여행자의 특권이 아닐까. 톡 쏘는 

청량감으로 사랑받는 하이네켄 맥주의 양조장을 개조

한 체험 전시관에서 한낮의 맥주를 즐겨보자. 하이네

켄의 역사와 생산과정,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시선

을 잡아끌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루프탑 바에서 즐

기는 맥주이다! 눈 앞에 펼쳐진 암스테르담 전경과 함

께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어느새 암스테

르담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입장료 : 18유로

운영시간 : 10:30am ~ 9:00pm (하절기 기준)

3
오후 6시
흐르는 강물을 따라
운하 크루즈

운하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완벽히 즐기는 방법은 운

하 크루즈를 타는 것이다. 1시간 동안 수로를 따라 암

스테르담 시내를 바라보고 있으면 ‘관광 명소’가 아닌 

암스테르담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되니 물 위에서 운치 있

게 이 아름다운 도시에 얽힌 이야기에 빠져보는 것

은 어떨까. 

입장료 : 15~18유로 (크루즈 회사별로 가격 상이)

운영시간 : 9:00am ~ 10:00pm (하절기 기준)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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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OAD

허윤하 

약리학 합격자

“돈을 주고 
구입한 자료보다 
훨씬 제가 원했던 
자료들을 
고우해커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해커스 Family 장학생

장학금 $10,000 USD

15th HACKERS Bridge Scholarship

해커스 동문 허윤하님의
해외명문대 합격 스토리

Cornell University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이트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지

불하고 구입한 자료에 비해서 훨씬 제가 원했던 정보들을 고우해커

스를 통해 얻을 수 있어서 고우해커스를 계속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 역시 자료를 올려준 익명의 누군가에 대

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크지는 않지만,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팁, 라이팅 할 때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같

은 것을 올려서 Q&A게시판이나 비법노트 게시판에서 조금 더 많

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해커스 활용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 공식 사이트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영어 점수의 대략적인 범위

나 지향하는 학생 상 등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추상적

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드미션 포스팅 게시판에는 이미 어플라이 과정을 겪고 어드미션을 

받은 선배들이 써 놓은 포스팅이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있

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이트를 뒤져서는 알 수 없는 어플라이를 해야

만 알 수 있는 세부적인 특징들, 예를 들어서 인터네셔널 학생의 비

중, 인터뷰 프로세스, stipend 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가진 스펙이 장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

램 목록을 잘 골라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끝까지 지치지 말고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세요” 미국 대학원 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부분이자 많은 

유학 준비생들이 크게 좌절하는 부분이 영어 시험이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특히 GRE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단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 영어에 자신이 있

는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시험 점수는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

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영어 점수뿐만 아니라 학점, 연구 경

력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을 보다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SOP를 작성하고 지원서를 준비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굉장

히 힘든 과정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

다.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허윤하씨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6년 가을부터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약리학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시

작한 허윤하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을 받았던 해커스로부터 경제적인 혜

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암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고민한 결과 실용적인 생체 마커를 찾아내

는 것이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때문에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진단 마커를 찾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서 이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

아 선후배 간의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문화가 저와 맞다고 생각되어 유학

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커스에서의 추억이 궁금해요.

해커스에서의 추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우해커스 사이트입니다.

GRE와 토플은 다른 영어시험에 비해 응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필요

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로, “비법노트게시판”이나 “Q&A 게시판”을 방문하

면서 아주 사소하게는 단어시험을 치기 위해 시험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부터 크게는 Cornel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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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해외명문대 합격 
생생스토리가 듣고 싶다면!

“하루 다섯 시간씩 자면서 매일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GRE Math의 경우 영어실력보다 수학
머리나 순발력 등으로 학생들의 편차가 
큰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해커스 장학생들의 
성공 유학 비법 보러가기

고우해커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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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한 손엔 학생증,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고괴담에 나올 법한 대사냐고? 아니다. 바로 동기들의 휴학 러시에 놀란 고학번 

대학생의 외마디 비명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인턴, 자격증 등 각종 이유로 휴학을 택하기 때문.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그 중 꽤 많은 이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준비를 위해 노량진행을 택했다고 한다. 대학생 

공시생이라면 그럴 때마다 ‘나도 휴학해야 하나?’라는 고민,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학? 굳이 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소개할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하는 꿀팁’만 잘 활용해도 한 손엔 학생증

을, 또 한 손엔 공무원증을 쥐는 날이 올 테니까!

머리를 식혀 줄 교양 한 스푼, 쉬워 보이는 1학년 전공 한 스푼, 체력을 보충할 공강 한 스푼… 이번 수강신청에도 ‘지나치게 스스로

의 심신을 생각한’ 시간표 짜기를 반복할 것인가!!?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시간표

를 짜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공무원 직렬에 맞게 시간표를 짜는 것!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어 공

무원 합격에도 이득! 처음 공부하는 여타 학생들보다 시험에 유리해 학교 성적에도 이득! 한마디로 투(two)이득 볼 수 있는 기회다.

해커스 공무원

영어 김송희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학교와 병행해서 공무원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단기합격을 위해서는 목표 직렬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
원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직렬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등장인물로 공무원 직렬과 각 직렬 별 추천 강의를 알려드
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공시생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공무원 최적화, 나만의 시간표로 합격 치트키 완성!

1

2

3

4

5

6

7

8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한국사특강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문학의 이해

교양 영문법

생활
영어 회화

교양 영문법

고전문학 이해

생활 
영어 회화

▲ 일반행정직 공무원 최적화 대학교 시간표 예시

14학번 김공시(24세, 일반행정직 공무원 준비) ‘4학년 1학기 시간표’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합격’하는 꿀 TIP



57

THE HACKERS M
AGAZINE. 

교정직? 경찰? 세무직? 공무원 직렬을 
잘 모르겠다고?
해커스 공무원이 다 알려줄게
 “공무원 직렬에 따라 맞춤형 시간표를 만들어라!”라는 꿀팁은 들었는데 막상 공무원 직렬은 잘 모르겠다고? 그

래서 준비했다. 

“해커스 공무원 설명회에 참석해서 

전문 컨설턴트의 무료 상담을 받고 시작하니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2016년 9급 4개월 초단기 합격 신유나 수강생

드라마로 보는 공무원 종류 & 직렬 별 시간표 짜기 Tip! 

SBS 드라마 피고인 
– 윤태수(교도관)

올 상반기 가장 핫 했던 피고인! “오

늘부터 여기서 생활할 거야”라고 말

하며 재소자를 관리하는 태수 삼촌

의 직업이 교정직 공무원이다. 교정

직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으로 교도

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서 근무하며 재소자들을 관리, 석방

자 생활지도 및 보호, 교정행정 등의 

업무를 한다.

TIP   교정직을 목표로 한다면 국
어, 영어, 한국사, 사회, 교정
학, 행정학 관련 과목을 수
강하자!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 인국두(경위)

“봉순이, 내가 지켜요!” 자신이 사랑

하는 여자를 지키고, 범인도 잡는 멋

진 형사, 인국두의 직업이 경찰 공무

원이다. 주변 파출소에서도 볼 수 있

는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 공무원으

로, 일반 순경 기준으로 우리 구역

을 지키기 위한 방범 순찰, 집회 시

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

를 한다.

TIP   경찰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면 한국사, 영어, 법(경찰학
개론, 형법, 형소법) 관련 과
목을 수강하자!

OCN 드라마 38 사기동대 
– 백성일(시청 세금 징수과장)

“금수저든 흙수저든 세금, 이거 하나

는 공평하게 내자고”라고 말하던 마

동석(백성일)의 직업이 세무직 공무

원이다. 세무직 공무원은 국가직의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근무, 지

방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

무서에서 근무하며 세금 부과 및 감

면, 징수 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TIP   세무직을 목표로 한다면 국
어, 한국사, 영어, 세법, 회계
학, 행정학 관련 과목을 수
강하자! 

교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누구보다 “알찬 방학”을 준비하는 방법!
보너스

헤럴드 선정 [2016 상반기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대학생이 선정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분야 1위

▶QR코드 찍고
바로 설명회 신청 GO

강남역캠퍼스 02.598.5000       노량진 캠퍼스 02.599.0500 지금 바로 해커스 공무원 ▼  을 검색하세요선착순 무료

한 손엔 공무원증!

해커스
경찰/공무원
초시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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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청춘은 아름답다.

학점관리에,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까지 

바쁘고도 고된 청춘이다.

언제까지 청춘은 아파야만 청춘일까.

‘힘이 들 땐 잠시 쉬어가’라는 노래 구절처럼 

오늘도 한숨을 푹푹 내쉬는 이 세상의 모든 청춘에게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위로를 건네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좌절하고 만 당신에게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옥, 수오서재

‘머피의 법칙’이 새삼 실감 나는 그런 날이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 세상에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든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신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는 말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고난과 시련이 닥

쳤을 때는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과거보다 한 뼘 자란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나 자신에 솔직하고 싶은 당신에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 숲

타인의 SNS 속 행복한 삶을 보며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내 SNS 피드를 내리며 ‘이

건 내가 아닌데’ 싶었던 적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는 말한다. 세상은 냉담하다고, 

모두에게 이해받기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더는 남에게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말자. 나는 그

저 ‘나’다우면 충분한 것이다. 삶에 쫓기고 사람에 치여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 책을 읽

으며 ‘나’를 되찾아 가는 건 어떨까.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듯한 외로움에 사무친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한 너라서
김지훈, 알에이치코리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한 진심 어린 위로의 글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아

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에 공감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글에 멍울졌던 외로움이 사르르 녹아 내릴 것이다. 세상에 외따로 떨

어진 것 같다면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사랑 받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껴보자.

청춘에게
힘이 되는 책

3

BOOK



CURRICULUM

여름방학,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

학년별 스펙완성 커리큘럼

HACKERS 
CURRICULUM

진로설정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학점관리 스펙도 중요하지만 4년 내내 근면 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대학생활의 팁!

1학년 

기초영어
토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실력이 부족

했다면  기초부터 탄탄히 잡고 시작하자.

토익 입문
영어 기본 실력이 갖춰졌다면 비즈니스 영

어의 핵심, 취업 필수 스펙 “토익”으로 넘

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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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톡 평생회원반(영어회화)

기초부터 실전까지 전 강좌 평생 수강(출석 미션 달성 시)

교재+태블릿PC 옵션 선택 가능,  모바일수강 무료, 신규
강의 평생무료

www.HackersTalk.co.kr

해커스인강 기초영문법 0원 프리패스

하루 1강 출석만으로 100% 현금 환급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PC/PMP/모바일 무제한 수강 및 전 강좌 프리패스 
20% 할인권

www.HackersIngang.com

해커스어학원 1개월 완성 점수보장반

550 + ~ 900+ 까지 목표점수 단 1달이면 완성 가능

목표점수 미달성 시, 무료 재수강 기회

www.Hackers.ac



60

TH
E H

AC
KE

RS
 M

AG
AZ

IN
E.

 

아르바이트 영화관, 카페 등 대학생활 로망 중 하나!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외활동 기자단, 공모전, 홍보대사 등의 다양한 경험치도 쌓고 사람들과의 협업능력도 키울 수 있는 대외활동은 필수!

어학연수/유학
더 넓은 곳에서 학문의 뜻을 펼치고 싶다면 유학

길에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 더 큰 꿈을 꾸기 위

한 토플 공부도 잊지 말자.

일반 영어
각종 어학시험, 유학, 일상생활, 심지어 영어면접

에서 필요한 표현들도 미리 준비해놓으면 내가 바

로 준비된 인재!

또 다른 길, 편입
수능을 다시 보기에는 자신이 없고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 편입이 그 정답이다. 최종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해커스 편입이 함께할게.

[100%] 해커스 편입 특별반 2016.12월 등록생 기준

CURRICULUM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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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어학원 토플 해커스반

상위권 토플 수험생들로만 구성, 스타강사의 밀착 관리

독점 스터디셀 & 개인 사물함 제공

www.Hackers.ac

해커스어학원 종합청취 Listen & Speak

비지니스/유학/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어를 

드라마 & AP 뉴스 등을 통해 학습하는 강좌

스피킹 캠프 (영어 캠프) 참여가능 및 1:1 멘토링 무료

www.Hackers.ac

해커스 편입 2018/2019 편입 대비 0원 프리패스

편입영어, 수학, 토익, 텝스 전 인강 무제한 자유수강

최대 수강료 2배 현금환급 혜택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Ingang.HackersUT.com 

해커스 편입 학원 편입영어종합반

교수님 관리형 스터디 및 전반 담임 시스템

멤버십 혜택(공인영어 인강 50% 지원), 교재 제공

www.Hackers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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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정복 및 마무리
이제 정말 토익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빡세

게 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어학원과 0원 프

리패스로 주머니 사정 생각해줄 인강이 있으

니 걱정하지 말자.

제2외국어(중국어)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 능력자가 우대받는 것

은 당연한 사실, 기초 중국어부터 HSK 자

격증까지 취득하면 취업깡패가 되는 건 시

간 문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꿈의 직장 ‘은행’에 도전하는 취준생들이 많

아지면서 전산회계, AFPK, CFP에 대한 관

심도 UP!  실무에 도움되니 미리 준비하자.

3학년 

해커스어학원  
Hackers 빡센종합반

해커스 1등 토익강사 RC 김동영, LC 한승태 선
생님 강의

빡센 스터디 공간 무료 제공, 빡센 자료 및 실전 
Half-test 2회 무료 제공

www.Hackers.ac

해커스 중국어 HSK 0원 합격반

출석만 하면 수강료 100% 환급 및 

HSK 성적에 따라 인증 시 최대 200% 추가 장학
금 지급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무제한 수강 및 사이트 내 무료 학습 자료 제공

www.HackersChina.co.kr

해커스 금융 전산회계 착한환급반

합격만하면 수강료 100% 환급! 베스트셀러 교
재 제공!

베스트셀러 1위 교재 제공, 기출해설무료강의 제공

fn.PASS.com

해커스인강  
교재+인강+응시료 0원 프리패스(850점 목표)

출석or750점 자신 있는 미션 딱 1개만 해도 수강
료 0원!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빨갱이, 파랭이 교재 무료 제공(특별판) 및 배송비 
결제 시 김동영 필기노트 무료 제공

www.HackersIngang.com

해커스 중국어 학원

스타강사 선생님들이 기초부터 HSK, TSC까지 

중국어의 모든 것을 현장에서 강의함수강신청 시 
동일 레벨의 인강 무료로 제공

www.HackersChina.co.kr

토익스피킹 & 오픽
토익 졸업했다면 스피킹행 열차에 탑승하라! 

말하기 시험도 필수 스펙 중 하나이니 단기

간에 빠르게 정복하는 것이 팁.

해커스어학원 토스·오픽 10일완성반

단 10일이면 토스 Lv.7 & 오픽 IH  달성! 

발음클리닉 인강 (총 20강) 제공, 친구추천 시 수
강료 지원(*매달 혜택 상이함)

www.Hacker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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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수강증, 
우리는 이렇게 활용한다! – 커플 편 

[너와 나의 알콩달콩 데이트 코스 with 해커스 수강증]

R

R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뮤지컬 셰프
(구. 뮤지컬 비밥)

오늘은 내 여자친구 기분 전환하는 날!
준오헤어 강남 화이트점

수업 후 피자가 땡긴다면?
미스터피자 강남역점

휴식도
데이트도 한 곳에서

미스터힐링 강남점

해커스 수강생,
너 어디까지 받아봤니?

SNS에 올라오는 핫플레이스를 보며, 
행복한 데이트를 꿈꾸는 커플들. 
맛있는 음식, 달콤한 디저트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한숨만 푹~ 쉬게 된다고?
지금 당장 해커스 수강증만 꺼내보자.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할인을 받게 될 테니까.

이 코스대로
데이트하면

할인

커플편

최대 51,570원
SAVE!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0 

TEL 0570.1400.2267

PRICE
50분 마사지 + 음료 13,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50분 마사지 + 음료 주중 40% 할인
50분 마사지 + 음료 주말/공휴일 30% 할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13 강남빌딩 3층

TEL 02.592.0605

PRICE
커트 25,000원 ~40,000원
염색 80,000 ~ 100,000원
펌    118,000 ~ 138,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20% 할인
(단, 부분염색/부분펌/세트메뉴 할인 제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9

TEL 02.558.8881

PRICE
프리미엄 피자 22,000 ~ 35,900원
클래식 피자 13,500 ~ 26,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프리미엄 피자  30% 할인
클래식 피자 20% 할인

주소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86 씨네코아

TEL 02.766.0815

PRICE
1인 40,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공연티켓 20% 할인

CURRICULUMCURRICULUM

기업 인턴십 체험 회사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턴십. 앞서 준비한 스펙들로 꿈의 기업 

인턴에 도전하자.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면 정직원 입사 시 혜택을 주는 곳도 있음

4학년 

노후보장 둘. 공인중개사
안정감은 물론 본인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

의 하나! 미리 준비하면 탄탄한 

미래는 금방 온다.

노후보장 셋. 사회복지사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

게 만드는 그 이름, 사회복지사! 

취업 전망까지 좋으니 자격증 공

부 시작해보자.

해커스 공인중개사 평생보장반

합격할 때까지 최신 인강 무제한 수강

입문서 2권+기본서6권+요약집2권+문제집 6권 제공

해커스 공인중개사 강남학원 강의 2개월 무료 수강

land.PASS.com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공무원, 병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 분야 취업 필수 자격증

민간자격증 45종 무료수강, 컴활 무료수강권, 평생무료재수강 (*일정기준 충족 시)

www.edu2080.co.kr

노후보장 하나. 공무원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다. 직렬 별, 과목별 선생님과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맘 편히 

공부만 하자. 

자소서 및 인적성 준비
이력서를 꽉꽉 채울 스펙이 완성되었다면 이

제 남은 것은 실.전.대.비. 대기업/공기업 준

비에 특화된 강의를 통해 취업 문 열자!

해커스잡 NCS+인적성 인강 0원

환급반/할인반 선택하여 수강 가능, 출석미션 
수행 시 수강료 0원

한능검 인강 무료증정, NCS 직업기초능력 온
라인 모의고사 무료

www.HackersJOB.com

해커스잡 2017취업 전 강좌 0원 프리패스

출석만해도 수강료 0원, 출석을 못해도 연속 출
석기간에 비례하여 포인트 환급

0원반의 경우 제세공과금 본인부담해커스 취업
아카데미 30% 할인쿠폰 증정

www.HackersJ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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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무원 학원 
맨투맨 CARE+ 관리형 기본이론 종합반 

해커스 1위 스타 선생님 명품강의 + 밀착 
관리 + 빡센 스터디

등록 시점에 따라 수강료 지원, 기본이론 
무제한수강(스타트패스 지급)

gosi.PASS.com

해커스 임용 2018 합격 프리패스(6개월/1년)

배수 무제한, 2017-8 2개년 강의 무제
한 수강

모의고사 무료 응시권, 한능검 강의 50%
할인쿠폰

teacher.PASS.com

해커스 공무원 인강 0원 ALL 슈퍼패스

전 강좌 2년간 무제한 수강, 합격 시 100% 
환급,출석만해도 100% 환급 (*제세공과
금 본인 부담)

기본서 9권, 자료집 1권, 한국사 필기노트 
1권, 태블릿 PC 제공

gosi.PASS.com

해커스 공무원 인강 경찰 0원 ALL 슈퍼패스

월 1만원대로 해커스 경찰 스타강사 전 강
좌 무제한 수강

및 수강기간 내 합격 시 전액 환급 (제세공과
금 본인부담)

가산점 자격증 강좌 무제한 수강

gosi.P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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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수강증, 
우리는 이렇게 활용한다! – 커플 편 

[너와 나의 알콩달콩 데이트 코스 with 해커스 수강증]

R

R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뮤지컬 셰프
(구. 뮤지컬 비밥)

오늘은 내 여자친구 기분 전환하는 날!
준오헤어 강남 화이트점

수업 후 피자가 땡긴다면?
미스터피자 강남역점

휴식도
데이트도 한 곳에서

미스터힐링 강남점

해커스 수강생,
너 어디까지 받아봤니?

SNS에 올라오는 핫플레이스를 보며, 
행복한 데이트를 꿈꾸는 커플들. 
맛있는 음식, 달콤한 디저트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한숨만 푹~ 쉬게 된다고?
지금 당장 해커스 수강증만 꺼내보자.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할인을 받게 될 테니까.

이 코스대로
데이트하면

할인

커플편

최대 51,570원
SAVE!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0 

TEL 0570.1400.2267

PRICE
50분 마사지 + 음료 13,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50분 마사지 + 음료 주중 40% 할인
50분 마사지 + 음료 주말/공휴일 30% 할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13 강남빌딩 3층

TEL 02.592.0605

PRICE
커트 25,000원 ~40,000원
염색 80,000 ~ 100,000원
펌    118,000 ~ 138,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20% 할인
(단, 부분염색/부분펌/세트메뉴 할인 제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9

TEL 02.558.8881

PRICE
프리미엄 피자 22,000 ~ 35,900원
클래식 피자 13,500 ~ 26,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프리미엄 피자  30% 할인
클래식 피자 20% 할인

주소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86 씨네코아

TEL 02.766.0815

PRICE
1인 40,000원

해커스 수강생 PRICE
공연티켓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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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수강생이면 
기분이 되게 조크든요~”

카페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식사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병원 진료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문화/교육/건강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스터디룸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대구 사람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소스페소(15% 할인)

말리커피 강남점(20% 할인)

밀크카우 강남점(10% 할인)

야쿤카야토스트 강남역점(15% 할인)

파리바게트 강남모나코점(음료 20% 할인)

투썸플레이스 강남삼성타운점(10% 할인)

곤트란쉐리에 강남역점(30% 할인)

뚜레쥬르 강남점(20% 할인)

스무디킹 강남역점(20% 할인)

카페스팟 강남역점(아메리카노 50% 할인)

미스터힐링 강남점(최대 40% 할인)

카페 그레인바운더리(20% 할인)

놀숲 교보타워점(20% 할인)

서일스포츠센터(수영 10%/헬스 25%/요가 10% 할인)

박승철 헤어스투디오 강남 1호점(30% 할인)

준오헤어 강남화이트점(20% 할인)

뮤지컬 셰프_구.뮤지컬 비밥(20% 할인)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춰라(20% 할인)

지스튜디오 종로점(10% 할인)

강남 LP 댄스(취미반 10% 할인/강습 기간 추가)

SBS 아카데미 컴퓨터아트학원 강남점(30% 할인)

메가엠디 PEET/MD(수강료/멤버십 할인)

슈프림복싱클럽(20% 할인)

상상플러스(10% 할인)

슈퍼스타트 홍대점(시간별 차등할인)

슈퍼스타트 강남점(시간별 차등할인)

슈퍼스타트 이대점(시간별 차등할인)

비어드파파 대구경대점(10% 할인)

투썸플레이스 대구경북대점(10% 할인)

우노 강남 삼성타운점(30% 할인)

맥도날드 강남점(런치 할인 가격 적용)

파샤 강남역점(평일/주말 런치 뷔페 할인)

로스꼬꼬 강남점(20% 할인)

놀부보쌈 강남역보쌈점(20% 할인)

연타발 강남역점(10% 할인)

더블트러블 강남점(15% 할인)

미스터피자 강남역점(최대 30% 할인)

계절밥상 강남역점(10% 할인)

뽕신인더가든 종로점(10% 할인)

라이브 치과 병원(진료별 차등할인)

비앤빛 강남밝은세상 안과(진료별 차등할인)

밝은눈안과(라식/라섹 70% 할인)

리젠메디컬그룹(최대 50% 할인)

조은눈안과(진료별 차등할인)

리영클리닉 강남점(10% 할인)

화이트스타일치과(진료별 차등할인)

일맥한의원 강남점(비급여 10% 할인)

MCG치과(진료별 차등할인)

리영클리닉 종로점(10% 할인)

우리원 헬스케어(자궁경부함 백신접종 할인)

일맥한의원 종로점(비급여 10% 할인)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해커스 수강생을 위한 더 자세한 할인정보 및
업체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방문 시 수강증을 꼭 지참하세요]
※ 해당 할인업체 및 할인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여기저기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HACKERS EDUCATION GROUP

64

TH
E H

AC
KE

RS
 M

AG
AZ

IN
E.

 

  



65

THE HACKERS M
AGAZINE. 

“해커스 수강생이면 
기분이 되게 조크든요~”

카페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식사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병원 진료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문화/교육/건강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스터디룸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대구 사람 할인
받을 수 있는 곳

소스페소(15% 할인)

말리커피 강남점(20% 할인)

밀크카우 강남점(10% 할인)

야쿤카야토스트 강남역점(15% 할인)

파리바게트 강남모나코점(음료 20% 할인)

투썸플레이스 강남삼성타운점(10% 할인)

곤트란쉐리에 강남역점(30% 할인)

뚜레쥬르 강남점(20% 할인)

스무디킹 강남역점(20% 할인)

카페스팟 강남역점(아메리카노 50% 할인)

미스터힐링 강남점(최대 40% 할인)

카페 그레인바운더리(20% 할인)

놀숲 교보타워점(20% 할인)

서일스포츠센터(수영 10%/헬스 25%/요가 10% 할인)

박승철 헤어스투디오 강남 1호점(30% 할인)

준오헤어 강남화이트점(20% 할인)

뮤지컬 셰프_구.뮤지컬 비밥(20% 할인)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춰라(20% 할인)

지스튜디오 종로점(10% 할인)

강남 LP 댄스(취미반 10% 할인/강습 기간 추가)

SBS 아카데미 컴퓨터아트학원 강남점(30% 할인)

메가엠디 PEET/MD(수강료/멤버십 할인)

슈프림복싱클럽(20% 할인)

상상플러스(10% 할인)

슈퍼스타트 홍대점(시간별 차등할인)

슈퍼스타트 강남점(시간별 차등할인)

슈퍼스타트 이대점(시간별 차등할인)

비어드파파 대구경대점(10% 할인)

투썸플레이스 대구경북대점(10% 할인)

우노 강남 삼성타운점(30% 할인)

맥도날드 강남점(런치 할인 가격 적용)

파샤 강남역점(평일/주말 런치 뷔페 할인)

로스꼬꼬 강남점(20% 할인)

놀부보쌈 강남역보쌈점(20% 할인)

연타발 강남역점(10% 할인)

더블트러블 강남점(15% 할인)

미스터피자 강남역점(최대 30% 할인)

계절밥상 강남역점(10% 할인)

뽕신인더가든 종로점(10% 할인)

라이브 치과 병원(진료별 차등할인)

비앤빛 강남밝은세상 안과(진료별 차등할인)

밝은눈안과(라식/라섹 70% 할인)

리젠메디컬그룹(최대 50% 할인)

조은눈안과(진료별 차등할인)

리영클리닉 강남점(10% 할인)

화이트스타일치과(진료별 차등할인)

일맥한의원 강남점(비급여 10% 할인)

MCG치과(진료별 차등할인)

리영클리닉 종로점(10% 할인)

우리원 헬스케어(자궁경부함 백신접종 할인)

일맥한의원 종로점(비급여 10% 할인)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해커스 수강생을 위한 더 자세한 할인정보 및
업체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방문 시 수강증을 꼭 지참하세요]
※ 해당 할인업체 및 할인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여기저기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HACKERS EDUC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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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어플과 함께HACKERS
Always be with

% 자투리 시간  활용200

4G 9:41 AM 100%

베스트셀러
해커스 교재 MP3
반복듣기, 배속재생

공무원 시험 유형에
최적화된 영어학습
최신 출제경향 반영
쉽고 빠른 어휘학습

대한민국
동영상 강의의 중심
어디서나 해커스인강
반복듣기, 배속재생

토익 준비를 위한 필수어플
토익 전문커뮤니티
무료강의·예상강의, 매일 무료학습

베스트셀러 토플교재
핵심 어휘 학습
Day별 단어학습

게임으로 
더 재미있는 보카학습
최신 토익 출제경향 반영
쉽고 빠른 어휘학습

쉬운 영어 자동발사 
해커스톡
영어왕초보도 톡! 자동발사
무료강의, 매일학습

텝스 학습자 필수어플
텝스 커뮤니티,
무료강의·예상강의, 
매일 무료학습

www.Hackers.ac

대한민국
중국어 교육의 중심
기초부터 HSK까지
영역별 무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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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어플과 함께HACKERS
Always be with

% 자투리 시간  활용200

4G 9:41 AM 100%

베스트셀러
해커스 교재 MP3
반복듣기, 배속재생

공무원 시험 유형에
최적화된 영어학습
최신 출제경향 반영
쉽고 빠른 어휘학습

대한민국
동영상 강의의 중심
어디서나 해커스인강
반복듣기, 배속재생

토익 준비를 위한 필수어플
토익 전문커뮤니티
무료강의·예상강의, 매일 무료학습

베스트셀러 토플교재
핵심 어휘 학습
Day별 단어학습

게임으로 
더 재미있는 보카학습
최신 토익 출제경향 반영
쉽고 빠른 어휘학습

쉬운 영어 자동발사 
해커스톡
영어왕초보도 톡! 자동발사
무료강의, 매일학습

텝스 학습자 필수어플
텝스 커뮤니티,
무료강의·예상강의, 
매일 무료학습

www.Hackers.ac

대한민국
중국어 교육의 중심
기초부터 HSK까지
영역별 무료강의



토익 점수,
신발 사이즈에서 
만점까지

SUPPLEMENT

토익 시험이 끝나면 시험장 앞에는 이제 막 받은 핸드폰으로 
‘오늘 토익 정답’을 찾아보는 토익커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오늘 내가 찍은(?) 문제는 과연 맞았는지 사람들은 나처럼 어렵지 
않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바로 ‘해커스영어’에 접속하라!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한 초보부터 고득점자는 물론, 시험 전 날, 
당일, 시험 후까지 완벽하게 케어하는 풀서비스에 감동할 것이다. 
자, 토익 만점까지 달려보자! 

해커스 
토익자유게시판
“토익… 1도 모르겠습니다.”

토익 공부가 넘나 막막한 

그대들을 위한 고민 상담소! 

해커스토익 자유게시판에서

나만을 위한 토익 상담받자!

점수대에 맞는 최적의 공부법, 

LC/RC 점수 편차 줄이는 법, 

시험 일주일 전, 200점 

올리는 법 등 토익커라면 

알아야 할 필수정보 대방출~

해커스토익 자유게시판에서 

놀아라! 점수는 따라올 

것이니..☆ 

STEP 1

해커스 토익 
무료 강의

고퀄리티 무료자료 

4천개로 실력다지기

패기 있게 토익공부 스타트! 했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넘나 

막막하다고? 

토익 독학러들도 

토익 리딩 무료 강의라면 
외롭지 않아★ 

27일 커리큘럼으로 완성되는 

1위 이상길 선생님 무료 강의!

추가자료와 질문 답변으로

토익마스터 가능! 

무료로 공부하고 

최신 노트북까지 득템하자구~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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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무료 강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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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D-3,  
토익 적중예상특강

토익 적중특강보고 시험에 

나올 문제 미리보기

김동영 선생님의 

토익 적중 예상특강

또 적중! 이거 실화냐?!

1,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나만 알고 싶은 강의!

해커스 스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이번 달 시험에 

나올 문제, 이거 안 보고 가면 

나만 손해!

STEP 3

토익정답 실시간  
확인은 해커스토익!

토익시험일  
해커스영어로 오라!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길, 

내 손안에 오늘 본 토익 정답이?!

시험 성적 넘나 늦게 나와 

답답터지는 토익커들 걱정 

NO~NO~!

해커스 토익정답 
실시간 확인서비스로 내 점수 

바로 확인하자!

오늘 시험 총평강의로

답답했던 논란 문제까지 

사이다 마신 듯 속 시원히 해결 완료★ 

넘나리 혜자스러운 해커스토익, 

고생한 토익 커들을 위해 

1인 1닭까지 쏜닭!!!

STEP 4

토익 무료강의 듣고
고득점 달성과

최신노트북 받은 썰 

토익독학 어려웠는데, 이상길 선생님 무료강의 보면서,

해커스 파랭이로 공부하니까 문법의 체계가  확실히 잡혔고,  

이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또한 해커스 매일 실전 LC/RC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것도  

실전에 강해지는 비법이었죠! 

실제 토익시험에 나오는 문제와 유형, 난이도가 비슷해서  

마치 실제 문제를 푸는 느낌이었어요. 

토익시험일 날엔 스타강사 해설강의 보면서 

오늘 본 시험 복습할 수 있었고, 

평소에 토익자유게시판에서 수많은 토익커들과 

공감가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  

해커스토익검색

www.Hack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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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적중 예상문제 & 무료해설강의
토익 성적 200점은 올려주는 실전 마무리!
해커스 선생님이 선별한 시험 전 반드시 풀어봐야 할 문제

SUPPLEMENT

적중 예상 문제 활용법 

무료 해설강의 듣기
해커스영어 해설강의 통해

출제 포인트 파악

오답문제 정리하고
시험 직전까지

무한반복 리뷰

문제풀기
LC 18분, RC 13분 내 풀기

*음원: 해커스영어에서 무료다운

1. 휴대 전화의 전원을 껐습니다.
2. Answer Sheet, 연필, 지우개가 준비되었습니다.
3. 시계가 준비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는 시간은 지금부터 18분 후인 ___시 ___입니다.

1.

ⓐ   ⓑ   ⓒ   ⓓ

2.

ⓐ   ⓑ   ⓒ   ⓓ

PART 1

▲ LC무료 음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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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3.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A) Soliciting feedback from staff members 
(B) Conducting performance reviews of supervisors
(C) Having one-on-one interviews with employees
(D) Taking a tour of a company warehouse

14.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A) Evaluate some employees
(B) Copy a document 
(C) Complete a survey
(D) Distribute some newsletters 

15. What does the man request?
(A) That updates be provided regularly
(B) That employees be hired immediately 
(C) That questions be revised slightly  
(D) That a task be completed quickly 

16. Who most likely is the man?
(A) A delivery person
(B) A food critic
(C) A restaurant server 
(D) A culinary instructor 

17. According to the woman, what did the man do?
(A) Moved some tables
(B) Tasted some pasta
(C) Took away the wrong plate
(D) Suggested a dish 

18.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I’m 
actually all right”?  
(A) She is feeling better now. 
(B) She would like to see a menu.
(C) She is finished dining. 
(D) She is satisfied with the prices.

19. Where is the conversation most likely taking 
place?
(A) At a farm 
(B) At a pet shop
(C) At a furniture outlet
(D) At a medical facility 

20. What does the woman think is the cause of the 
allergies?
(A) The change in seasons
(B) A new floor covering 
(C) A family pet
(D) The air quality

21.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next?
(A) A follow-up appointment will be scheduled.
(B) Some medication will be purchased. 
(C) A vaccine will be administered.
(D) Some options will be discussed.

03.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04.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05.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06.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07.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08.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09.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10.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11.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12.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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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PART 4
22. Why is the speaker calling?
(A) To confirm a meeting time 
(B) To request some documents
(C) To schedule a presentation
(D) To cancel an appointment

23. What was the speaker asked to do?
(A) Deliver some papers 
(B) Sign a contract
(C) Give a speech
(D) Read an employee manual

24. How can the listener get in touch with the 
speaker?
(A) By sending an e-mail
(B) By calling his personal number 
(C) By contacting human resources
(D) By visiting his office 

25. Who is Ian Johnston?
(A) An economist
(B) A schoolteacher
(C) A spokesperson
(D) A journalist

26. What are business leaders asking the 
government to do? 
(A) Lower taxes on companies 
(B) Release information about the economy
(C) Eliminate some financial regulations
(D) Provide funds to corporations  

27.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will listeners hear 
next?
(A) An interview with a guest
(B) A weather forecast 
(C) Some traffic conditions
(D) Some advertisements 

Questions 28-3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table.

SOUTHPORT PUBLIC LIBRARY
ACCOUNTS>GABE HARRIS>RECENT CHECKOUT 
HISTORY

Checkout date Title

May 10 The First Wave

May 15 A History of South Africa

May 18 Modern British Colonies

May 25 South African Politics

28.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did the listener 
do yesterday?
(A) Created an online account
(B) Acquired a library card
(C) Checked out some items
(D) Paid some money 

29. Look at the graphic. Which book does the 
listener still need to return?
(A) The First Wave
(B) A History of South Africa
(C) Modern British Colonies 
(D) South African Politics

30. What is the listener not permitted to do?
(A) Visit a library branch
(B) Access movies online 
(C) Return items using a drop box
(D) Download 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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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The crowd ------- greeted the speaker as he 
took the stage.
(A) warm
(B) warmly   
(C) warmed 
(D) warming

102. A new apartment complex ------- along the river 
by a local real estate developer.
(A) build
(B) being built
(C) is building
(D) has been built   

103. Unemployment rose quickly as the national -----
-- slipped into a recession.
(A) business
(B) economy   
(C) debt
(D) resources

104. The Zed Premium credit card offers travel 
benefits such as ------- for trip cancellations and lost 
or delayed baggage. 
(A) negotiation 
(B) equipment
(C) insurance   
(D) confirmation

105. All staff members are expected ------- at the 
office by no later than 9 o’clock in the morning. 
(A) arrive
(B) arriving
(C) arrived
(D) to arrive   

1. 휴대 전화의 전원을 껐습니다.
2. Answer Sheet, 연필, 지우개가 준비되었습니다.
3. 시계가 준비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는 시간은 지금부터 13분 후인 ___시 ___입니다.

PART 5
106. Sales of DreamGleam’s cleaning products were 
higher than ever after the company began airing 
advertisements ------ television.
(A) on   
(B) in
(C) of 
(D) about

107. The ongoing construction on Langston 
Boulevard will cause ------- delays for commuters 
throughout the rest of this week.
(A) considering 
(B) considered 
(C) considerable   
(D) considerate

108. The passenger who requested a low-sodium 
meal is sitting in 27C, ------- is an aisle seat.
(A) which   
(B) whose
(C) where 
(D) whom

109. As part of its two-year restructuring plan, 
Matsyumi Corporation intends to ------- reduce the 
size of the administrative staff by about ten percent.
(A) gradually   
(B) usually
(C) entirely
(D) tightly

110. The banquet hall at the Pearl Hotel can be 
reserved for a variety of functions, ranging from 
wedding receptions to events held for -------- 
purposes.
(A) fundraising   
(B) fundraised
(C) fundraise
(D) fundra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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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so many colleagues want to say goodbye, 
Mr. Addams’ retirement party will be moved to a 
larger venue.
(A) Due to
(B) According to
(C) Although
(D) Because   

112. Ms. Jensen asked that she ------- to leave work 
earlier than usual to pick her daughter up from 
school.
(A) allows
(B) be allowed   
(C) is allowed
(D) has been allowed

113. The company spokesperson said that she was 
not ------- to answer questions about a possible 
merger.
(A) authorized   
(B) invested
(C) extended 
(D) realized 

114. Rockwell Business Association President 
Richard Smith announced that ------- would be 
running for the city council in the next election.
(A) he   
(B) his
(C) him
(D) himself

115. CostRight takes inventory of everything put on 
the shelves and ------- track of all deliveries.  
(A) to keep 
(B) kept  
(C) keep  
(D) keeps    

Questions 116-119 refer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Community Service Information

Browning Community Center has joined Contact-Aid, a 
network of groups providing ---116--- to the elderly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range of services they 
perform is very broad. ---117---. To give you an idea of 
some of the help being supplied, here is a brief ---118---. 
Contact-Aid offers caregiver support, comprehensive 
health care, employment training, and financial aid. For 
disabled and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for those of 
you who have loved ones that qualify, obtaining support 
can be ---119--- calling a number or going online. Call 
555-1277 or visit www.contactaid.org for more 
information. Their call center is open 7 days a week from 
8 A.M. to 8 P.M. 

116.
(A) assistance   
(B) evidence 
(C) entertainment 
(D) flexibility

117.
(A)  The center will publish more details after the 

partnership is finalized.
(B)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and teamwork in 

offering these services.  
(C)  In fact, their work encompasses just about every 

aspect of daily living. 
(D)  Once again, best wishes to those of you who reached 

out to us for support.

118.
(A) version
(B) list   
(C) video
(D) interview

119. 
(A) such as
(B) on top of
(C) near to
(D) as easy as   

SUPPLEMENT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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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120-123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To: Matt Holstead <m.holstead@lifantechnologies.
com> 
From: Jessica Taibbi <j.taibbi@lifantechnologies.com> 
Subject: Rebranding 
Date: September 28 

Dear Mr. Holstead,

I met with John from the PR department yesterday to 
discuss branding for the new product line.

He agreed that after more than 30 years of producing 
economical low-frills products, the Lifan Technologies 
brand is almost always associated with these attributes. 
This impression must change before we release our line 
of luxury appliances. ---120---.

John ---121--- releasing the products under a new brand 
unrelated to the name Lifan Technologies. He thought 
that we should try to use a word that ---122--- both high 
quality and beauty.

We should probably try to find a name as soon as 
possible. Let me know when you are ---123---. We’ll get 
together to work on it then. 

Jessica Taibbi

120. 
(A) There are several similar new items on the market.
(B) Our appliances last longer than our competitors’. 
(C) They will cost too much to produce after all. 
(D) We need to come up with a new strategy.   

121. 
(A) suggest
(B) suggested   
(C) will suggest
(D) has suggestions

122. 
(A) compares 
(B) challenges
(C) receives
(D) denotes   

123.
(A) there
(B) free   
(C) optional
(D)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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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SUPPLEMENT

잠깐!
실제 토익점수와 100% 일치! 토익정답 실시간 확인 서비스
점수 발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토익 시험일 당일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나의 예상 토익 점수.

내 토익 성적을 분석하여 취약유형과 그에 맞는 약점극복문제 & 스타강사의 1:1 공부전략 코멘트를 성적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해커스 스타강사의 명쾌한 파트 별 토익 총평강의로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법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 

유형을 익히는 학습

유형별 학습을 통한 

문제 분석과 적응능력을 

기르는 훈련 

모든 파트의 유형을 

정리하고 학습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 

유형을 익히는 학습

실전감각을 확실히 

키우는 단계로 시간 

관리 전략 및 문제풀이 

비법 공부 

990  목표550+목표 650+목표 750+목표 850+ 목표

정답

LC

1 2 3 4 5
D D B C A
6 7 8 9 10
C C A B A
11 12 13 14 15
C B A B D
16 17 18 19 20
C D C D B
21 22 23 24 25
B A A B C
26 27 28 29 30
A D D C B

RC

101 102 103 104 105
B D B C D

106 107 108 109 110
A C A A A

111 112 113 114 115
D B A A D

116 117 118 119 120
A C B D D

121 122 123
B D B

▼ 지금 바로 확인하기



해커스 1위 선생님이 말하는 토익 단기간 고득점 비법!

토익 LC 고득점 비법, 

쉐도잉과 딕테이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Part3, 4의 대화 지문을 처음 들을 때는 최대한 우리말로 그 의미를 잡아내려고 노력하시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으면서 내용을 

우리말로 바꿔 가면서 들어야 한다는 목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오답이 나온 문제들은 script를 보기 

전에,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그 정답의 단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답의 단서를 찾기 위해 지문을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

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Shadowing입니다. 

딕테이션(Dictation)은 들리는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 적어 보는 연습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받아쓰기’죠. 어학을 할 때는 특히 초급

자나 중급자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연습입니다. 딕테이션을 할 때에는 전체 문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본 

후에는 한 문장씩 끊어서 구간 반복이 되게 해놓으시고 한 문장씩 정확하게 받아 적어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적어 내려가

지 못했던 단어나 구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었는지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면서 반복적으로 청취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선생님’ 설문결과(2014.06.12/1,678명 참여)

토익 RC 고득점 비법,

시험 전 1주일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문법 이론이 정리되어있는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만들어왔던 오답노트가 있다면 오답노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를 권해드립

니다. 한 번 이상 틀린 문제는 또 다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는 반드시 모의고사 full set을 시험장 

환경과 비슷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시험날 시간 관리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Part 5, 6은 마킹까지 17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기를 권해 드립니다. Part 5, 

6은 문제지에 답안을 표시해 두었다가 답안지에 옮겨 적는 방법보다는 답안지를 문제지 옆에 바짝 붙여서 답안지에 바로 바로 마킹

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Part 7은 마킹 시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7분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킹은 2

개 지문을 다 풀고 페이지를 넘기기 전 마킹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개 지문 풀고 마킹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으로 생각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대상 ‘최고의 토익선생님’ 설문결과 (2015.06.28/210명 참여)

2017 최신 토익 출제 경향 완벽 분석!
해커스 LC 1위 한승태/ RC 1위 김동영 선생님을
비롯한 해커스 스타강사 선생님의 
더 많은 비법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한승태] [LC1위] 네이버 카페 토익캠프 회원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선생님(N=1,678명, 2014.06.12)
[김동영] 해커스어학원 토익 정규 RC 누적 수강생 수 1위(2015.01~09 기준)

지금 바로 해커스토익  ▼  에서 확인

‘최고의 토익선생님’

1위 김동영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1위 한승태

 김동영 선생님  한승태 선생님 

정답



HACKERS COUPON

해커스 금융(fn.PASS.com) 접속 > 포인트/쿠폰란에 쿠폰번호 입력하고 ’등록’ 버튼 클릭 > 강의 구매 시 
바로 사용 가능
*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 금융 고객센터(02-537-5000)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금융  fn.PASS.com

6B9EADB957CKV73J

      % 할인 쿠폰40
전산세무회계 단과강의

해커스톡(hackerstalk.c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결제관리 > 내 쿠폰 확인하기 > 
쿠폰/수강권 인증하기 상단의 쿠폰번호 입력 
*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톡 고객센터(02-537-5000)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톡  www.HackersTalk.co.kr

      % 할인 쿠폰
48475B3B3DC2B9JL

30
자동발사영어 단과강의

해커스편입 사이트(www.HackersUT.com) 로그인 > 인강 마이페이지 > 결제관리 > 쿠폰확인에서 등록 > 
결제 시 쿠폰 적용 가능
* 단과 인강에만 적용 됨(종합/패키지/프리패스/독학생 프로그램에는 적용 불가)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편입 고객센터(02-522-3705)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편입  www.HackersUT.com

      % 할인 쿠폰30
단과강의

Z9525FG3ZLV79H52H264

해커스 공인중개사(land.PASS.com) 로그인 > 나의강의실 > 결제관리 > 쿠폰확인에서 쿠폰번호 입력
* 해커스 공인중개사 단과강의에만 적용가능(종합/패키지 적용 불가)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 공인중개사 고객센터(1588-2332)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 공인중개사  land.PASS.com

      % 할인 쿠폰30
단과강의

FD3BE3EBD285EB7J

해커스 인강(HackersIngang.com) 로그인 >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내 쿠폰 확인하기 > 
해커스인강 쿠폰/수강권 인증하기 상단의 쿠폰번호 입력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 인강 고객센터(02-537-5000)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인강  www.HackersIngang.com

무료 수강권
세이임의 토스 발음 클리닉 

8E8ADEECA96ZQMRX

해커스잡 사이트(www.HackersJOB.com) 로그인 > 사이트 메인 우측 하단의 [쿠폰&수강권 등록] 
클릭 > 쿠폰번호 등록
* 쿠폰등록 즉시 강의 지급되며, 지급된 강의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수강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잡 고객센터(02-537-5000)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잡  www.HackersJOB.com

무료 수강권
NCS온라인모의고사&해설강의 

FBE7DF2F844XV4TJ

해커스 공무원 사이트(http://gosi.pass.com/)접속 후 로그인 > 사이트 메인 우측 상단 '나의강의실' 
클릭 > 좌측 '쿠폰 확인'클릭 > 위 쿠폰번호 등록 > 단과 강의 구매 시 바로 사용 가능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 공무원 고객센터(1588-4055)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 공무원  gosi.PASS.com

      % 할인 쿠폰30
552473DF2E8AB3S3

인강 단과

해커스 임용 사이트(teacher.PASS.com)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관리 > 포인트/쿠폰 페이지에 
쿠폰번호 등록 > 프리패스 강의 구매 시 바로 사용 가능
* 쿠폰은 한 ID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 가능
*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
* 쿠폰 관련 문의 : 해커스 임용 고객센터(02-566-6860)
* 유효기간 : 2017년 9월 30일(토)까지

해커스 임용  teacher.PASS.com

      % 할인 쿠폰30
프리패스 강의

F8AED22463E8F9LP



외국어인강 1위
해커스인강
www.HackersIngang.com

대한민국 중국어 교육의 중심
해커스중국어
www.HackersChina.co.kr

7,9급/경찰공무원 전문
해커스 공무원
gosi.PASS.com

1년 안에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land.PASS.com

대한민국 1위 영어사이트
해커스토익
www.Hackers.co.kr

외국어학원 1위
해커스어학원
www.Hackers.ac

성공유학·연수 전문
해커스 유학
www.HackersUhak.com

금융·자격증 전문 교육기관
해커스 금융
fn.PASS.com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www.edu2080.co.kr

임용고시의 시작과 끝
해커스 임용
teacher.PASS.com

입시 전문 커뮤니티
점프해커스
www.JumpHakers.com

자동발사영어
해커스톡
www.HackersTalk.co.kr

One-Stop 취업포털
해커스잡
www.HackersJOB.com

상위권대학 편입명문
해커스편입
www.HackersUT.com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쉽다!
해커스 주택관리사
house.PASS.com

전세계 유학정보의 중심
고우해커스
www.goHackers.com

[해커스어학원] 201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외국어학원 부문 1위 3년 지속 수상           [해커스인강] 한국소비자협회 선정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온라인외국어학원 부문

점수잡는 해커스  www.facebook.com/HackersEnglish
해커스영어 @hackerseng   twitter.com/hackerseng
해커스 @hackersenglish   www.instagram.com/hackersenglish

해커스SNS를 팔로우 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는 
교육그룹 1위 해커스 HACKERS

[해커스교육그룹] 2012-2016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교육그룹 부문 5년 연속 수상



해커스어학원 수업후기 게시판 중 신토익 성적 공개 게시글 총 169개 기준 (2016.06.17~2016.11.04)

해커스어학원 수업후기게시판 중 성적표 공개 게시글 토스 32개, 오픽 26개 기준 (2016.01.01~2016.06.30)

해커스어학원 점수공개 토플 수강후기 게시글 총 15개 기준(2015년 7~8월) 2016 해커스어학원 수업후기게시판 중 성적표 공개 게시글 총 11개 기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선정 '2014 TOP BRAND AWARD 토익,토익스피킹학원' 부문 1위

[전국 20대 대학생 3,412명 응답]

수강생 2명 중 1명 목표달성까지 평균

약 2개월900점이상

TOEIC

TOEIC SPEAKING OPIc

토익

수강생 4명 중 3명

2016 수강후기 작성

2016 상반기 수강후기 작성 2016 상반기 수강후기 작성

2016 수강후기 작성

Lv.7이상

수강생 100%

IH달성

토스 오픽

TOEFL TEPS

100점 이상

수강 후 평균 

 808점 달성

토플 텝스

1,100만 선배들이 해커스를 선택하는 이유!

점수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구매경험 선호도 재구매의향
추천의향

20대가 선정한 TOP BRAND 1위 해커스

[1,100만] 해커스토익(www.Hackers.co.kr) 토익적중예상특강 누적 조회자수(중복조회자 포함/2011년 11월~현재)

수강생 15명 중 12명

비
매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