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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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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연히 동종업계 회사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가 있었습니다.

고령이심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 승계를 포기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가 떠나면서, 퇴직금까지
못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청산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퇴사자들이 많다고 하니 한 회사의 사장으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HiEnglish도 사장이 잘못된다면 직원들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의 운명처럼 기업도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HiEnglish도 마지막 순간까지 외국어 교육 인재들에게 최고 최대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많은 외국어 강사님들께 강의를 즐기고

커리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외국어 학습자들께 최고의 학습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HiEnglish 리더로써 책임감을 다시 생각합니다. 리더는 항상 최악의 순간에 직원들을
지킬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HiEnglish를 믿고 오래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HiEnglish를 위해서 진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 3월 1일 HiEnglis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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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드림

Interview with HR
인사담당자 인터뷰

국민건강의 증진을 최고 가치로 뛰는 유영제약

Human Communication Leader,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인재개발팀 | 이준행 HR

유영제약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영 임직원들이 어학교육을 통해

(주)유영제약은 창립이래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건강의 증진을 최고 가치로 하여, 1981년 설립된

이룩하여 왔으며, 중장기 계획의 실현을 통해 국내 최고

주요 비즈니스 상황별 Task에 맞는 Communication Skills

수준의 의약품 제조, 판매 회사를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추가로 필요성을 느끼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공장을 증축중에 있으며,

직원 니즈에 따라 특정 언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품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해 글로벌

첨단 생산 설비를 통해 고품질 의약품 생산 및 자동화를
활용한 대량생산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21세기 최고가치의 치료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적은 언제였나요?

직원들이 외국어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때 가장 기쁩니다.
특히, 사내외국어 과정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업무
자신감 및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직원을 만났을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영제약의 어학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계화된 안목,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인재 육성을

통해 비전달성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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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효과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문화의 이해, 비언어적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등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중인 동료 학습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습과 성장의 문화 정착 및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
고 계신 유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 어학, 업무, 계획하신 모든일들 목표달성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하잉잉글리

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유영제약 화
이팅! 하이잉글리쉬 화이팅!

Let me know Hi

하이잉글리쉬의 강사 선발 및 관리

HiEnglish

강사 선발
& 관리
2002년 설립 이후 기업 외국어 교육을
선도하는 저희 하이잉글리쉬는

학습자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TOSEB, Pocket Campus,

FCT(중국어)등을 하이소를 통해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HIT 수표증

이번 호에서는 우수한 강사를 선발, 추천 드리고 더 좋은 교육

을 이루어져 고객사 및 학습자님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

적으로 외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을 어떻게

❻ 강사님들의 목표의식 향상과 소속감 향상을 위해 여러 가
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HIT)

1. 강사선발

단계별 입문교육

HIT는 HiEnglish In-house Tesol의 약자 입니다.

엄격한 강사채용 시스템인 8-4-2시스템으로 철저한 강사 능
력과 검증으로 강사의 질, 학습자 만족도와 실력 동시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단계

1단계

Business English를 Teaching하기 위한 기본소양과 하이잉

2단계

교재별 특성/ Teaching법, Pocat Campus 활용, 부교재 활용

(입문교육) 글리쉬 교수법

3단계

❶ 강사님들은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 기본
업무 외 모든 행정지원은 교육운영매니저들이 합니다.

Consulting

러분들의 실력향상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입니다.
강사님들께서 진행하는 교육과 저희 커리큘럼을 잘 따라주

시고 보다 좋은 교육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에
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함께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

❷ 정기적인 교재 / 교수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니다.

❸ 책임감 있는 교육을 진행을 위해 수시 교육을 합니다.

❺ 강사님들의 근무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강사료를 인상합
니다.

TOSEB 성적에 따른 학습자 맞춤 Lesson Plan / 학습자

저희 하이잉글리쉬는 강사교육을 통하여 고객사 학습자 여

2. 강사 관리

❹ 고객사 특성과 문화를 존중하도록 교육합니다.

내용

앞으로도 저희 하이잉글리쉬를 믿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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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udy
직장인 언어~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문장으로 추천!

Office 영어 한마디

Office 중국어 한마디

Dinda Okay. Let’s get started. Does everyone

have a copy of the agenda? The main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discuss the
annual sales conference in March this year.
Nori, could you take the minutes?

金经理 自我介绍一下，我是哈伊物产营业部的金英
浩经理。
李副经理 金经理，认识你很高兴！

Nori Sure.
Dinda Okay. So let’s take the first point on the

金经理 见到您，我也很高兴！			
您见过我们公司的张主任马？

Rob Well, in the past two months we…
Dinda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point on

金经理 当然可以。

agenda. Rob, would you like to begin with
an update?

李副经理 没有啊。你可不可以给我介绍介绍？

the agenda – the location of the sales
conference.

Dinda

Nori
Dinda
Rob
Dinda

Tip

좋아요. 시작해 봅시다. 안건 복사본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올해 3월에
열릴 연간 판매 회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Nori 씨,
회의록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Rob씨,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항을 알려주시면서 시작해
보세요.
음, 지난 두 달 동안 저희는…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판매 회의 장소에
대해서요.

• get started 시작하다
• take the minutes 회의록을 작성하다
• begin with an update 최신 정보를 알리면서 시작하다, 업데이트된
사항을 알리면서 시작하다 (begin with : ~ 부터 시작하다, ~으로 시작하다)
• move on to ~로 옮기다, 이동하다, 넘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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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
이부장
김부장
이부장
김부장

Tip

제 소개를 드리지요, 저는 하이물산 영업부의 김영호
부장입니다.
김 부장, 알게 되어 기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저희 회사의 장차장을
만나보셨는지요?
아니요,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 介绍 jièshào 소개하다
• 副经理 fùjīnglǐ 부사장, 부지배인
• 认识 rènshi 알다, 인식하다
• 可以 kěyǐ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 当然 dāngrán 당연하다

New Teacher
3월 신규강사 소감

안녕하세요 HiJapanese 일본어 강사
김소정입니다.

곤니찌와!! 오늘도 힘찬 인사말과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

Diane Lee

작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 강사
Diane Lee입니다.

Since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I have an opportunity to teach

useful English expressions to adults who
work in various fields through Hi English.
Also, It was a good experience to share with
American culture with them.

At first, it was very burdensome to wake up
every morning for their early schedule but I

realized that it was just a worry. In fact, it was

worthful to be able to prepare for those who
are passionate and participate in classes and

to help them expand their bright, positive
energies and the vocabulary that is beneficial

to them. I also felt that I had done my best in

저의 힘찬 인사말에 같이 인사해주시고, 저의 미소에 환
하게 답해주시는 수강생분들을 바라보며 제 일의 소중함
과 보람 그리고 자부심을 다시금 느낍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5년이라는 경력단절이 있었지
만, 다시 운 좋게 HiJapanese 를 만나 수강생분들을 지

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훌쩍 넘는 강사생활을 해 왔지
만 수강생분들은 언제나 저를 웃게 하고 가끔은 저의 부
족함을 일깨워주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HiJapanese 수강생들과의 만남을 기대

하며,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고 분발하는 긍정적인 강사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HiJapanese 와 언제나
소소한 일까지 챙겨 주시는 임선민 팀장님과 이병철 주
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김소정 강사님

my morning routine. I think there is no end

to learning in life, and I want to be a person
who gives good influence to one another.

Diane Lee 강사님은 미국에서 6년간 비즈니스 실무경력과
7년이상 학교 및 어학원 강의경력

HiEnglish도 강사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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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People
하이 직원소감

수습기간 중이신데 포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이잉글리쉬에 입사한지 2개월 차 수습사원입니다.

제 첫 직장이 하이잉글리쉬입니다.

주변 친구들보다 늦게 회사에 입사한 만큼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게 잘 해주셔서 어려운 점 보다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선 많은 분들

런 마음 가짐으로 교육 담당자님, 강사님, 학습자님들께

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보다는

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해 먼저 자주 연락을 드리며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

친절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 될 수 있게 하

전담업무를 하시면서 “이 일이 잘 맞구나”라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출석이 저조한 학습자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습자

분들의 문제를 해결 해 드리고 그 학습자 분이 다시 수업

에 잘 참여해 주실 때,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소통을 통

제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고, 협조를 위
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연락을 드리면 업무 하시는데 방
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드릴 때, 연락 드릴 것을 정

리하여 한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연락을 드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얼

지금까지 가장 큰 삶의 도전과 새롭게 도전하고픈 일은

그러면서 ‘이 일이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앞

인생에서 여러 도전을 했겠지만, ‘도심 속 히치하이킹

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으로 업무를 더 배우고 다른 면에서의 이유도 찾아보면

하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에 사는 사

니다.

있습니다. 저녁시간이었고 집까지 갈 방법은 많았지만,

서 업무를 한다면 더 많은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

전담업무의 특성과 어려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저의 전담업무는 교육 담당자님, 강사님, 학습자님들

과 소통을 하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운영
하는 업무입니다.

신입 사원이라 그런지 소통을 하기 전 떨리는 부분이 있

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소통을 편안하

람들은 얼마나 정이 있을까?’라고 뜬금없이 생각한 적이
사람들의 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히치하이킹을 선택했
습니다. 오랜 시행 착오 끝에 2번의 히치하이킹으로 집까

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지만, 정이 많
은 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은 스카이다이빙 입니다. 작년에 번지

점프를 도전한 이후로 무섭지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
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을 해보고 싶
습니다.

“

저의 전담업무는 교육 담당자님,
강사님, 학습자님들과 소통을 하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

교육운영 | John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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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me know! Hi!
하이야! 알려줘!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고객사명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
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2011년 8월19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클래스 수

영어 3cls / 중국어 2cls / 일본어 1cls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황길동)

오픈일

2018년 11월26일(화) AM 08:00

저희 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항만물류 파트너라는 비
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경영목표로 물동량의 견실한 증대 / 혁

신 기반 강화 / 사회적 가치 선도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를 기반으로 여수 · 광양항은 2017년 말 기준, 컨테이너물
동량 2백2십3만 TEU 및 총물동량 2억9천3백8십만 톤을 처리하
는 등 부산항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11위 복합물류항만의 위상

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그 동안 항만 및
관련분야에서 연마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여수 · 광양항 운영을 통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도
약하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항만 활성화로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고객이 찾아오는 항만을 만들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합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물류 중심이 되는 여수항과 광양항!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HiEnglish &
HiChinese

1

생일근속자

3

2019년 03월

성명
Alexandra

Stephenson

2 James B.Dunphy
Joel Mandella

4

Emily(현영) Jang

6

편원정

영/중/일

생년월일

현재 진행중 고객사

영어

322

유영제약

영어

영어

311

325

영어

329

코히런트코리아
우리기술

근속년수

2017.07 ~ Present

1년6개월

2018.10 ~ Present

4개월

2017.09~Present

10개월이상
2년이상

2016.02 ~ Present

현대글로비스

2016.11 ~ Present

유영제약(서울)

2016.12~Present

김송설

중국어

317

포스코 인재창조원(광양)

7

장화리

중국어

328

스카니아코리아 등

2016.12~Present

9

김소정

일본어

329

금용기계

2019. 02~ Present

5

8
10

한은미
Endoh Ay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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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302

321
316

이베이코리아

한일시멘트 전화

비고

2014.02~Present

2014.04~Present

3년

2년

8개월이상
6년

1개월 이상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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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calling.co.kr
상담전화

Play 스토어에서 [하주메] 검색

02-6677-2770

, 영어공부 나 혼자한다?
o
N!

no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완벽하게 정복한다!
검증된 강사 채용 프로세스로 선발한
원어민 강사진이 알려주는 영어 핵심 노하우!

‘케어콜’로 학습독려 및 ‘해피콜’ 학습상담 제공
음성 및 동영상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HiSume 앱으로 학습효과 극대화.

10%
Down

하이콜링 신청하기
고객센터
전화 상담신청
02)6677-2770

하이콜링 할인 혜택

하주메앱
상담신청 버튼
(이름/연락처)

Hight Five ➊ 교재를
구입하신 분에게는
하이콜링 10% 할인제공!

온라인
레벨테스트
기업 면접관
출신 원어민
강사 매칭

하이콜링은...

17년 역사의 기업체 출강, 외국어 교육업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HiEnglish에서 만든 직장인 전문 외국
어 전화 교육입니다. 원어민 강사와 비즈니스 콘텐츠를 통해 성공적인 학습자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향상
시켜 드립니다.

02-6677-2770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5안길 8 하이잉글리쉬 T. 02-335-1002 F. 02-335-0121 E. hicalling2@hienglish.com

하이콜링

상담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