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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만연한 4월이 왔습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서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4월에는 많은 기업 고객사들이 새로운 교육 기획을 마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작하느라 정신 없이 바빠집니다. 항상 고객사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기업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는 외국어 교육을 원하십니다.

18년 한결같이 기업 외국어 교육을 매진한 HiEnglish는 기업 고객사들께 새롭고 멋진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열정과 성장으로
준비된 인재들을 더 확보했으며, 새롭고 다양한 사내 어학 교재와 프로그램을

출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젊고 열정적인 강사진을 채용하였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흥미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영입하였습니다.

고객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어떠한 니즈에도 늘 준비돼 있는 기업 언어교육 회사
HiEnglish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4월을 맞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일 HiEnglis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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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드림

Interview with HR
인사담당자 인터뷰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한국능률협회

Human Communication Leader,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신시은 HR

한국능률협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글로벌 지식변화의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세계를 무대로 그

경제 발전과 국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 한다 “라는 미션

목표아래 한국능률협회 임직원들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KMA 한국능률협회는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아래, 한국 경제발전의 태동기인 1962년, 뜻있는 기업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50년 넘게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우수

변화보다 앞선 창조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스킬 및 글로벌 매너를 체득하고, 나아가 외국어에도
적극적인 니즈 및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추가로 필요성을 느끼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집중하던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활동에, 체계적인 개선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영어 혹은 일본어

노하우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만
방향을 제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의

현재 중국어 과정만 운영중에 있지만, 추후 내부검토를 통해
과정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교육·컨설팅 기관으로

마지막으로 수강중인 동료 학습자분들께 한 말씀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펼쳐나갈 새 기틀을

아침 단잠을 뒤로하고 이른 아침 수업을 들으시는 KMA 동료

자리 잡고 있습니다. KMA 한국능률협회는 50년의 역사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최고의 NO.1지식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적은 언제였나요?

매우 이른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차수가 점차 따라 구사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장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능률협회의 어학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국능률협회의 핵심가치 중 글로벌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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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분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외국어로 소통

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

무나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

향을 발휘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강사님

을 포함한 하이잉글
리쉬 관계자 분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Let me know Hi
하이카페

HiEnglish 1층

원어민 스태프의

홍대 명소
하이카페!!
하이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드시며

뉴욕스타일의 카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홍대의 명소입니다.

월 ~ 토요일까지는 미국인 윌리엄 민터

위기를 느끼며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니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Stella, Luna Room이 있어 4~5명

(Willian Minter) 선생님께서 카페 매

노련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사로, 때론 면
접관으로 현장을 누비시던 윌리엄 선생
님께서 직접 아메리칸 스타일의 커피를

뽑고 음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윌리엄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
이내의 소모임도 오붓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하이잉글리쉬, 하이카페에서는 어학 동호회, 동아리 모
임, 1:1, 그룹 레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실때, 교재선정이 어

려울 때, 동호회 활동에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실 때, 고객
의 니즈에 맞는 강사 추천, 프로그램 공급, 교재추천, 교육 컨
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교육을 진행중인 고객사의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실

경우 윌리엄 선생님께 "할인이나 서비스 주세요" 라고 영어
로 말씀해 보세요!!

마음맞는 사람들과 맛있는 커피를

즐기며 외국어 소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하이카페 입니다.
하이카페는 앞마당에서 노상 카페분위기를 느끼실 수도 있

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좌석별로 배치하고
있어 홍대의 학생들과 인근 직장인들의 휴식 겸 업무 공간으

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어학서적도 비치되어 있어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드시며 독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카페는 영어로 주문을 해야 하기때문에 외국과 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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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hours
월
pm 2:00 ~ 9:00
화~금, 일 pm 12:30 ~ 9:00
토
pm 12:30 ~ 9:30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5안길 8 1F
www.hicafe.co.kr
tel

070-8730-1697

Office Study
직장인 언어~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문장으로 추천!

Office 영어 한마디

Office 중국어 한마디

Dora Okay. I think I know what you mean. For

example, we can choose the three best
and send a questionnaire to the clients to
find out which one they prefer.

David I couldn’t agree more. Now, who’s going
to organize the registrations?

Akmal I’ll take take care of that, David. I

will probably just update last year’s
registration form. I’ve already told the sales
department to put together a mailing list.

David Are you saying we need registrations four

王总 咱们来交换名片吧！这是我的名片。
金经理 谢谢你。真不好意思，我没带名片。
王总 没事儿。方便的话，你留个联系方式，		
好不好？
金经理 好的。王总，这是我的手机号码和电子
邮件。
王总 行了！以后我们保持联系吧。

weeks in advance, Akmal? Isn’t that rather
long?

Dora

David
Akmal
David

Tip

좋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지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좋은 세 개를 선택한 다음 설문지를 고객사에
보내서 그 쪽에서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관련 등기 서류는 누가 준비해
주실 건가요?

David씨,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등기 서류
형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네요. 영업팀에는 이미 제가
수신자 명단을 취합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kmal씨, 4주 전부터 등기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간이
약간 길지 않습니까?

• what you (Nominative Pronoun) mean (당신이) 의도하는 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 which one they (N.P.) prefer 그들(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 put together a mailing lists 수신자 명단을 취합하다
• in advance 사전에, 미리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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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장
김부장
왕사장
김부장
왕사장

Tip

저희 명함 교환하시죠! 이건 제 명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명함을 안 가져왔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락처 하나 남겨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왕 사장님, 이건 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입니다.
좋아요! 우리 앞으로 계속 연락합시다.

• 交换 jiāohuàn 교환하다
• 名片 míngpiàn 명함
• 方便的话 fāngbiàn de huà 괜찮으시다면
• 联系方式 liánxìfāngshì 연락처, 연락 방법
• 保持 bǎochí 유지하다

New Teacher
4월 우수강사 소감

안녕하세요 HiChinese 중국어 강사
김현숙입니다.
你好!

Yuni Lee

又到春天了~

삼 년 전 첫 강의하러 가던 그 길이 지금의 이 따뜻한 봄날

강사님

로 이어지는 길이 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학습자님들과 함께 수업을 해오면서 오히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 강사
Yuni Lee 입니다.

려 성장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습자님들께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오면서 정
작 나 자신의 학습개발에 소홀하지는 않는지 미비한 부

Hello, I am a new teacher who have been

분은 없는지 수시로 분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with Hi-English for a few weeks.

아이들과 오랫동안 학교수업을 진행하며 지역에서 운영

Although it is a short time, I have built trust in

하는 평생학습센터등지에서 강의를 해오던 중 우연한 인

a relationship with managers who tried hard

연으로 「하이차이니즈」의 어학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

to find suitable classes near the place where I

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큰 자긍심으로 활동하고 있

live and answered questions that I had.

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my life is getting more

학습자들이 현지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할 수

vitalizing when I notice the needs of clients,

있고 차근차근 습득하도록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coach the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늘 노력하는 자세로 임

see them following well.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토로해

I will make every effort to build trust in the

가며 오류 수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적의 학습 분위

relationship with learners and managers

기를 조성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by getting ready for each class thoroughly,

‘敎學相長’의 의미를 살려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keeping up with the time sharply and

효율적인 학습 향상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해

evaluating classes effectively.

봅니다.

끝으로 양질의 학습장을 제공하려 늘 살뜰히 안내와 용

Thank you, Yuni

기를 주시는 구지영 매니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하이차이니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현숙 강사님
제천 일진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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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됩니다.

입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려

하자 입니다.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과정 운영 업무 뿐만

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 3개월 차 수습사원 목승은 Stella

하이잉글리쉬 사원으로서의 포부는 맡은 바를 열심히 잘
아니라 회사 성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
심히 하겠습니다.

또, 학습자들과 강사님들의 중간에서 소통 창구가 되어

학습자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강사님들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수업 품질 개선에 힘쓰는
것이 교육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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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비교적 없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기록을 남기며 업무를

운 부분을 알고 실수가 없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

전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저의 업

무를 파악하고 익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
다가 업무가 몸에 익을 때가 오면 자연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교육 운영 체계가 점점 발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도록 성실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겠습니다.

편입니다. 협조도가 좋지 않았던 강사님께서 점점 많이

지금까지 가장 큰 삶의 도전과 새롭게 도전하고픈 일은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강사님께서 사무실에 오

두 번의 타지 생활이 지금까지의 가장 큰 도전이고 변

협조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뿌듯하고 이 일이 제게 잘 맞

무엇인가요?

셨는데,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을텐데 음료를 사다 주셨

화였습니다. 계획한 지 두 달 만에 싱가폴에 혼자 가게 되

던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 할 수 있

은 부분, 부모님 도움 없이는 해본 적 없던 부분도 혼자 꾸

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강사님과 좋게 소통을 하고 있었
는 일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전담업무의 특성과 어려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삶과 달리 정말 작
려나갔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앞으로 도전 못 할 일
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혼자 공부하고 있습

저는 강사님과 학습자님 사이의 학사시스템과 같은

니다. 아직 간단한 대화도 이어가기 힘든 수준이지만 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강사님, 학습자님, 고객사 담당자

것이고, 일을 할 때도 학습자님들과 강사님들을 더 이해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강의, 고객사,
님 을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관리하려면 꼼꼼한 성격이 요

가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저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교육운영 | Stella 사원

저는 강사님과 학습자님 사이의
학사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iEnglish Magazine 7

”

Hi NEWS
Hi소식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Hit white belt
3월 14일 목요일 신규 강사님들의 입문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 세계일류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978년 회사창립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도료첨가제 업체로 입지
를 다져온 ‘흥산화성’은 우수한 기술력과 입직원의 화합에서 비
롯되는 뛰어난 품질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뛰어난 품질에 대한 자부심, 끊임없는 열정

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일류를 목표로 하는 ‘흥산화성’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수법에 대해 강의가 잇었고 각 강사님들의 티
칭에 대해 전문 트레이너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트레이너로는 Greg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이잉글

리쉬와 강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합
니다!

노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명

흥산화성

오픈일

2019년 03월05일(화) 저녁 5:00

클래스 수
위치

영어 1cls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53번길 77-10

성명

영/중/일

생년월일

현재 진행중 고객사

2

Craig Bowler

영어

404

한국****스

4

이문화

중국어

414

정서영

영어

HiEnglish &
HiChinese

1

생일근속자

3

2019년 04월

이숙영
정진희

일본어

2014.02~Present

6년이상

405

LG**(新HSK 3급)

2018.01~Present

6개월이상

영어

420

일진***

2012.09~Present

6년이상

LG**

5

Mike Haigh

7

이미영

중국어

421

LG** 이미영A

9

황혜은

일본어

0403

LG**

일본어

0422

6

8
10
11

임선애
이문화

오사코 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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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국**공업

중국어

401

근속년수

일본어
중국어

421

423

0414

2013.04~Present
2014.01~Present

5년이상
4년이상

2017.04~2019.02

1년반이상

신한세***

2016.02~Present

4년이상

원익**

2014.04~Present

LG**

2017.09~Present
2015.02~Present

2018.05~Present

2개월이상
4년이상
5년이상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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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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