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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찾으신 고객사를 만나다
과거 수년 동안 교육으로 모셨던 고객사가 있었습니다.

HiEnglish의 자랑인 연수원 합숙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장으로써 Hi의 DNA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 현장을 여러 번 찾았고, 학습자들과 직접 간담회도 열어서 청취했으며,
투입되는 강사진들과 워크숍을 통해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덕분에 매 차수 학습자 전원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해서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해외 부임지에 가셔서 바쁜 와중에도 HiEnglish에 영상 부임 인사를 보내오실 정도로
Hi교육에 매우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고객사 교육을 함께 했던 3년은 제게는 보람이었습니다.

약 2년 전 어느 날 고객사로부터 갑자기 업체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HiEnglish가 못했다기

보다, 경쟁사에서 고객사 최고위증에 시험 실시기관인 자신들이 교육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로비를
해서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또한 고객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고객사를
떠났습니다.

2년 후 그 고객사에서 Hi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사연인즉, 그동안 2개 회사를 써봤는데,

잘한다는 약속과 달리 운영 미숙과 강사 불안정으로 교육성과가 좋지 못해 학습자의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다음 해에는 최저가 입찰을 한 또 다른 업체에 교육을 맡겼었는데 역시
학습자들의 실망이 컸으며, 예전에 했던 HiEnglish를 다시 불러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여러 업체를 써봤더니 그중에서 HiEnglish가 제일 좋다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정해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18년 된 HiEnglish가 갖고

있는 교육 정신과 노하우는 무엇으로도 카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말하는 약속보다는 업체를
써보고 느끼시는 고객사의 평가가 진실인 것 같습니다.

HiEnglish는 고객사의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교육성취와 학습자
만족을 위해서 매진할 겁니다. 다시 찾아주신 고객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모든 고객사를 감사히
여기고 현장을 발로 뛰는 진실된 HiEnglish가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 HiEnglish 사장

윤주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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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인터뷰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제조업체 SK 실트론

Human Communication Leader,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김현효 대리/SKMS팀

SK 실트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SK 실트론의 어학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결정의 얇은 판인 웨이퍼를 제조부터 판매까지 맡고있는 회

을 마련하여, Global 비즈니즈 환경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기 위한 기판이 되는 실리콘
사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재료이며 SK실트론

은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제조업체입

영어만이 아닌 일본어, 중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
도록 구성원의 어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니다. 1983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30년 넘도록 꾸준히 기술개

추가로 필요성을 느끼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TSMC 등 여러분

및 비즈니스 회화 외에도 업무에 특화된 영어 프리젠테이션

발을 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웨이퍼 제조회사로 성장하였으
들이 많이 아시는 global 반도체 회사에 저희의 제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요구와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초
을 비롯하여 외국인과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이문화의
이해 등의 과목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왔으

마지막으로 수강 중인 동료 학습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

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더욱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아침,점심,저녁에

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

교육 담당자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였나요?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여 적극
적으로 수업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합니다. 특히, 강의

를 듣고 있는 직원들이 ‘어학과정이 유익하다’, ‘즐겁게 참석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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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과정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주변 동료
들에게 어학과정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하이잉글리쉬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Let me know Hi
미국&중국의 스승의날

5월이 되면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기념식도 안한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됬는지 안타깝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분들께서도 다른
나라에도 스승의 날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텐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스승의 날

중국의 스승의 날

ciation Week가 있습니다.

을 중시하지요.

미국에는 <교사 감사 주간>으로 불리는 Teachers AppreTeachers Appreciation Week는 한국의 스승의 날과 유사
한 개념이지만 월요일~금일 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Teachers Appreciation Week는 5월의 첫 번째 완전한 주
(7일이 다 들어있는 주)입니다.

2019은 5월 6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 까지. (May 6

-10. 2019) 그 주의 화요일은 교사의 날(Teachers’Day, May

7, 2019)입니다. 이 기간에는 여러 이벤트가 열려서 축제 기

간처럼 보냅니다. 학교에서는 요일별로 선생님 안아주기, 감

사 편지 쓰기, 꽃 선물하기 등 특색 있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 학년이 3월에 시작하는데 비해 미국은 8월에 시작
하여 다음해 6월에 마무리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

라가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미국은 학년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해석 하기도 합니다.

One book, one pen, one child and one teacher can
change the world.

人有三尊，君、父、师。
(Rén yǒu sān zūn、jūn、fù、shī)
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사람은 존경해야 할 세 사람이
있는데 군주, 부모, 스승이다)

중국은 1938년부터 스승의 봉사 정신을 장려하고 스승과 제

자의 마음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공자 탄신일’인 음력 8월 27

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했다고 해요. 후에 고고학적 근거에 따
라 양력 9월 28일로 정해져서 대만에서는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한다고 합니다.

중국본토에서는 1985년에 매년 9월 10일을 ‘스승의 날(教师

节 JiàoshīJié)’로 정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문자메세지로도 감사메세지를 많이 전해서
‘기념일+ 快乐 ’의 형태인 “ 教师节快乐! ( JiàoshīJié

-Malala Yousafzai

kuàilè!, 행복한 스승의 날 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한다

(The co-recipient of the 2014 Nobel Peace Prize)

미국인들은 손편지를 많이 쓰는데요... 하이잉글리쉬 강사님
들께 이번 스승의 날에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영향받은 중국은 예로부터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

고 합니다.

이번 스승의 날, 중국어 강사님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문
자메세지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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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udy
직장인 언어~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문장으로 추천!

Office 영어 한마디

Office 중국어 한마디

Karen If the staff works overtime, we can provide

sufficient quantities in a month.
Franco We don’t have enough people, but if
you give me a day, I can recruit some
temporary workers.
Dan Before any of that happens, we’ll need
to set the components. I’ll make sure my
team members do that by noon.
Karen All those in favor of Dan’s suggestion, say
“Yes.”

Karen
Franco
Dan
Karen

만약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다면 우리는 한 달 내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만 주시면
임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품 물량을 맞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오후까지 확실히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an씨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두 “예”라고
대답해주세요.

金经理 张主任，你最近生意怎么样？
张主任 很好，可是最近工作比较忙。您呢？
金经理 还行。我听说你们市场营销部这个月的销售
很不错！
张主任 马马虎虎吧！
金经理 虽然工作忙，请多注意身体！健康是最重要
的财产。

김 부장
장 차장
김 부장
장 차장
김 부장

Tip

Tip

• provide sufficient quantities 충분한 수량, 물량을 공급하다
• recruit some temporary workers 임시 직원들을 채용하다, 파트
타이머들을 채용하다
• any of that happens 그런(저런)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 all those in favor of ~에 찬성, 지지를 하는 모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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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장, 요즘 일은 어때요?

좋아요. 하지만 요즘 일이 비교적 바쁘네요. 부장님은요?

괜찮은 편이에요. 듣자하니 마케팅부의 이번 달 매출이
대단하던데요!
그럭저럭이에요!

비록 일은 바쁘지만, 건강 주의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에요.

• 生意 shēng‧yi 직업, 일, 장사
• 听说 tīngshuō 듣자하니
• 销售 xiāoshòu 판매, 매출
• 马马虎虎 mǎmǎhūhū 그럭저럭하다
• 然 suīrán 비록(~지만)
• cáichǎn 재산

New Teacher
4월 우수강사 소감

John Richard
McGrath 강사님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 강사
John Richard McGrath 입니다.

I have just completed my first month
of teaching with Hi-English and I have

안녕하세요. HiJapanese 일본어 강사
미야모토 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야모토 마사에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 한국에 와서, 그 다음해부터 일본어 강사가
된지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동안 여러 방면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thoroughly enjoyed it.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classes at the times and in the places that are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

The managers at Hi-English have found me
convenient for me.

They have answered all my questions
promptly, and have delivered the materials
that I need.

All the classes I have taught have been one-

이 때문에 일본어 강사는 보람과 책임이 함께하는 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HiJapanese 와의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보
다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on-one business English classes.

앞으로 보다 즐겁고 확실한 배움이 있는 수업을 하면서

and already have an impressive level of

감사합니다.

All the students have been very motivated
English.

I tend to split each class into three parts: a
general chat about life, a short

grammar review of a simple but important

수강생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야모토 마사

강사님

concept, and a shor t class on useful
expressions for business situations using the
book provided by Hi-English.

The students have been great and I feel
honored to be teaching them.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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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잉글리쉬에 입사하고 느낀점이 있다면 ?

사실 작년 11월 말에 1년 간의 WEST프로그램을 마

치고 귀국했을 때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는 뚜렷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영어가 재밌으니까 영
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정도의 생각만 했었습
니다.

그러다가 하이잉글리쉬를 만나게 되었는데 입사 후 첫
한 달 간의 느낌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다, 둘째 달의 느낌
은 이제 좀 업무에 익숙해진 것 같다(물론 제 착각이었지

만요…!?), 지금은 이 회사는 비전이 뚜렷한 회사라는 것
을 느낍니다.

단지 강사를 채용하고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는 클라이언트 기업의 학습
자님들, 안으로는 회사 직원들을 nurturing하는 것이
죠.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ㅎㅎ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채용훈련팀에서 강사 채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

다. 채용 공고를 올리고, 강사님들을 인터뷰 하고, 채용
관련 각종 문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신규 강사님들과 강의료 협상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다 드리면 저희는 어떡하죠…? (눈물)

이 일을 7년 동안 해오신 팀장님, 존경하고, 수고해주시
는 우리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도전하고 싶은 것 ?

옛날에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고, 그러

려고 노력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마치 남인 것처럼요. 그리고
배운다는 건 그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지식을 쌓는
것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진실되고 강한 '진짜' 제가

되고 싶고, 사는 동안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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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훈련팀 | Sharon 사원

부족하더라도 진실되고 강한‘진짜’
제가 되고 싶고, 사는 동안 계속 배
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Hi NEWS
Hi소식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하이 식구들의 Picnic!

21 세기 여수해양은 선박 건조, 보수 전문 조선소를 목표로하고

주차가 안되는 선유도공원은 회사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혁신으로 선박 수리 업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을 위해 노력합

심이나 오후 시간에 짬을 낼 수 있어 하이 직원들의 힐링공원입니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바탕으로 여수 해양은 끊임없는 변화와
니다. 1979년 “신영 조선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32

년간 축적 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1,700 척의 선박
수리 경험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최고의 선박
수리 회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다.^^ 하이 직원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 시간을 내서 선유도로 봄

맞이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벚꽃과 봄꽃이 어우러진 봄의 공원
에서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
니다. 항상 사원들의 입장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까지 지원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사명 (주) 여수해양
클래스 수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양한 봄꽃과 여유로운 수변공원이 있어 점

영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54

성명

영/중/일

2

Bradley Hider

영어

4

신영 정

HiEnglish &
HiChinese

1

생일근속자

3

2019년 05월

5

효원 박

미선 조

생년월일

현재 진행중 고객사

05월 13일

여천N**

영어

05월 09일

영어

영어

2013.09 ~ Present

5년 6개월

05월 22일

한국타**

2018.01 ~ Present

1년

LG***

05월 22일

중국어

05월 17일

7

나 예지

중국어

05월 24일

9

신은희

8
10

왕림

김홍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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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비고

E** 테크놀로지

최 난희

6

근속년수

LG***

05월 21일

대한**, 여천N**

05월 28일
05월 23일
05월 25일

2016.04 ~ Present

2017.08 ~ Present
2015.09~Present

2년6개월
1년

3년 7개월

2006.01~Present

13년 3개월

LG***

2014.05 ~ Present

1년

SK***

2018.03 ~ Present

현대캐**

하이윈***

2019.04~Present

2014.02 ~ Present

1개월

2년 2개월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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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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