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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한 해의 절반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께서 저희 하이잉글리쉬에 맡겨주신 외국어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전술부터 훈련까지 리더십의 교과서로 불리는 독일 해군 장군 되니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U보트들이 영국
비행기에 의해 발각돼서 격침되는 피해가 늘자, 잠수함이 발각 안되는 방법을 찾는 대신, 영국 비행기가 뜨는
항공모함을 잠수함으로 격침시키는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고민과 결정으로 많은 직원들의 시간과 재능을 조직의 성공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기보다 눈앞의 일만 보고 일하다 보면 방향을
잃고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저희 하이잉글리쉬를 믿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맡겨주시는 고객사, 새로이 맡겨주시는 고객사,

저희와 잠시 중단했었지만 다시 맡겨주시는 고객사들께 좋은 교육으로 보답하고자 바쁘게
일하다 보니 눈앞의 일처리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고객들의 확실한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하고 연구하는 하이잉글리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일 HiEnglish 사장

윤주영

드림

2 2019·6 | June

Interview with HR
인사담당자 인터뷰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이노션

Human Communication Leader,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남유진/인재채용팀

이노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주하는 강사분께 학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의 광고/마케팅 활동을

을 세팅해 놓고자 합니다.

이노션은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컴퍼니로 현대자동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들, 모두가 옳다고 믿고 있는 고정관념

마지막으로 수강 중인 동료 학습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

답들, 이 모든 것을 넘어 새로운 인사이트와 커뮤니케이션 방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표면적인 대
법을 발견하겠다는 것이 이노션의 광고 철학입니다.

이노션은 오늘도 ‘Be brave, Be first, Be integrated’라는

Catch-Phrase 아래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나는 모든 접점에
서 소비자의 오감을 자극하고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
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였나요?

크리에이티브는 광고대행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틀을 깨는
사고와 아이데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습
니다.

일반적인 강의장 교육이 아니라 외부에서 트렌드를 파악해

보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승화하고, 내부의 임직원들과 인터
렉션을을 하는 과정을 개설했을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현업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만큼 교육도 새로움을 추구
하고 성공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노션의 어학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노션은 해외에 많은 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재원

후보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내에 어학시설을 갖추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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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계신 이노시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더 양질의 컨텐츠와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Let me know Hi
Rocketman!

Rocketman!
미국식 표현의 오역
다양한 표현을 알아두면 좋아요.
영어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어려운 문장을 번역하는 열쇠!

얼마 전 영국 밴드 ‘Queen’에 대한 영화 ‘bohemian

사실 미국에선 gasoline을 gas라고 줄여 부릅니다. 통상적으

근 70~8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 다른 legend인 ‘Elton

그래서 해석하면 “북한에선 기름을 사기(넣기) 위해 긴 줄을

Rhapsody’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

John’에 대한 영화 ‘Rocket Man’이 개봉을 하여 다시 한 번
그 시대의 음악을 유행시키고 있네요.

Wales 출신 Kingsman의 주연배우 Taron Egerton이 주연
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Rocket Man’은 Elton John의 대표곡 중 하나인데요 가사

로 우리가 말하는 기름입니다.

서고 있는데, 안됐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Gas
line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늘어선 줄 또는 송유관의 뜻으
로 쓰입니다만 주유하려고 길게 늘어섰다는 표현을 long gas
lines Forming으로 합니다.

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미국의 Trump대통령이 북한의 김

쉬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종종 어려운 문장이 되곤

Trump대통령의 Twitter를 오역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정은을 ‘Rocket Man’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국내 언론에서
니다.

합니다. 영어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 학습자 여러분들도
영화에 나오는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Elton John의 유명한
노래 Candle in the wind를 소개합니다.

원곡은 1974년 마릴린 먼로(Marylin Monroe)에게 바치는

노래였는데 1997년 다이애나비(Princess Diana) 장례식
(funeral)에서 개사해서 불렀고 싱글로 발매되어 엄청난 히
트를 기록했던 노래입니다. 어렵지 않은 가사로 이해하기도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북한에 긴 가스관 형성중… 매우 유감
이다”라고 해석하고, 한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경제협력

을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것일 수도 있다고 확대해석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출퇴근 때 유튜브 등에서 들어 보시고 영화
‘Rocket Man’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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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 in the Wind
(Goodbye England's rose)
by Elton John (1987)

*노래 가사라는 특성상 의미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oodbye England’s rose

잘 가세요.영국의 장미여

You were the grace that placed itself

당신은 고통 받는 삶의 현장에서

May you ever grow in our hearts
Where lives were torn apart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하길
은총이었습니다.

You called out to our country

당신은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외쳤고

Now you belong to heaven

이제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고

And you whispered to those in pain

고통 받는 사람들에겐 속삭였어요.

별들이 당신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And the stars spell out your name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당신의 삶은

Never fading with the sunset

석양과 같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Like a candle in the wind
When the rain set in

And your footsteps will always fall here
Along England's greenest hills

Your candles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will

바람 속에서도 타오르는 촛불처럼 살았죠.
비가 내려도 타오르는…

당신의 발자취는 언제나 이곳에 있어요.
영국의 가장 푸른 언덕을 따라

당신의 촛불은 오래 전에 다 타버렸어도
당신의 전설은 영원합니다.

Loveliness we've lost

우리들은 사랑스러운 당신을 잃었어요

This torch we'll always carry

우리는 이 빛을 언제나 밝히고 있겠어요.

These empty days without your smile

당신의 미소가 없는 공허한 날들
우리 나라의 귀한 미래를 위하여

For our nation's golden child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And even though we try

진실은 우릴 울게 하네요.

The truth brings us to tears

All out words cannot express

The joy you brought us through the years

당신이 지난 세월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기쁨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네요.

Goodbye England's rose

잘 가세요. 영국의 장미여

You were the grace that placed itself

당신은 고통 받는 삶의 현장에서

May you ever grow in our hearts
Where lives were torn apart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하길
은총이었습니다.

Goodbye England's rose

잘 가세요. 영국의 장미여

Who'll miss the wings

누가 당신의 자비로운 날개를 놓으려 하겠어요.

From a country lost without your soul

당신의 영혼을 잃고 방황하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당신은

of your compassion

모를 거에요.

More than you will ever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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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udy
직장인 언어~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문장으로 추천!

Office 영어 한마디

Office 중국어 한마디

Hello?
Can I speak to Hendrick Edegran, please?
Speaking.
Hi, Hendrick. I didn’t recognize your voice!
I just wanted to ask you if you’ve seen the
half-yearly sales figures from the marketing
team.
Hendrick Yes. I’m looking at the figures right now.
They look good. What do you think?
Cindy Yes, they go beyond our expectations.
Let’s have lunch together, and we can talk
about them in detail.

Hendrick
Cindy
Hendrick
Cindy

Hendrick
Cindy
Hendrick
Cindy
Hendrick
Cindy

Tip

여보세요?

Hendrick Edegran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Hendrick씨. 제가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네요! 혹시 마케팅 팀으로부터 상반기 매출액 수치를
받아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그 매출액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기대를 훨씬 넘어섰는데요. 점심이나 같이
드시죠, 그러면서 매출액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 speak to ~와 이야기하다, 통화하다,
• recognize one’s voice 누군가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알다)
• go beyond ~을 초과하다, ~을 넘어서다
• in detail ~자세히, 상세하게

王总 金经理，好久不见！您真是大忙人啊！
金经理 这话该我说！您才是大忙人。
王总 最近好像大家都很忙。咱们找个机会聚一
聚，好不好？
金经理 好啊。这次我请客吧。您平时帮我很多忙，
非常感谢您。
王总 什么谢不谢的。老朋友了，应该的！

왕 사장
김 부장
왕 사장
김 부장
왕 사장

김 부장, 오랜만이에요! 정말 바쁘시군요!

그 건 제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정말
바쁘시네요!

요즘엔 모두가 다 바쁜 것 같네요. 우리 기회를 봐서 한 번
모입시다, 어때요?
좋죠. 이 번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요. 친구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Tip

• 大忙人 dàmángrén 매우 바쁜 사람
• 才是 cáishì 이야말로
• gāi ~해야 한다
• 好像 hǎoxiàng 마치~같다
• 聚 jù 모이다
• 客 qǐng//kè (식사 등을) 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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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acher
신규강사 소감

안녕하세요. HiChinese 중국어 강사 고협
입니다

Ju Hee Jeon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 강사
Ju Hee Jeon 입니다.

Yesterday, I completed my first month of
teaching and I evaluated all of my hard-

working students. I am so proud of being an
instructor of HiEnglish, because every single
class was bliss for me.

Thankful and grateful for HiEnglish’s
recruiting team & Education team.

All I have to do is to teach, and HiEnglish
takes care of the rest of the stuff.

Without them, I couldn’t enjoy the great
pleasure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They tried to find the best classes which

was convenient for me in terms of time and

저는 중국어 강사 고협이라고 합니다.
따지아하오~ HiChinese 중국어 강사 고협입니다. 저는
중국 심양 출신이고 요녕사범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중국어 강사직을 맡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HiChinese의 중국어 강사가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HIChinese의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 학습자님들의 중

국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에 너무 기쁩니다. 학습자 분

들께서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열
심히 강의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분들과 같이 보내는 수업 시간이 저의 교수
법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남
겨 주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HiChinese 수강생들의 만남을 기대하

며, 학습자 분들께서 좋아하고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믿어 주시는HiChinese와 늘 챙겨주시는
Liam(이병철)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distance. My class is a perfect match for me,
and I love all my motivated students. With

the passion of my students and the support of

HiEnglish, I am becoming a better teacher. I
feel safe and secure in HiEnglish system, and
it makes me focus on the class.

To repay HiEnglish and learners, I am going
to make the interactive and fun class. Plus I

will never stop applying the student-centered
teaching method. Thanks

HiEnglish도 강사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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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협 강사님

Hi People
하이 직원소감

“

포켓캠퍼스 팀 | Sam 사원

하이잉글리쉬에는 27권 정도의 책
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

하이잉글리쉬에 입사하고 느낀점이 있다면 ?

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은 끊임없

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

삽화가, 원어민 및 교열자와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소

입사할 때는 강사 소개 에이전시와 같은 기업으로 생

육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컨텐츠)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

육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전이 뚜

렷하고 직원들이 활기차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정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자, 디자이너, 조판자,
통이 안 되면 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격려하며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야 합
니다. 아주 간혹 Deadline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럴 경우 이후 일정이 변경되고 전체 일정 또한 문제가 생

길 수도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조율, 데드라인 준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포켓캠퍼스 팀에서 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에 중급 영어 회화 교재인 English Spectrum 1, 2권과

앞으로의 목표와 도전하고 싶은 것 ?

다. 책을 기획하고 제작진행하여 만드는 일과, 원어민 강

다. 이 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

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 아니라 일본어와 다른 외국어로도 확장되어 외국어를

끝장 베트남어 비즈니스 기초 회화편이 출간되었습니

사님들과 음성 MP3 녹음도 하고 강의 동영상도 제작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하이잉글리쉬에는 27권 정도의 책이 출간되었습니

았으면 합니다. 또한 끝장 시리즈가 중국어, 베트남어뿐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는 책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각 분야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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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하이잉글리쉬 신간 안내

베트남 비즈니스 실무자를 위한 베트남어 교재 출간
하이잉글리쉬 ‘끝장 베트남어’... 베트남 현지 주재원,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 유용할 듯
기업 외국어 출강교육업체 하이잉글리쉬가 ‘끝장 베트남어 비즈니스

기초 회화편’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베트남어 입문자를 위한 기초 발
음부터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 실무회화까지 다루고 있다. 기초 발음

과 성조 학습을 위해서 무료 MP3를 제공하고 있다. 모음과 자음, 성
조를 모두 베트남 표준어인 하노이 원어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베트남 주재원 및 베트남과 비즈니스를 하는 해외 영업
담당자, 베트남에서 현지 생활 및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강은 베트남어 발음과 성조를, 2강부
터 20강은 출장, 공항, 호텔, 약속 등과 같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재

로 구성했다. 각 단원은 인사로 시작해 가족, 직장, 성격, 날씨, 전화
등과 같이 앞뒤 단원이 모두 스토리로 연결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 단원은 주요 표현, 새로운 어휘 제시, 2개의 주요 대화문, 3개의

주요 어법, 단원을 정리하는 연습 문제로 구성됐다. 이 책은 하노이
대학을 졸업한 베트남 원어민이 책임 편집을 맡아 베트남의 현지 상

황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최신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원어민 MP3와 무료 한국
인 오디오 해설 강의(10분 내외)
MP3가 필요하거나 하노이 대학
출신의 한국인 선생님이 강의한
영상(유료)이 필요한 경우 ‘하이
잉글리쉬 포켓 캠퍼스’ 홈페이지
(www.pocketcampus.co.kr)
를 방문하면 된다.

끝장 베트남어 비즈니스
기초 회화편
체계적인
언어 교수법

엄선한
대화문과 어법

베트남 현장
정보가 담긴 Tip

원어민이 사용하는 정통 영어 표현 훈련서 출간

하이 잉글리쉬 ‘English Spectrum’...해외 비즈니스 담당자를 위한 주제별, 상황별 구성 특징
기업 외국어 출강교육업체 하이잉글리쉬가 ‘English Spectrum 1,

켰다. 대화문과 담화문은 받아 쓰기 활동을 통해 듣기 능력 향상을

어로 말하려면 나오지 않는 핵심 표현과 주요 구문을 주제별(1권),

상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대화문의 경우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2’를 출간했다. 이 책은 외국인과 대화할 때 빈번히 쓰이지만 막상 영
상황별(2권)로 구성했다. 특히 이 책은 중급 이상의 영어 회화 실력
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과 해외 비즈니스 담당자를 위해 만들었다.

1권은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의 주제별로 꾸며져 있
다. Family, Holiday, Childbirth, Wedding, Funeral 등과 같
이 앞뒤 단원은 서로 연관 관계를 갖는다. 2권은 총 20개의 상황별
로 구성했다. Airport, Hotel, Fast Restaurant,
Restaurant, Getting Directions 등과 같이 해외
비즈니스를 할 때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토대
로 만들었다.

각 단원은 어휘, 대화문, 담화문(스토리), 문화 정
보, 이디엄으로 구성돼 있다. 언어의 네 영역 중
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영역을 특별히 부각시

꾀하는 것은 물론 주제 및 세부 영역까지 체크함으로써 이해 능력 향
사용할 수 있는 모범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하기 활동이다. 대화문 코너에서 역할 활

동을, Culture Tip 코너에서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 정보를 비
교토론하는 활동을 한다. Idiom Origin 코너에서는 특정 이디엄이
나온 배경과 뿌리를 살펴봄으로써 깊이 있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료 원어민 MP3 파일과 무료 한국인 오디오 해설

강의(10분 내외) MP3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선생님이 강의한 유

료 동영상 강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

이잉글리쉬 포켓캠퍼스 홈페이지(www.

pocketcampus.co.kr)에서 볼 수 있다.
www.pocketcampus.co.kr
▶무료 MP3 제공 ▶무료 오디오 해설 강의
▶유료 동영상 강의 ▶대상: 대학생, 직장인

English Spectrum 1
Topic English (주제별 구성)

HiEnglish Magazine 9

English Spectrum 2
Situational English (상황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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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소식 & 추천영화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영화정보 _ 기생충

1955년 우리 제품으로 삼천리 반도를 석권하겠다는 포부로 설

전원백수로 살 길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택(송강호) 가족. 장

1980년대 도시가스 사업으로 진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

리는 모처럼 싹튼 고정수입의 희망이다. 온 가족의 도움과 기대

립된 '삼천리 연탄기업사'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회사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 및 집단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에너지효율화사업, 엔지니어링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비

에너지부문에서도 외식서비스, 환경, 금융, 자동차딜러 등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명
오픈일
위치

남 기우(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시켜 준 고액 과외 자
속에 박사장(이선균) 집으로 향하는 기우. 글로벌 IT기업 CEO인

박사장의 저택에 도착하자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조여정)가

기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 뒤로, 걷
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네이버 영화 출처]

(주) 삼천리

201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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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hinese

1

생일근속자

3

2019년 06월

2

성명
Ellis John

담당언어

민정 김

영어

Dunning
우리 정

생일

현재 진행중 고객사

6월7일

롯데*****
일진*****

2011.05 ~ Present

뮌헨재**

2014.03 ~ Present

영어

6월6일

영어

6월10일

4

Sally Kang

영어

6월14일

6

혜정 신

영어

6월29일

5

7

수연 이
전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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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근속년수

비고

2018.09 ~ Present

6개월

LG****

2017.05 ~ Present

롯데***

2016.11 ~ Present

2년6개월

2018.04 ~ Present

1년

6월26일

한국회****

6월23일

이수**

2010.04 ~ Present

2년

8년

5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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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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