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English Magazine

Interview with HR

고순도,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통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한국알콜산업
Let me know Hi
Kim's Convenience,영어는 자신감으로!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Hi Best Teacher

영어 강사 Pieter H C Reyneke, 중국어 강사
Hi People

온라인마케팅 팀 Nathan 사원
Hi NEWS

한국네트웍스 / 4개 부서 팀장워크샵
& 강사교육 프로그램

h
s
i
l
g
n
E
i
H
!
e
p
Ho

7月
Vol. 55 July. 2019

Message
from c.e.o
c.e.o 메시지

여러분 한 달 동안 안녕하셨어요?

장마철이 가까운지 하루에도 하늘이 어지럽게 바뀝니다. 매연과
무더위에 고생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날 비가 시원스럽게 내려도
기분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가에서 비극적인 사진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아빠의 등에 손을 꼭 얹고, 강물 속에서 함께 잠들어 있는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기를 보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늘 나라로 간 아빠와 아기는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그 심정을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HiEnglish와 제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직원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빠와 아기는 저에게 좀 더 세상의 어려움에 눈을 뜨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HiEnglish는 2사 분기에도 회사의 의무인 사회 공헌 사업을 노력했습니다.

비록 HiEnglish는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회사이지만, 2002년부터 철학이 바르고 세상에 쓰임받는 역할을

잘하라는 믿음에 보답하고자 어린이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돕는 일에 소명감을 갖고
기부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 구호 재단 지원사업으로 HiEnglish는 매 분기마다 어린이 구호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린이재단, Save The Children, 기아대책에 100만 원의 기부금을
헌납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께서 주신 돈은 저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올바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2019년 7월 1일 HiEnglish 사장

윤주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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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HR
인사담당자 인터뷰

고순도,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통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한국알콜산업
Human Communication Leader,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동형 대리/한국알콜산업

한국알콜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한국알콜산업은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 초산에틸, 초산
부틸 생산업체입니다. 본사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으며, 공장

넓은 세계에서 여행 등의 refresh 등을 할 때, 원활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중인 동료 학습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

통하여 고순도로 정제한 주정을 생산하여 즐겨드시는 소주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

한국알콜산업은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조주정을 증류기술을
원료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열심히 달려오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 및 개발
을 통해 주정 및 화학제품 외에도 전자 재료까지 그 영역을 넓
혀가고 있습니다.

고순도,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통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교육 담당자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였나요?

임직원들이 일반적인 직무교육 외에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고,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만족
스러울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어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며 어학 수강에 대한 열의가 증가하는 모습이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한국알콜산업의 어학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 국 알 콜 산 업 은 혁 신 적 인 제 품 개 발 을 통 한 G re e n
Chemical의 Asia Leader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직원들이 업무적으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알콜산
업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며, 개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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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처럼 항상 좋은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모두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이 더욱 열심히 학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Let me know Hi
Kim's Convenience

Kim's
Convenience
영어는 자신감으로!

캐나다 시트콤 "Kim's Convenience"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Japanese cars.

Mr.Kim Janet. 1910, Japan attack Korea, you buy
Japanese, you is guilty by associationship.

Janet

what about your Cannon SLR camera?

Janet

your money still went to Japan.

Janet

Uh why don't you just call them yourself?

Janet

Appa!

Janet

Okay, okay, I'll call.

Mr.Kim Appa get half price.

모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중인 캐나다 토론토를 배경으

로 한국 이민가족의 생활을 담은 캐나다 시트콤 ‘Kim’s
Convenience’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들이 실제 한인들이고, 한국적인 정서들이 많이 나와
재미있고 연기도 훌륭합니다. (유튜*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런데 보다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
‘아빠’로 출연 중인 배우의

Mr.Kim Half price, I rip off Japan. talk to police.

Mr.Kim Police hear accent, they don't take serious
Mr.Kim Janet! 1910, Japan attack Korea.
쉬운 단어로 쉽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들어 보면 매우 한국적인 억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설정의 대화도 재미있습니다

처음엔 뭐지? 했지만 들을수록 재미있습니다.

만, you is 라고 말하는 부분도 흥미롭고 rip off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일본에게 뜯어낸거다’라고 표현하는

Mr.kim(아빠)와 Janet(딸)의 대화의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것도 재미있습니다. (아빠역을 맡은 Paul Sun Hyung Lee

는 시트콤에서와 달리 실제로는 좋은 발음으로 유창한 영어

Mr.Kim Janet! call police .

를 합니다) 대화에서 accent는 한국식 억양을 말하며 자신감

Janet

What happened?

Janet

Let me guess, It's Honda?

Janet

Mitsubishi?

Janet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Appa?

없게 딸에게 전화하라고 하지만 한국식 억양으로 말하거나

Mr.Kim Car is no parking zone. talk to police.

문법적으로 약간 틀려도 잘 알아듣는다고 하죠. 오히려 혀를
너무 굴리거나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어색한 표현이 될 경우 알

Mr.Kim No.

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Mr.Kim No.Okay. it's Toyota, but still no parking zone!

Japanese people aren't the only ones driving

오늘도 하이잉글리쉬와 함께 하는 학습자 여러분! 더 자신감

을 갖고 외국어로 자신있게 말해서 빠른 실력 향상이 이루어
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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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udy
직장인 언어~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문장으로 추천!

Office 영어 한마디
Sora
Tony
Sora
Tony

Office 중국어 한마디

What time is your flight, Tony?

Half Past three this afternoon.

And when will you arrive home?

We’ll land at about a quarter to six
tomorrow morning. I need to take a taxi
from the airport, and I’ll be home about
nine o’clock.

Sora Oh, that’s such a long trip.
Tony Not a problem. I can sleep during the
flight.

Sora
Tony
Sora
Tony

Sora
Tony

Tip

金经理 喂，你好！我是哈伊物产的金经理。王总在
吗？
王总 我就是。早上好，金经理。有什么事吗？
金经理 您明天晚上有空吗？我跟张主任想请你吃
饭。
王总 真不巧！我明天要去香港出差，周末才回
来。
金经理 没关系，那就改天吧。

Tony씨, 비행기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 부장

집에는 언제 도착하실 것 같습니까?

왕 사장

오늘 오후 3시 반입니다.

내일 아침 5시 45분 정도에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야 하고, 집에는 대략 9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 상당히 오래 이동하시는군요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면
됩니다.

• Half past~: ~반, 매 시 30분을 나타내는 표현
• A quarter to~: ~시 정각 15분 전, (45분)
• Take a taxi: 택시를 타다
• During the flight: 비행 시간 중, 비행하는 동안, (문맥에 따라) 비행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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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
왕 사장
김 부장

Tip

•喂
• 有空
• 不巧
• 出差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물산의 김부장입니다. 왕
사장님 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부장님. 무슨 일
있어요?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저와 장 주임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교롭네요! 제가 내일 홍콩으로 출장을 가서
주말에나 돌아 오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시죠.

wéi 여보세요
yǒukòng 짬, 시간, 겨를이 있다
bùqiǎo 굥교롭게도, 유감스럽게도
chū//chāi 출장 가다

New Teacher
신규강사 소감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 강사
Pieter H C Reyneke
입니다.

안녕하세요. HiChinese 중국어 강사
송민정입니다.

HiEnglish for nearly a year

어 가면서 마시는 건데요. 이 개완은 각 부분이 상징하는

I have been working with
now.

The managers have shown sincere interest
in my wellbeing and are always inquiring

if I am doing well. They also enquire and
show concern for the needs of the students.

Whenever a situation arises that needs their
attention and decisions, they are prompt in

finding a solution and communicating back.
The material Hi-English provides is student

appropriate and where I need to teach student
specific material to fit the needs of a specific

student, I am given room to develop and

use material my student and I agree on. The
students are great, and I really learn from their

needs. During my time at HiEnglish, I not

only develop as a teacher, but I also become
more sensitive to student’s needs. I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teach about South African,
African and Western culture and history. In

the process, I learn so much about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well as the opportunity
to research very interesting questions from
students about the cultural issues we address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구(茶具）중에 개

완(盖碗）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뚜껑과 받침이 있는 찻잔
이죠. 찻잎을 그대로 잔에 넣고 우려서 뚜껑으로 슬슬 밀

바가 있습니다. 뚜껑은 하늘을, 찻잔은 사람을, 받침은 땅

을 나타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우리
는 찻잎을 담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향기로운 것들을

담을 것인가? 그것들을 얼마나 잘 우려낼 수 있을 것인가?
좋은 향을 제때에 꺼낼 수 있을 것인가? 개완은 그런 질문
을 차 마시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중국어를 배우려는 수강생들 열정을 느낄 때 개
완이 주는 질문을 제게 합니다. 마른 찻잎이 서서히 맹물

에서 우러나 그윽한 차가 되듯이 수강생의 중국어 실력을
어떻게 내재화시켜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수강생들의

열정과 환한 미소에 유익하고 활기찬 수업으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더 나은 교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Hichinese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중
국어와 중국문화 지식을 갖춘
이병철(Liam) 매니저님이 있

어 참 든든했습니다. 가끔 주시
는 조언이 완성도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
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in class. I want to thank HiEnglish for thi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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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7 | July

Hi People
하이 직원소감

“

온라인마케팅 팀 | Nathan 사원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돼서 회사가
지금보다 더 성장했으면 합니다. 매출은
물론 하이잉글리쉬라는 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하이잉글리쉬에 입사하고 느낀점이 있다면 ?

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측정 등으로요.

외국어 출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만큼 이쪽 업계

하이잉글리쉬가 사내 교육을 원하는 기업과 강사의 중간
에서 강사 섭외와 운영은 물론 세부 커리큘럼 작성과 학

습효과 측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마케팅 부문으로 입사했습니다. 지금은 온라

인 마케팅을 위한 사전 작업인 홈페이지 리뉴얼을 맡아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 담당, 실무 담당, 성과

실무의 경우 다시 블로그, SNS, 동영상, 광고, 통계 분석
등으로 역할이 나누어집니다.

하이잉글리쉬의 경우에도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 부문의

볼륨이 커지면 인원 충원과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도전하고 싶은 것 ?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돼서 회사가 지금보다 더 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나면 블로그,

장했으면 합니다.

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8

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광고, 언론홍보 등의 마케팅 활
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기획부터 실무까지 하나하나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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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물론 하이잉글리쉬라는 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복지도 좋아질 테고 그게 또 자

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

가 정착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Hi NEWS

Hi소식 & 신규 고객사 소개

2019년 6월 21~22일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한국네트웍스는 한국타이어 IT 및 물류엔지니어링 분야 계열사
로서, 시장의 요구에 충실한 솔루션과 혁신 해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파트너사로 성장해 왔습
니다. 또한, 각종 솔루션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물류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최적화된 IT 솔루션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한국네트웍스

오픈일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07:00~08:00

위치

상반기 동안의 공과를 분석하고 하반기에 고객사와
학습자 서비스 전략수립

6/21~6/22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하이
잉글리쉬 사장님과 4개 부서 팀장들이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였

고객사명

클래스 수

하이잉글리쉬 4개 부서
팀장워크샵

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공과를 분석하고 하반기에 고객사와 학습

영어 1cls

자들께 더욱 쓰임받는 저희 하이잉글리쉬가 되기 위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날씨가 좋아 잠깐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대전 광역시 유성구 죽동 664번지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크게 쓰임받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하이잉
글리쉬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8일

하이잉글리쉬의 강사교육 프로그램
HIT Yellow belt 교육

HIT Yellow belt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련팀 팀원여러분, 포켓캠퍼스 Sam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님들의 노력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본 교육이 진행되

글리쉬와 소속 강사님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사장님의 환영인사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위한 강
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강사님들과 진행과 강의를 해주신 채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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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좋은 교육으로 학습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하이잉
하반기에도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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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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