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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c.e.o
c.e.o 메시지

본격적인 휴가철이 왔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을 잠시 뒤로한 채, 파도 소리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가다듬는 휴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중국어 교육이 주춤하더니, 일본과의 무역보복으로
일본어 교육마저 불안전합니다. 자유 무역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웁니다. 보호무역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줄어들면 기업 외국어 교육이 타격을

받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당장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막상
지나봐야 그게 고생이었구나,라고 알 정도로 저의 감각이 무뎌졌는지, 경험이
늘어서 대범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이웃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영향 받는 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처럼 한반도란 작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사는 민족은
결국 세계로 나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년 전 장보고가 정도에서 해상왕이 됐고, 홍길동이 율도국에 왕국을 건설하려
했고, 몽골이 침략했을 때 강화도에서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서
일본의 야욕을 꺾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은 바다를 넘어 큰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미래를 위한 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누구도 무시 못 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은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외국어 교육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많은 언어를 배워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중요 수단입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외국어 교육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실력을 인정받는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외국어 교육에 투자하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세계 속에
진출하고 성공을 거두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무시 안 당하도록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HiEnglish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고객들께서 HiEnglish를 이용하시는 이유도, 강사님들이 HiEnglish에서
가르치시는 이유도, 좋은 인재들이 HiEnglish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고, 미래와 세계를 품는 필요 역할을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의 무더위에도 HiEnglish의 대표로 범사에 감사하며 치열하게 뛰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2019년 8월 1일 HiEnglis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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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드림

Interview with HR
인사담당자 인터뷰

소재의 무한한 가능성! 소재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휴비스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 1위 기업,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조민준 대리/휴비스

휴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 집체 교육방식의 언어교육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사의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이 결합

하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00년 SK케미칼과 삼양사가 합작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양
되어 만들어진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 1위 기업이며 폴리에스
터 섬유(단섬유/장섬유)와 레진, 슈퍼섬유, 산업자재용 소재
등 연간 100만톤의 섬유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였나요?

교육을 기획했을 때 효과가 보이거나 어지러운 규정/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했을 때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
아요.

휴비스의 어학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휴비스의 사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또한 최

근에는 해외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인재의 수요는 항상
필요합니다. 누구도 언제 어느 부서로, 무슨 직무를 맡을지 모

릅니다. 현재 본인의 부서에서 어학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여러 여건상 강
제적으로 어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어학실

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좀 더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성을 느끼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어학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직무에 따라 담당하는

지역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해당지역의 언어학습 또한 필요합
니다. 하지만 직무별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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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회사가 비용을 지원

마지막으로 수강 중인 동료 학습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회사업무를 하기에도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일

과 이외의 시간에 꾸준히 공부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학습하시
는 분들이기에 더욱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헤택을 최대한 본인의 레벨업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Let me know Hi
사내 어학교육 결과

A사 2019년 상반기
사내 어학교육 결과
하이잉글리쉬가 각 기업별 2019년 상반기 사내 어학교육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잉글리쉬는 앞으로 학습 만족도와 성취도 중심의 기업별 보고서를 시리즈로 실을 예정입니다.
기업명과 이름 등은 밝히지 않고 수치 위주로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사의 경우 지난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학습운영 결과
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A사의 상반기 교육 결과를 보면 출석
률 84%에 교육 만족도 92.2점(100점 만점), 학습 성취도 상승
률19%를 보였습니다. 학습 성취도 분석은 하이잉글리쉬의
TOSEB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아래 TOSEB 설명 참조).

A사의 경우 유동적인 임원 스케줄로 인한 수업의 연속성이 깨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이잉글리쉬 운영진이 스케줄을 미
리 파악해 1회당 수업 시간을 늘리는 한편 대체 날짜를 지정해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업 불참자에게

는 하이잉글리쉬의 교수법인 PICS러닝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능력의 향상을 꾀했
습니다.

학습 만족도 92점(100점 만점)
클래스명

만족도

B상무 1 : 1 영어회화

100

영어회화(초급1반)

100

영어 토론 (고급반)

92

A상무 1 : 1 영어회화
영어 청취반(중고급)

C상무 1 : 1 영어회화
D상무 1 : 1 영어회화
1 : 1 영어회화
전체 평균

학습 성취도 19% 상승
클래스명

영어 청취반(중고급반)

영어회화(초급1반)

Pre TOSEB

Post TOSEB

5

6

5.7

6.75

영어토론(고급반)

4.7

5.8

전체 평균

5.2

6.2

영어회화(중급)

5.5

6.2

TOSEB(Test Of Spoken English for Business)이란

하이잉글리쉬의 모바일 비즈니스 영어회화 시험입니다. 개인 어학능력의

평가 기준일 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과 임직원 어학능력 평
가, 주재원 선발 등에 TOSEB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6

90

100
96
74

92.26

4 2019·8 | August

New Teacher
신규강사 소감

이수정

강사님

Ju Hee Jeon
강사님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 강사
Meeghan O'shea 입니다.

Though I am relatively new to HiEnglish
I have been very impressed by what I've

seen so far.Everyone from the company

I have interacted with has been personable,
helpful and understanding, allowing
me to provide clients with the best

learning experience possible. Additionally,
after having spent a lot of my time

in Korea teaching children, I have relished
this opportunity to interract with an adult
Korean English learner who is aware of

their own educational needs. This has not
only allowed me to challenge myself and
expand my skills as an instructor, but

also allowed me to gain insight into the

life of a working Korean, and her into mine.

안녕하세요. HiJapanese 일본어 강사
이수정입니다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시원한 빗소리에 자연의 고마움을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계절의 변화가 동시
에 느껴지는 8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재패니즈에서 일본어 수업을 담당
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하이재패니즈는 오랜 학원 강사 생활을 마감하고 처음 출
강 수업을 함께 시작한 곳이라 저에게는 좀더 특별한 의미
로 다가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을 하면서 교학상장（教学相長）이라는 말이 많
이 와닿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말로
저 역시 가르치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욱 자신의 부족함
을 많이 알아가고 학생을 통해 배우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
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많은 학습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저의 수업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에 반짝반짝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오
늘도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Sun(임선민)

팀장님과 좋은 수업을 많이 추천 해주시는 Liam(이병철)
주임님에게도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HiEnglish도 강사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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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udy
직장인 언어~

Office
영어&중국어 한마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문장으로 추천!

Office 영어 한마디

회사 보고 시간에 늦은 상황

Aki Hello, Robert? I need your help.
Robert Oh, Aki. What’s wrong? You sound very

nervous.
Aki I have to present the sales report at a 9:30
meeting, but I can’t get to the office in
time. My car just got a flat tire.
Robert So sorry to hear that. What can I do for
you?
Aki Can we reschedule the meeting for
tomorrow? Or at least delay it a little bit?
I can get there by 09:55
Robert Many people have already arrived, so
let’s find another way. Lamar Foster from
HR is also having a short staff training
this morning. I’ll ask if he can do it at the
beginning of the conference.
Aki Hope it works out. Please keep me posted
until I get there.
Robert Sure. Can I text you instead of calling?
Aki Either is fine. Thank you

Aki
Robert
Aki
Robert
Aki
Robert

Aki
Robert
Aki

여보세요, Robert씨,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Tip

• speak to ~와 이야기하다, 통화하다,
• sound (very) nervous~ (목소리가) 불안한 듯, 초조한 듯 들리다
• get a flat tire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다
• delay 연기하다, 미루다
• keep me (somebody) posted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때 활용
• Either is fine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 양쪽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

Office 중국어 한마디

식당에서 선물을 받는 상황
金经理 王总，您请坐。听说您喜欢四川菜，我们特
意选了这家饭店了。
王总 谢谢款待。来，大家一起干杯吧。为我们合
作成功干杯！
金经理 这是一件小礼物。请您收下。
王总 我心领了。但是礼物不能收，公司规定不可
以收贵重礼物。

김 부장

오, Aki씨, 무슨 일이신가요? 매우 불안한 목소리시네요.

9시 30분 미팅 때 영업 보고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방금 제 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렸어요.
그것 참 안타깝군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미팅 일정을 혹시 내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미루는 것은 가능할까요?
전 9시 55분까지는 거기 도착할 수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계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나온 Lamar Foster 씨가 아침에
짧게 직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팅 도입부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Lamar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전화 대신에 문자로 알려드리면 될까요?

왕 사장
김 부장
왕 사장

Tip

왕 사장님, 앉으십시오. 듣기로 왕 사장님께서 사천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곳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건배합시다!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마음은 받았습니다. 다만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선물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大忙人 dàmángrén 매우 바쁜 사람
• 四川菜 sìchuān cài 사천요리
• 特意 tèyì 특별히, 일부러
• 款待 kuǎndài 환대하다, 정성껏 대접하다
• 合作 hézuò 합작하다, 협력하다
• 成功 chénggōng 성공하다

둘 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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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People
하이 직원소감

“

교육운영팀 팀 | Sophia 사원

새로운 것을 배우며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볼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평소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는
데 최근에는 중국어를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수습 생활이 끝난 후에 다른 팀의 업무까지도
도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사원이 되고 싶어요.

”

하이잉글리쉬에 입사하고 느낀점이 있다면 ?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유만으로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

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게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단순히 외국

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일을 처리하면서 중간중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영어가 너무 좋고 재밌다는 이

다. 그러던 중 하이잉글리쉬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운 좋

어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업무
프로세스 과정을 보고 진행해보니 교육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 할수록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몸

차이니즈팀은 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채용 및 영업 업

보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헷

간 강사님이나 학습자님, 고객사 담당자님의 요청사항이

들어올 때 정말 혼란스러워 뭐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
고 있습니다.

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이니즈팀에서 근무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도전하고 싶은 것 ?

나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배우며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며 만족을 느낍니다. 최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언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차이니즈팀에서 근무하

있지만 수습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워 교육운영팀에서 더

차이니즈팀에서 과정운영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니즈를 확인한 후 채용 공고를 올리

고 강사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채용한 강사님들에

게 수업을 추천드리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강사님, 학습자님, 고객사 담당자님 한 분 한 분과 소
통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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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에는 중국어를 배워볼까 고민 중입니다. 항상 영어 외에
며 중국어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
기게 된 것 같아요. 3개월 뒤 교육운영팀으로 가서도 차

이니즈팀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재다능한 사원이 되
고 싶습니다.

Hienglish News
하이 뉴스

하이잉글리쉬, 현대모비스서 무료 SPA특강 열어
임직원 40여명 참석 성황…현대케피코 현대오트론 연이어 개최 예정
하이잉글리쉬가 무료로 SPA특강과 이메일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질문, 사진과 그래프 등을 이용한 질문, 세일즈 피칭, 지문 요약하기

선발에 관심 있는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이잉글리쉬의 무료 SPA특강은 현대케피코(7월 26일)와 현대오트

7월 19일 현대모비스에서 열린 SPA 특강에는 승진과 해외 주재원
SPA시험이란 영어 면접시험으로 현재 현대 계열 임직원들의 승진과
해외 주재원 선발 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어민 면접관 1명이 10분간 다양한 주제로 지원자와 질의 응답시

등에 관해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론(8월초) 등의 회사로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는 하이잉글리쉬 SPA 사업부(전화 070-8730-5965 이메일 em11@
hienglish.com)로 문의 바랍니다.

간을 가짐으로써 지원자의 실제 영어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면대면 인
터뷰 시험입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진희 선생님께서는 개인 신상과 의견을 묻는

하이잉글리쉬, 8월에 무료 이메일 특강 개최 예정

원어민 강사가 직접 한국 기업인들 흔히 저지르는 실수 등 강의
하이잉글리쉬가 8월에 무료 이메일 특강을 개최합니다.

성, 정보의 양, 한국 기업인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등에 관한 내

일 특강은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방법에 대한 전락적 접근을 통해 누

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향상시

하이잉글리쉬가 원어민 강사를 모시고 개최하는 이번 비즈니스 이메

구나 손쉽게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메일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로 초빙된 Brain Stuart 선생님은 비즈니스 이메일 톤의 중요

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쓰
키고 싶은 기업과 임직원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하이잉글리쉬의 무료 이메일 특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하이잉
글리쉬 이메일 특강 사업부(전화 070-7169-0730 이메일 em10@
hienglish.com)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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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출강 고객사 & 생일근속자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 유일의 통합 전자결제

솔루션 원천기술 보유기업으로 앞선 기술력과 서비스 경
쟁력으로 전자결제, 편의점 선불결제, O2O 및 금융플랫폼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결제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발행, 유통한 노

하우와 국내 편의점선불결제 시장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상품권∙쿠폰 교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모바일 플랫폼인 머니트리(Money Tree)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합금융플랫폼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명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클래스 수

영어 1cls

위치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1501호동 (수서

오픈일

2019년 7월 2일(화) 11:30~12:30
동, 수서 오피스 빌딩 12층)

HiEnglish
HiChinese
HiJapaneseㅗ

생일근속자
2019년 08월

성명

담당언어

2

Antonio Martin

영어

4

Misha Urvashi

1
3

윤진 박

Shone Zee

5

William Minter

7

Armand Peter

9

백해란

6

8

10

11

Joseph Allen

08월 11일

LG전자(마곡)

08월 22일

롯데케미칼연구소

08월 27일

LG전자(마곡)

비고

2018.10 ~ present

9개월

2019.03 ~ present

4개월

2013.04 ~ present

6년

영어

08월 20일 LG디스플레이(파주) 2016.02 ~ present

영어

08월 22일

영어

영어

고려아연

근속년수

08월 02일

2015.11 ~ present

하이잉글리쉬

2014.10 ~ present

영어

08월 31일

페덱스코리아

2019.02 ~ present

중국어

08월18일

현대모비스

2017.05 ~ present

일본어

오오이 치카코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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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 고객사

영어

김영미

이지윤

생일

중국어

08월05일 한국동서발전울산화 2017.12 ~ present
08월20일

SK실트론

2019.03 ~ present

08월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 2018.03 ~ present

3년

3년

4년

5개월

1년7개월
2년

4개월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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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가 뛰어납니다.”

HiEnglish의 교수법

PICS

Pocket Campus

In-House Training

Cue Learning

사전 학습

집중 연습

표현 복습

오디오 강의를 통한

강사와

e-Book을 활용해

SNS Practice

퀴즈를 통한 학습
이해도 확인

PICS러닝은 바쁜 일정, 지루한 강의, 실력 차이로 인한 저조한 참여도를
극복하고 기존의 효과 없는 1차원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예습은 쉽고 간편하게,
본 수업은 흥미롭게,
복습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HiEnglish가 개발한 기업 출강교육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02-335-1002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5안길 8 하이잉글리쉬 T. 02-335-1002 F. 02-335-0121 E. manage@hienglish.com

www.hienglish.com

문의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