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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잉글리쉬 가족 여러분,

경기 침체에 많은 회사들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교육업이
가장 먼저 타격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출강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활발히 추진해오던 외국어
교육을 경기 탓에 많이 줄였기 때문에 불경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와
인재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하이잉글리쉬는
기본에 충실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더라도 기본을
지키고 실력을 갖춘 회사들만이 불경기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이잉글리쉬는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세스에서 개선점을 찾아 향상,
발전시킬 것입니다. 좋은 강사 발굴, 체계적인 강사훈련, 학습자 중심의
과정운영, 체계적인 커리큘럼, 학습효과 평가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만이 불황 뒤에 오는
호황 때 빠르게 번창했습니다. 하이잉글리쉬는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기업과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콘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고 강의를 개선하는 PICS 러닝 재료들과
이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직장 동료들과 소통을 늘리고, 공감대를 강화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으로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일 HiEnglis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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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드림

Interview with HR
인사담당자 인터뷰

'창조적 혁신 경영'을 통해 최고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일진글로벌

휠베어링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 HiEnglish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가은 대리/일진글로벌

1. 일진그룹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휠베어링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위치에 서있는 회사입니다.

으로 사이버, 전화 등 외국어 교육을 신청할 경우 지원해주고

일진그룹은 1973년 설립 이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동차 부품인 베어링 뿐만 아니라 샤시, 산업용 베어링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 경영’을 통해 최고의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

하지만 영어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 시 개인적

있습니다. 추후 비영어권의 사업이 확장되어 수요가 커진다
면 사내 외국어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니다.

5. 마지막으로 수강 중인 동료 학습자분들께 한 말씀

2. 교육 담당자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언제였나요?

회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일진 직

통해 직원들의 직무, 어학역량이 향상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

이 있기에 일진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

제가 기획한 교육이 전사적으로 시행될 때 그리고 그 교육을
낍니다.

3. 일진그룹의 어학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진그룹은 11개의 해외법인이 있으며 여러 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해외고객 대응 인원 등 글로

벌 인재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학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인력 POOL 활용을 위해서는
판매 뿐만 아니라 경영, 제조, 연구 등 모든 부문 직원들의 어

학실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진그룹은 전사원에게
적극적으로 사외, 사내, 사이버, 전화 등의 교육방법을 통해
어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4. 추가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영어 외에도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비영어권의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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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원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히 수업을 수강하신다면 머지않아 일진의 글로벌 인재가 되
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Let me know about Hi
사내 어학교육 결과

B사의 2019년 상반기
사내 어학교육 결과
하이잉글리쉬가 각 기업별 2019년 상반기 사내 어학교육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잉글리쉬는 앞으로 학습 만족도와 성취도 중심의 기업별 보고서를 연이어서 실을 예정입니다.
8월호의 A사에 이어 9월호에는 B사의 상반기 어학교육 결과를 싣습니다. 기업명과 이름 등은 밝히지 않고
수치 위주로 알려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올 1월~6월 학습결과 분석

B사의 경우에도 지난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학습운영 결
과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B사의 상반기 교육 결과를 보면 출

석률 81.4%에 교육 만족도 94점(100점 만점), 학습 성취도 상

승률12%를 보였습니다. 학습 성취도 분석은 하이잉글리쉬의
TOSEB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으며(아래 TOSEB 설명 참조) 시
험은 올해 1월과 7월에 각각 실시했습니다.

B사의 경우에 수업 불참으로 인한 학습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
을 피하기 위해 수업 불참자에게는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제출

2019년 01월

2019년 07월
2019년 01월

2019년 07월

1월 평균레벨

전**
최**

41.89
52.05
53.5

7월 평균레벨

학습 만족도 92점 출석률 81%
클래스명

영어회화 비즈니스반

강사
5.7

4

42.0

4

4.2
5

만족도
94

출석률
6.75

하도록 함으로써 결석률을 줄였습니다. 하이잉글리쉬의 운영

TOSEB(Test Of Spoken English for Business)이란

모든 고객사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업 불

평가 기준일 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과 임직원 어학능력 평

팀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지금은 하이잉글리쉬의
참자에게는 A사와 마찬가지로 하이잉글리쉬의 교수법인 PICS
러닝을 제공해 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학습 성취도 12% 상승 : B사 TOSEB 결과
테스트 시기

2019년 01월

2019년 07월
2019년 01월

2019년 07월
2019년 01월

2019년 07월
2019년 01월

2019년 07월
2019년 01월

2019년 07월

학습자
김**

김**
박**
윤**
윤**

평균점수
59.01
61.4

66.27
78.6

65.06
65.7
28.3

54.2

52.15
74.3

하이잉글리쉬의 모바일 비즈니스 영어회화 시험입니다. 개인 어학능력의
가, 주재원 선발 등에 TOSEB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레벨
5

6
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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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acher
신규강사 소감

Jennifer Strout
강사님

이선영

강사님

안녕하세요. HiEnglish
영어강사 Jennifer Strout입니다.

안녕하세요. HiChinese 중국어강사
이선영입니다.

mind: I wanted to become the best teacher that I

만 5년간 일하다 2018년부터 HiChinese와 인연을 맺어

I came to Korea in 2012 with one thing on my
could become. From 2012 to 2014, my focus was

on children’s education. As I continued to grow

as a teacher, I wanted to expand my skills into
adult education. HiEnglish provided me with
such opportunities. I have learned that the way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 to my students is
to listen to my students and provide them what
they need in their English learning experience.

I am a language learner myself so I understand

how it feels to be frustrated in a language with

no progression. I have learned that if a person
wants to become fluent in a language, he or she
needs to have a daily routine in their chosen

language in a way that they can enjoy it. This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udent’
s style as well as what their interests are. I want

to be able to provide my students what I wished

I had known in the past when I was learning
Korean. I would like to thank HiEnglish for their

support and help in my process of developing
my teaching skills. I also appreciate the students
they have given me so that I may continue to
help the people around me in their journey
towards language fluency.

중국에서 유학한 후 국내에 돌아와 중국어 전문학원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면접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약간 긴장도 했지만 너무 친절하고 밝게 대해주시던 모습
에 저도 HiChinese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하고 생각했습
니다. 그래서 현재 HiChinese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습자들이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
도 관광이나 출장 또는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중국어를 많
이 배우시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들의 목표에 맞춰 맞춤
형 실전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잦은 외근과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중국어 학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중심으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와 문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과 더불어 추가되

는 내용을 각자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

습자들에게는 중국어 공부가 다른 외국어에 비해 다소 어
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수업
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HiChinese와 함께 많은 학습자들을 만나 중국

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검증된 강사진, 고

객 맞춤식 프로그램,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학습자들의 외
국어 학습에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HiChinese의

뜻에 맞춰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항상 수업의 질과 강사를 배려해 주시는 Liam(이
병철)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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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

Karen I think we should reconsider our marketing

methods. We have worked together
with Brushstroke Designs for a few years
already. It’s time to start online advertising.
Kumar I’m not convinced. With Brushstroke, we
produce good television and radio ads. We
can’t be sure of other media platforms.
Karen Okay, but what about our website? Why
not advertise online with our clients that
visit our website? They might get us more
potential clients through their blog and
social media accounts.
Kumar Sorry, I don’t agree. I think blogs and
social media are just for personal use. It
doesn’t do much for business.

Karen

Kumar

Karen

Kumar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Brushstroke
Designs 회사와 이미 몇 년 정도 같이 일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온라인 홍보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지금도 Brushstroke 회사랑
같이 괜찮은 텔레비전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저희 회사 웹사이트는 어떻습니까?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저희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분들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잠재적 고객들을 더 불러들여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는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reconsider our marketing methods 마케팅 방식에 대해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 (be 동사) not convinced ~에 대해 확인이 안 서다, 납득이 가지 않다
• get (somebody) more potential clients 잠재적 고객들을 ~에게 더
확보해주다, 불러들이다
• for personal use 사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로

Office 중국어 한마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王总 我今天才知道了，你的酒量不错啊！
金经理 过奖了，这儿的菜合你的胃口了吗？
王总 味道好极了，吃得非常好。
如果没有别的事的话，我就先告辞了。
金经理 是啊，时间已经不早了。我们也该走了。
再见。

김 부장

왕 사장
김 부장
왕 사장
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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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술을 잘하시는군요!
과찬이십니다. 여기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맛이 아주 좋아서 잘 먹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희도 가야겠습니다. 또 뵐게요.

Tip

• 酒量 jiǔliàng 주량
• guòjiǎng 과찬이십니다
• 合胃口 hé wèikǒu 입맛에 맞다
• 告辞 gàocí 이별을 고하다
• 味道 wèidao 맛,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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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직원소감

“

채용훈련팀 | Ray사원

올해의 목표는 채용훈련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을
접하고 연구,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

하이잉글리쉬에 입사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

것에 대처하려면 능숙하고 빠른 업무 처리능력이 필요합

업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업무를 진행하면 할수록 교육

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입사하고 처음 첫주에는 하이잉글리쉬를 강사 중개

업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채용훈련팀 뿐만 아니
라 하이잉글리쉬의 독자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모든 부서
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이잉글리쉬

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 팀원으로
그렇기에 항상 정확하고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많이 배
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단순 중개업체가 아닌 교육업체임을 알았습니다. 이

앞으로의 목표와 도전하고 싶은 것 ?

과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능력을 몸에 체화시켜 일을 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을 접하고 연구, 개발해

러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제가 맡은 업무에 더욱더 자부심

채용훈련팀에서 고객사가 원하는 강사님을 찾고 검

증하고 추천하는 일과 하이잉글리쉬 소속 강사님들의 가
치를 향상시켜 드리기 위한 HIT Training(강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채용업무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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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목표는 채용훈련 업무의 완벽한 숙지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만 하는 것이 배움이므로 이 배움을 어떻게 하면 더욱 쉽

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Hienglish News
하이 뉴스

하이잉글리쉬, SK실트론 임직원 대상 하계 글로벌 비즈니스 특강 개최
하이잉글리쉬가 8월 20일에 SK실트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계 글로벌 비즈니스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SK실트론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강의

강사로 초빙된 Brain Stuart 선생님은 비즈니스 이메일 톤의 중요

강사소개

강의 진행 경력, 비즈니스 특강 전문강사

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흔히 틀리는 표현 학습, 특정한

정부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기적

뜻을 나타낼 때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 (Collocation), 공식적

으로 이메일 특강 진행

(formal) 표현과 일상적(informal) 표현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강

인터넷 및 교육방송 촬영(EBS)

의함으로써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특강이라는 평가

영어교육 교재 출판

를 받았습니다.

단기 교육으로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능력 향상

Brian Stuart

22년간 대학교, 유명 어학원 및 기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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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TESL/TEFL University of Birmingham 영국

하이잉글리쉬가 원어민 강사를 모시고 개최하는 하계 글로벌 비즈니

스 특강은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방법에 대한 전락적 접근을 통해 단

학사 저널리즘 University of Utah 미국

학사 영어교육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캘리포니아 미국

기간에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이메일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 비즈
니스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
니다.

하이잉글리쉬의 하계 글로벌 비즈니스 특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하

이잉글리쉬 이메일 특강 사업부(전화 070-7169-0730 이메일 em10@
hienglish.com)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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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출강 고객사 & 생일근속자

이달의 출강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보림테크는 꾸준한 연구개
발 투자와 품질개선 노력으

로 현재 코루게이터 슬리터 스코어러 나이프(SS Power

Knife) 분야의 1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입에
만 의존하던 슬리터 스코어러 나이프 국산화에 앞장서 온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아이템을 갖

춘 나이프 종합솔루션 회사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예
정입니다. 보림테크의 SS 파워 나이프는 절삭력과 내구성

에 있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슬리터 나이프 칼날
을 예리하게 유지시켜주는 연마석 또한 보림테크의 또 다

른 상징입니다. 스코어러 나이프 국내 선도기업의 기술력

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기 위해 멈추
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사명

㈜보림테크

클래스 수

영어 1cls

위치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105번길 44-15

오픈일

2019년 8월 6일(화) 08:30~09:30
(논현동)

HiEnglish
HiChinese
HiJapaneseㅗ

생일근속자
2019년 09월

성명

담당언어

2

수연 김

영어

4

연주 전

윤미 현

1

은조 장

3 Sahra Mouada(은화)

생일

현재 진행중 고객사

근속년수

비고

09월 09일

롯데칠성음료

2012.10 ~ present

6년10개월

영어

09월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7.10 ~ present

2년10개월

영어

09월 23일 일진베어링아트BA영주 2018.11 ~ present

9개월

영어

09월 07일

영어

09월 10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2019.02 ~ present

지연(Esther) 이

영어

09월 25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016.03 ~ present

3년5개월

9

슬기 구

영어

09월 29일

6년7개월

10

11

12

13

14

남희 김
이지은

영어
영어

중국어

2017.01 ~ present

6개월

7

Vanita Swart

LGMMA

1년

Ruairi Morgan

8

09월 18일

2018.07 ~ present

5

6

영어

국립중앙박물관

09월 28일

스테이트스트리트

2016.01 ~ present

09월 30일

페덱스코리아

2016.11 ~ present

09월 02일

삼천리

대한유화

2012.01 ~ present
2019.07 ~ present

2년7개월

3년7개월
2년9개월
2개월

임동진

일본어

09월 12일 에스텍파마 동아오츠카 서울사무소 2012.10 ~ present

6년 10개월

문경아

일본어

09월 01일

3년 4개월

타카코 키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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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09월 12일 동아오츠카 서울사무소 2014.04 ~ present
휴비츠

2016.04 ~ present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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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