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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9주년 기념사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1948년 창업 이후, 동화 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 동화가 69번째 생일을 맞았
습니다. 6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동화는 바다를 메웠던 개척정신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혁신정신으
로, 소재와 자동차, 미디어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또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동화

국내외 경쟁력 있는 M&a 대상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으며 고객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

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공함으로써, 동화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 임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그동안의 개척과 혁신의 역사 속에서 동화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수많은 임직원들

둘째,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가 탄탄해야 합니다.

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오랜 시간 회사 발전에 이바지해주신 장기근속상 수상자 분들과
지난해 우수한 성과로 동화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성과우수상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이를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안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화기업은 1등 기업에 안주하지 않

드립니다.

고, 2등 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
객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이익 중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재정비해

돌이켜보면 생산 현장의 웅장한 설비나 작은 나사못 하나에도 애정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으며, 사무실 한쪽의 작은 책

야 합니다.

상 서랍 하나에도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겠지만, 회사와 함께 만들어온 동화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열정의 이야기들
이 69년 세월 속에 묻어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여 지금의 동화그룹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동화엠파크, 동화캐피탈을 포함한 자동차 사업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리딩 기업의 지위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69년의 지난한 과정을 함께해오신 동화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엠파크 허브 단지 론칭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모클과 동화캐피탈이 잇달아 출범함으로써 자동차 비즈니스 클러스터
모델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프리미엄 매매 단지, 중고차 전문 금융 서비스, O2O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동화만의 차별성과 새

동화 가족 여러분!

로운 진입자만이 가질 수 있는 혁신적 시각이 동화가 자동차 사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의 역사를 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지난해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목표한 경영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성공에 만
족하기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유

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럽의 반세계화 흐름 등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더욱이 올해 커다란 변

내년이면 우리는 창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동화의 역사는 반세기를 훌쩍 넘어 ‘100년 기업’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

화가 예상되는 국내의 정치·경제 환경은, 우리에게 닥칠 위기가 무엇일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동화는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지속되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찬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회사가 되겠다는 우리의 비전 실현을 늦출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겁내며 주춤하지 않고 도전하고 개척해온 동화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

55주년 창립기념행사 중 총회장님의 격려 말씀에서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동화”라고 하셨던

마음 한뜻으로 다음 두 가지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말씀을 69주년 창립기념일에 다시 전하는 것으로 기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과
국내외 현장에서 ‘동화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동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첫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초윤장산(礎潤張傘)의

감사합니다.

자세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시장을 찾는 일
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동화그룹 회장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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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Marking 69 th Anniversary of Founding

69 th Anniversary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oday Dongwha is marking the 69 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We have come this far thanks to the
hard work and enthusiasm of our employees since Dongwha’s founding in 1948. Over the past 69 years,
Dongwh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creating something from nothing to nurture its materials, auto
and media business sectors. It has also extended its global reach, earning recognition beyond Korea.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Dongwha members for their arduous efforts and dedication that have always supported Dongwha’s pioneering spirit and innovation. I would also like to

many years, and the winners of the Best Performance Award 2016.

Secondly, we must lay a strong foundation today in order to prepare for tomorrow.

We have shared our joys and sorrows together over the past 69 years. Each piece of equipment, each

To this end, we must strengthen our market position within the critical time, which will run out soon. Rather

bolt at our factories, and each desk drawer in our offices bears the traces of our hard work. Your dedi-

than being complacent with its number-one status, Dongwha Enterprise must further widen the gap with

cation and efforts have written Dongwha’s 69-year history,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contribut-

second-tier companies to secure an unrivaled position in the market. It must enhance competitiveness of all

ing to making Dongwha what it is toda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dedication over

of its business sectors by focusing its capacity on competitive business areas, bolstering partnerships with

the past 69 years.

customers, and devising strategies to achieve profit-oriented qualitative growth.

As last year, we are poised to achieve solid results this year as well. But we should not fall into com-

We must secure an unrivaled status in the auto sector, including Dongwha M Park and Dongwha Capital.

placency, because the future ahead of us is going to present us with many challenges. Interest rate

Last year, we achieved an economy of scale by launching M Park Hub, Mocle and Dongwha Capital to

hikes in the U.S.,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nd anti-globalization in Europe continue to challenge the

complete our auto business cluster model. Dongwha wro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auto business by

global econom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Moreover, big changes in the domestic economic and

building premium car sale complexes and introducing financial services for used car transactions and O2O

political environments this year will make it even harder for us to predict the future.

business. This enabled us to differentiate our business and make the best out of our spirit of innovation.

However, we cannot afford to postpone our goal to become a stronger and better company. We will

Next year Dongwha will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We are now a step closer to become a

rise to challenges and continue to open new chapters in our history rather than losing courage amid the

centennial corporation. We will continue to make Dongwha a happy workplace for its employees by joining our

uncertainties. To this end, I ask you to join forces to achieve the following two goals.

efforts and wisdom to build a bright future. I would like to conclude my speech marking the 69th anniversary

congratulate our long-service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their efforts to Dongwha’s growth over

of Dongwha’s founding with the words that our Honorary Chairman said in his speech commemorating the

Firstly, we must unearth new growth engines.

55th anniversary, “Dongwha was made with the efforts of many people, not just one pers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Dongwha members who are present here today and who continue to work hard at

Like Japan, Korea is also entering the stage of low economic growth. To prepare for this challenge, we

our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sites with pride.

must further solidify our leading market position and find new markets. We must strive to find new opportunities for competitive M&As in Korea and abroad, unearth new customers in the global market, and

Thank you.

deliver new value to our customers in order to find new growth engines that will guarantee prosperity to
Dongwha in the future.

March 31, 2017
chairman

Seung Myung-ho

Topic 1
69년을 지탱한 힘은 임직원의 열정과 미소
봄기운이 완연했던 3월의 마지막 날, 동화기업 6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본관
대강당에 모였다. 올해 행사는 승진자 사령장 수여, 장기근속자 포상, 성과우수자 및 핵심가치실천우수자 포상,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 임원 공로패 전달, 창립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대개발팀 박대일 과장 승진자, 사원관계팀 변민수 부장 승진자 등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사령장을 받았으
며, 대성목재 품질관리팀 윤기찬 부장 등 20년 근속자 8명은 근속 기간 중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포
상을 받았다. 건장재영업본부 권순익 본부장 등 19명의 15년 근속자, EHS팀 고운영 차장 등 14명의 10년 근속자
역시 단상에 올라 근속의 보람과 기쁨을 누렸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임직원들은 포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수상자
들에게 힘찬 함성을 보냈다. 오랜 시간 동화와 함께하며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축하였다.

Looking back at stellar results achieved together

69 years of solid growth based on employees’ passion and smiles
Dongwha members gathered at the auditorium of the Dongwha headquarters on
the final day of March to celebrate the company’s 69th birthday. It began with the
endowment of written appointments to promoted employees. Eight long-service
employees who have dedicated 20 years to Dongwha received awards for
their contributions and hard work. Nineteen long-service employees who have
worked at Dongwha for 15 years and 14 employees who have dedicated 10 years
to Dongwha also shared the feeling of fulfillment and joy.
동료들과 함께 일군 눈부신 성과를 돌아보며
다음으로 Great Achievement Award 시상이 진행됐다. 승명호 회장은 법무팀 신민승 과장과
동화기업 PB공장 김봉기 기술대리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했다. 많은 성과를 낸 직원 가운데
최고 중의 최고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다. 팀 수상에는 원재료부문이 선정됐다. 이어서 High
Achievement Award에는 메이커팀 이성희 팀장 등 10명이, 고성과 팀에는 동화 한국사무소 무역
2팀이 호명됐다.
창립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장기근속자들이 무대에 오르며 시작됐다. 보드화학생산팀 이병상 차
장 등 25년 장기근속자 6명에게는 금 10돈 황금 열쇠와 70만 마일리지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30년
장기근속 임원인 정대원 부사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정대원 부사장은 동화의 전환기였던
1986년 입사 당시를 떠올리며 “한 세대를 겪어오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했고 그동안 자녀들도 자
랐다. 크나큰 행운이고 보람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35년 근속자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겠다”고 다짐
했다. 25년 근속자 보드화학생산팀 이병상 차장은 “신입사원일 때 장기근속하신 선배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만큼 멋있는 선배로 근무해왔는지는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밝
히며 “더 멋지고 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잘 해야지’라고 이야기한 회장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가 받은 회장님의 격려를 후배들에게
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 video about high-performance employees who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Dongwha’s 69-year history and implemented its core values was shown at
the ceremony. The Great Achievement Award was given by Chairman Seung
Myung-ho to Shin Min-seung from the Legal Affairs Team and Kim Bong-ki from
PB Factory. This award is only given to the best of the best employees. Among
team, the award was given to the Materials BU. Ten employees were honored
with the High Achievement Award and the 2nd Trade Team of Dongwha Korea
Office. Three employees and the Lease Development Team of Dongwha M Park
received awards for their outstanding efforts to implement the core values.
The highlight of the ceremony began when long-service employees took the
stage. Six employees who have been with Dongwha for 25 years received golden
keys and 700,000 points. Oh Song-hwan from the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and Chang Sang-chul from the Laminate Flooring Factory have been with
Dongwha for nearly half of its history. Vice President Chung Dae-won received
an appreciation plaque for dedicating 30 years to Dongwha. Mr. Chung said that
he witnessed Dongwha’s growth when he joined it in 1986, a turning point in the
company’s history. He also pledged to take the stage again 35 years from now
as Dongwha’s proud long-service employee.

Lee Byung-sang from the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who has worked at
Dongwha for 25 years, said he admired long-service employees when he just joined
Dongwha, but has become one of them now. He said he wants to continue to do his
best. Mr. Lee shared a story about how Chairman Seung Myung-ho once encouraged
him.
불굴의 개척정신과 혁신정신으로!
수상자들의 모든 소감을 듣고 창립기념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승명호 회장은 “오랜 동료의 옛이야기를 들으
니 당시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기념사 낭독 전 잠시 추억에 잠겼다. 1975년 부도 이후 1988년 은행관리
를 벗어나기까지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승명호 회장은 “동화기업은 은행관리를 벗어난 최초의 두 회사 가운
데 하나이자, 이후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보란 듯이 도약한 유일한 사례”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선대
회장님의 MDF공장 설립 결단과 함께 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성장세에 접어든 회사의 저력을 되짚었다. 이어
지금의 동화가 있기까지 동화인의 개척정신과 혁신정신, 열정과 헌신이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동고동락
한 수많은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서랍 속으로 들어간 옛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임직원
이 앞으로 서로 부대끼며 만들어갈 이야기라는 점도 덧붙였다.
창립기념사에서 승명호 회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천명, 국내의 내·외치 혼란으로 어떤 위기가 닥
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비록 동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경쟁력 재정비’를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대 회장님이 전한 55주년 기념식 격려사를 다시 곱씹었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힘으로 만
든 동화!” 승명호 회장은 100년 기업을 앞둔 동화기업이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터전으로 길이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창립기념식은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뜨거운 도전의식! 확고한 목표의식! 동화! 동화! 파이팅!” 내년 70주
년을 기약하며 외친 동화 임직원들의 구호가 유달리 우렁찼다.

The spirit of exploration and innovation
After hearing the award-winners’ acceptance speeches, Chairman Seung Myung-ho delivered his congratulatory speech. He said that the stories of longservice employees once again vividly reminded him
about Dongwha’s past, especially the period following
its bankruptcy, between 1975 and 1988. “Dongwha
Enterprise was one of the first-ever two companies that
managed to end bankruptcy management by banks
and the only company to never go bankrupt again,”
said Mr. Seung. He also mentioned the decision of his
predecessor to build an MDF factory to avert deficit, and
praised Dongwha members for their spirit of exploration
and innovation and arduous efforts to make Dongwha
what it is today.
In his commemorative speech, Mr. Seung urged the
employees to stay alert despite Dongwha’s growth, as
the market is still full of uncertainty. He called for efforts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unearthing new growth
engines and strengthen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he mentioned the speech of
his predecessor commemorating the 55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n which he stressed that
Dongwha was built by the efforts of many people. Mr.
Seung vowed to make Dongwha a happy workplace
for all employees. The ceremony ended with the shouting of slogans about rising up to challenges and setting
clear goals.

30년
근속자
미니 인터뷰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Still as Passionate as Ever!

보드화학생산팀 오송환 기술과장
Oh Song-hwan,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정 가득한 동화인이 되겠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한없이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근속하면서
제가 고수했던 근무 태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
범이 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열
심히 근무하겠습니다.
“I will always remain an enthusiastic member of
Dongwha”
I am extremely honored and thankful. Over the past 30
years my attitude toward work was solely about setting
examples to others. I will keep it in the future and do
my best.

강화마루공장 장상철 기술주임
Chang Sang-chul, Laminate Flooring Factory

“동화에서 30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
사한지 모릅니다. 회사 사정과 개인의 건강 등이 다 맞아떨어
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탈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신 회장님과 동료들, 뒷바라지해준 아내, 자식들에게 감
사합니다.
“Thirty years of gratitude and pride”
I am thankful beyond words for the opportunity to
work at the same company for 30 years. This is

장상철 기술주임
Chang Sang-chul

only possible when the company offers the right
conditions for employment and the employee
is healthy enough to continue working.
I am thankful to Chairman Seung and
my coworkers for their help, and
I also want to thank my wife and
children for their support.

오송환 기술과장
Oh Song-hwan

“글로벌 동화에서의 끝없는 도전”
운동선수 시절 부상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화에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My Ongoing Challenge in Global Dongwha”
How despair that I experienced as an athlete
inspired me to aim even higher and pursue new goals.
이종규 & 류준용
Lee Jong-kyu & Ryu Jun-yong

Topic 2

한 달의 준비 기간, 그 뜻깊은 여정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이 행사는 글로
벌 도전정신을 북돋으며 동화인의 외국어 역량을 가늠하기 위해 준
비된 자리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무대에
오르는 10명의 발표자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이들은 2인 1조로 팀을

동화인의 꿈, 마음껏 펼쳐라!

동화의 모습을 전했다. 해외회계세무팀 이종규 사원은 ‘M y

꾸리고 원어민 코칭을 받으며 본선을 준비했다. 세 차례 코칭해준 원

올해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은 신입사원을 주축으로 한 젊은

Ongoing Challenge in Global Dongwha Group’이라는

어민 코치는 참가자들의 영어 억양과 호흡, 번역문과 통용문의 차이

동화인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무대로 꾸몄다. 이전 대회와 달리

주제로 육상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좌절했지만 이를 극복한 자신의

까지 세심하게 짚어주면서 준비를 도왔다.

두 명이 한 조를 이뤘는데 서포터가 오프닝과 클로징을 담당하고

경험을 동화의 도전에 빗대었다. 성과관리팀 이상홍 사원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4월 열린광장’에서는 면수습자·신규 입사

다른 한 사람이 주제를 발표하는 색다른 연출을 선보였다.

‘What is Important for Me!?’를 통해 운동이 뇌 활성화에

자·신규 보임자 사령장 수여와 경영 실적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이

간결한 픽토그램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참가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곁들여 일상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날의 하이라이트인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의 막이 올랐다. 바쁜 업

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기획마케팅팀 김지훈

설명했다. 빅데이터팀 여봉룡 사원은 ‘A New Wave of Growing

무 일정 중에도 시간을 쪼개 주제를 선택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사원은 ‘Listening to Our Failure’를 주제로 유나이티드항공사의

Dongwha’를 주제로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빅데이터를 쉽게

한 참가자들은 행사 직전까지 연습하며 발표의 완성도를 높였다. 준

고객 응대 실패 사례 등을 소개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풀어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임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링크에

비 기간은 짧았지만 그만큼 열정을 다한 이들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공보드공장 김준석 사원은 그간 자신이 방문한 여행지인 ‘My

접속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여봉룡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무대에 올랐다.

Visit to 13 Countries’ 이야기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사원, 최우수상은 이종규 사원, 우수상은 이상홍 사원, 장려상은

김지훈 사원과 김준석 사원에게 돌아갔다.
글로벌 동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자리인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
벌. 이날 동화인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 되새길 수 있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화, 글

“글로벌 동화의 새로운 물결”

로벌 시장을 이끄는 동화와 함께 더욱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임직원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동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빅데이터’의
역할과 동화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들은 힘찬 박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A New Wave of Growing Dongwha”
The role of big data in changing Dongwha and how Dongwha
members can prepare for that.

Displaying our skills after a month of preparation
The 10th Dongwha English Festival was organized to encourage
Dongwha members to hone their global skills and learn foreign
languages. This year, ten contestants passed the qualifying
round by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At the April Agora
held ahead of the English Festival, Dongwha’s new and newly
appointed employees received their written appointments and
business results were announced. Then, the English Festival
began. The contestants prepared for their presentations thoroughly until the very day of the festival despite their tight work
schedules. They prepared with great enthusiasm and received
image training to impress the audience.

Showing off our skills to the fullest
The contestants used concise pictograms to prepare their presentations, and presented in a composed manner. Kim Ji-hoon
from the Planning and Marketing Team made a presentation
entitled “Listening to Our Failures.” He introduced the example
of United Airlines’ failed customer service,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Kim Jun-seok from the
Board Processing Factory told about his traveling experience
to 13 countries. Lee Jong-kyu from the Overseas Accounting
& Taxation Team made a presentation entitled “My Ongoing
Challenge in Global Dongwha Group.” He introduced his personal experience as former athlete who fell into despair after
sustaining an injury, but overcame the challenge. Lee Sanghong from the Result Management Team spoke about the
work-life balance in his presentation entitled “What is Important
for Me?” He introduced the results of studies that proved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on activating the brain. Yeo Bongryong from the Big Data Team in her presentation entitled “A
New Wave of Growing Dongwha” introduced big data.
After the presentations, the employees opened links on their
smartphones to evaluate the contestants. The top prize went
to Yeo Bong-ryong. Lee Jong-kyu finished second, and Lee
Sang-hong third. Kim Ji-hoon and Kim Jun-seok received
encouragement prizes. The English Festival inspired Dongwha
members to improve their global skills in order to be part of
Dongwha’s endeavors in the global market.

여봉룡 & 김재현
Yeo Bong-ryong & Kim Jae-hyun

“실패에 귀 기울여보세요”
우리에게 실패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Listening to Our Failures”
Why failures matter and what
we can learn and gain from failures.
김지훈 & 박상열
Kim Ji-hoon & Park Sang-yeol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저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What Is Important to Me!?”
How exercise can help people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and invigorate them.
이상홍 & 이종윤
Lee Sang-hong & Lee Jong-yun

“나의 13개국 여행기”
심신이 지치고 외로울 때, 새로운 경험을 위해 훌쩍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 세계 13개국을 여행하며 동화의 현장 관리자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My Visit to 13 Countries”
How traveling and new experience can help people find
respite when they are tired physically and mentally.
김준석 & 이봉건
Kim Jun-seok & Lee Bong-keon

대상

최우수상

Grand Prize

우수상

First runner-up

Second runner-up

장려상

장려상

Encouragement Prize

Encouragement Prize

“상큼발랄한 팀워크로
만들어낸 자신감”

“외국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 고마운 경험”

“축제처럼 즐긴
소통의 장”

“여행과도 같았던
대회 준비 기간”

“Confidence built through
vibrant teamwork”

“A special opportunity
to improve my English”

“A thankful experience that brought
me and my coworkers closer”

“A festival of
communication”

“A delightful
journey”

발표자 동화기업 빅데이터팀 여봉룡 사원

발표자 동화기업 해외회계세무팀 이종규 사원

발표자 동화기업 성과관리팀 이상홍 사원

발표자 동화기업 기획마케팅팀 김지훈 사원

발표자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김준석 사원

저희 팀의 상큼발랄한 팀워크를 좋게 봐주신 덕

영어 자신감을 기르고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쌓을

팀을 이루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준비 기간 내내 즐거웠습니다. 저희 둘 다 사람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무대에서 프레젠테이션할

분에 운 좋게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코칭에 여러 번 빠진 게 가

동료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갈

만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잘 어울리는 단짝이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무척 색다른 경험을 하게

기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서포

장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최우수

수 있었습니다. 사원이 다루기에는 무겁다고 할 수

되었습니다. 저희 조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좋았던

됐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입사 전 13개국을 여행

터 김재현 사원에게 고맙습니다. 제 발표가 소속

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Work & Life Balance’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만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발표 준비 역시 한층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준비 기간 동안

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것이

서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함께해준 동

“주니어는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너른 아량

수월하고 즐거웠습니다. ‘페스티벌’을 온전히 흥겹

지난 여행을 곱씹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번 대

었는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업무를 깊이 이해

료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대회 다음 날

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게 즐겼기에 기쁜 마음뿐입니다.

회 역시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잉글리시 페스티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

결혼식이 있는데 기꺼이 도와준 예비 신부에게 고

때의 자세와 목소리 톤, 제스처까지 배울 수 있었던

서포터 동화기업 PB공장 박상열 사원

을 통해 한층 성장한 기분입니다.

지식을 쌓아 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마운 마음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고자 특별한 오프닝을

서포터 동화기업 성과관리팀 이봉건 사원

서포터 동화기업 PB공장 김재현 사원

서포터 동화엠파크 경영지원팀 류준용 사원

서포터 동화기업 건장재2팀 이종윤 사원

준비했습니다. 근무지 간의 거리가 있어 자주 만나

김준석 사원이 스크립트 정리를 꼼꼼하게 해줘서

여봉룡 사원이 유일한 여성 발표자였는데요. 옆

교육 당시 이종규 사원과 연수원 룸메이트였고 장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동료들이 응원해주고 도

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에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기자랑 듀엣도 함께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한 팀

와준 덕분에 축제의 한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새

도운 발표자가 대상을 받아 저 역시 기분이 무척

을 이뤄 남다른 애정이 느껴집니다. 큰 무대에 서본

로운 도전 앞에서 열정을 다한 기억으로 남을 것

Presenter Kim Ji-hoon

좋습니다.

경험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같습니다.

Preparing a presentation about communication was easy and fun for us, because

Presenter Kim Jun-seok

Presenter Yeo Bong-ryong

Presenter Lee Jong-kyu

Presenter Lee Sang-hong

our team had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Preparing for my presentation was like

While preparing my presentation on big

I will make sure to repay my coworkers for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is not easy to

I truly enjoyed the festival.

traveling again. Now that I have produced a

data,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my team’

all their help. I also want to thank my wife,

deal with, but the audience gave me a high

Supporter Park Sang-yeol

good result at the festival, I feel as if I have

s duties, I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who helped me despite being busy with

score for my insight as a young employee.

Although we only met a couple of times

traveled again and grown as an individual.

my area of expertise and gain confidence.

preparations for our wedding.

Supporter Lee Jong-yun

because we work far away from each other,

Supporter Lee Bong-keon

Supporter Kim Jae-hyun

Supporter Ryu Jun-yong

I was able to receive the spotlight at the

we did our best.

Preparing for the festival was easy, because

I am very happy that the contestant I helped

The experience of competing in the English

festival despite my poor English thanks to the

Kim Jun-seok took good care of the script.

has received the grand prize.

festival on a big stage was an opportunity to

support and help of my coworkers.

I once again realized the importance of

push my limits.

있었습니다. 팀워크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teamwork and communication.

Topic 3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화창한 햇살 아래 동화 임직원들이 계양산 입구에 도착했다. 2017 동
화 임직원 한마음 산행을 위해 가벼운 옷차림으로 모인 이들은 서로

Towards higher goals!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몸을 풀었다. 계양산은 높이 395m로 인천에

On a sunny spring day Dongwha members arrived at the
entrance to Gyeyang Mountain donning light clothes. They
greeted one another and warmed up for the upcoming
ascend. At 395 meters high, Gyeyang Mountain is the
highest peak in Incheon.
This year’s ascend began from a rose gardens with myriad
colorful roses blooming. The itinerary was reaching the top
of Gyeyang Mountain and descending via a hiking trail.
Climbing a steep slope at the beginning turned out to be
difficult, but the hikers enjoyed it, as it was an opportunity
to catch up.
The highlight of the event was flying balloons into the air
with Dongwha members’ wishes written on them from
the mountaintop. Dozens of colorful balloons carrying
Dongwha members’ wishes and hopes soared into the blue
sky, making everyone smile like children. The hikers also
took time to enjoy the fresh air and concluded the event
by having dinner together. The mountain-climbing event
inspired them to work harder to achieve their goals.

서 가장 높은 산이다. 올해 등반은 각양각색의 장미꽃이 활짝 핀 장미
원에서 출발해 계양산 정상에 올라 피고개 방향 둘레길 코스를 따라
하산하는 일정이었다. 산행 초입, 가파른 코스를 오르느라 임직원들
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오
르는 길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은 모습이었다.
이번 등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정상에 오른 동화인들이 각자의 소
원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시간이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
원하는 마음, 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와 다짐 등 동화
인의 희망과 꿈을 담은 소원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푸른 하늘
위로 알록달록 풍선이 수놓인 풍경에 동화인들은 어린아이처럼 환
한 미소로 탄성을 질렀다. 이후 맑은 공기와 함께 느긋
하게 삼림욕을 즐기며 하산한 임직원들은 저녁 만
찬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풍선처럼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정진할 것을 다짐한 동화인들의 눈
빛이 더욱 반짝이는 하루였다.

태양합성 인수에 따른
기대 효과
•동화 화학 사업군 연간 실적 상승

동화의 신성장 동력원, 태양합성 인수

Dongwha’s chemical business
revenues to increase by 6 billion
won annually

지난 4월 14일 동화기업 여의도 사옥에서 ‘태양합성 인수 계약 체결 조인식’이 거행됐다.

60억 원 증가

1986년 창립한 태양합성은 국내 1위 액상 페놀수지 생산 기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동화기업
은 태양합성의 전 지분인 6만 8,000주를 405억 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로써 동화기업의 화
학 사업은 연간 약 60억 원의 추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합성 인수 후 동화기업은 주력 제품의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화학 부문에서 새로운 성

Topic 4

장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보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액상 페놀수지의 경우 시장

•페놀수지 시장 점유율 확대
Phenol resin market share
expected to reach 70%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드 제품과 수지 제품을

70% 달성

묶어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수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 가스를 PB공장에 활
용하는 등 연료비 절감 효과도 얻게 된다.

70%

무엇보다 이번 인수를 기점으로 현재 연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화학 부문의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동화기업은 국내 사업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해
외 시장으로 화학 사업을 확대해 미래 글로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화학제품군 판매 증가
External sale of chemical products
expected to rise(currently 10%)

New growth engine
The signing ceremony for acquiring Taeyang Chemical took place on April
14 at the Yeouido headquarters. Founded in 1986, Taeyang Chemical is the
leading producer of liquid phenol resin in Korea. Dongwha will acquire
all 68,000 shares of Taeyang Chemical for 40.5 billion won. Through this
deal, Dongwha’s chemical business will be able to produce additional
revenues of around six billion won.
After acquiring Taeyang Chemical, Dongwha will be able to cut the prime
costs of its core products and find new growth engines in the chemical
sector. Its share in the liquid phenol resin market is expected to grow to
70 percent. Liquid phenol resin is used to make boards. Dongwha will also
be able to introduce diverse product packages and save fuel costs by using
hydrogen gas emitted during resin manufacturing in its PB factories.
Above all, the deal is predicted to contribute to revenues in the chemical
sector, which currently account for about 10 percent of Dongwha’s annual
sales. Dongwha Enterprise is poised to expand its chemical business 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현재 10% + α

•패키지 제품 판매 가능
Dongwha to develop product packages

+
보드 제품 + 수지 제품

•아시아 시장으로 화학 사업 확장
Expansion of Dongwha’s chemical
business overseas to secure global
growth engines

글로벌 신성장 동력 확보

승지수 글로벌 총괄 대표와 함께한 열린 소통의 장
지난 5월 18일 동화 말레이시아 쿨림 사업장 트레이닝 룸에 두바이, 이란 영업팀과 현

Communication session with
Regional Director Seung Ji Soo

지 직원을 포함한 70여 명의 동화 직원이 모였다. 승지수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동

On May 18 some 70 Dongwha mem-

화 사업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현지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
다. 먼저 승지수 대표가 자신을 소개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후 동화그룹의 실적
과 DMY 사업장의 현재 실적을 브리핑하며 동화그룹이 목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bers, including sales teams from Dubai
and Iran, gathered in the Training
Room of Dongwha Malaysia’s Kulim
business site. They gathered to meet

위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동화그룹이 진행하는 인수 등 각종 현안을 공유했으며 동화

with Regional Director Seung Ji Soo

베트남 사업장인 VRG동화의 MDF 2라인 건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to discuss Dongwha’s vision and an-

시간에는 승지수 대표와 현지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마음을 열고

swer employees’ questions. It was an

소통하며 동화의 미래를 꿈꾼 이번 행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사업장 직원들은 더욱 힘

encouraging session for Dongwha

차게 전진할 힘을 얻었다.

Malaysia employees.

Topic 5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승지수 대표와의 대화
Q1

2012년 KSP 사태 이래로 동화는 이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마케팅팀 Mei Hoon

동화에서는 이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익두 팀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란 시장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만 그 규모가 아랍에미리트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치

Q&A Session
Q1

for it because we have big market there other than UAE.

Q2
MDF 사업은 사양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마케팅팀 Sherwin

MDF 사업은 사양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떠오르는 사업이지요. MDF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Since 2012, since KSP issue, we still continue business in Iran.
What do you think about Iran? - Mei Hoon (Marketing Planning Team)

We have Joe over there, serving everyone over there in Iran. It is risky, but we still have to go

가 있다고 봅니다.

Q2

with Regional Director Seung Ji Soo

MDF is always described as a “sunset busines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 Sherwin (Marketing Planning Dept.)

It is not a sunset business. It is a sunrise business. MDF cannot be replaced with other things.
Like Mansik Kim from Marketing said, no matter how modern we are, there are things that
cannot be replaced, such as the esthetic value of wood.

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더라도 목재의 미학적 가치처럼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 없

MDF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애석하게도 매우 어려운

I would like to know if we have any plans for Dongwha branding.
I know we are very well-known as a top industry player, but the
thing is-when we, in the HR team, are outside at career fairs, we proudly
introduce ourselves as employees from Dongwha Malaysia. But the
response we received was, “It is a Chinese company, isn’t it?” It is kind of
sad to accept the fact that people don’t really recognize us. - Farahin (HR Team)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직원 여러분부터 새롭게 제작한 동화 PR 영상을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

It is really hard to be recognized by the public if you produce MDF. It’s a shame. We were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라건

born like that. So please share the new PR video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It is one of my

대 10년 안에 동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으면 합니다.

goals-to get more people to know Dongwha. Hopefully in 10 years.

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Q3

동화그룹의 브랜드 마케팅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같은 업계에서는 동화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 인사팀 Farahin

Q3

국경을 초월한 든든한 동료
VRG동화는 ‘베트남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MDF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정평이 났다.

VRG동화 구성원의
국내 사업장 탐방 소감

VRG동화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장소도 단연 가좌동 MDF2공장
이었다. 화학 공장과 마루 공장을 둘러보고 북성동 R&D 센터까지 견학한 구성원들
은 “한국 직원들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공장 내부가 놀랍도록 청결하다”,

업무를 경험했다. 아산공장에서 MDF 공정과 생산 라인을 관찰하며 생산, Eng,

“동화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We will achieve Dongwha
Enterprise’s vision together”

Press, QA 등 분야별 품질관리 및 안전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셋째

한국에 오니 사업장 규모도 컸고,

날은 한국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업무를 진행했다. 생산 소속 인원들은 아산공장의

상상 이상으로 청결했어요. 본

Press에서 Finishing Line까지 전반적인 노하우와 트러블 슈팅 기술 등을 학습했

사가 밝힌 미래 비전을 듣고

“화합이 잘되는 것 같다” 등의 첫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에서도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인재들인 만큼 이들은 둘째 날부터 바로 실전

고, 엔지니어들은 기계 유지·보수와 설비 점검 방식을 체험했다. Press 담당 구성
원은 오퍼레이팅 노하우와 트러블 조치 방법 등을 배웠다. 품질관리를 맡은 구성원

Topic 6

(Prod.SV)

‘베트남에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하겠다’라
고 다짐했어요. 특히 ‘5S’

은 NAF 생산 참관과 NAF 물성, 방산량 비교 실험을 비롯해 VRG동화와 아산공장의

는 베트남사업장에 꼭 적

품질 검사 방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학 공정 담당 구성원은 북성동 화학 공

용해보고 싶어요.

장에서 포르말린 관련 업무와 관리 포인트를 짚어보았다.
함께 업무를 진행한 아산공장 품질관리팀 최혜종 과장은 “VRG동화 구성원들의 열
정이 대단하다. 계속 ‘한 번 더’를 요청해 쉴 틈이 없었다”라고 감탄하며 “국적은 달
라도 열정 지수가 같은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로에게
묻고 배우며 업무 시너지를 키운 시간이었다.

Reliable colleagu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VRG Dongwha is highly acclaimed for producing high-quality MDFs
in Vietnam. No wonder the VRG Dongwha employees began their
tour of Korea by visiting the 2nd MDF factory in Gajwa-dong. After
touring the chemical and flooring factories and the R&D Center in
Bukseong-dong, the guests said they were impressed to see how
diligent Korean employees are and how clean the factories are. The
guests, who are veterans in their respective fields in Vietnam, on the
second day of their stay observed the production line of the Asan
MDF factory and learned about its production and quality assurance
processes. On the third day, the visitors worked with Korean colleagues. The VRG Dongwha production worker learned about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of the Asan factory, from the press to the
finishing line, as well as troubleshooting technologies, while the engineer learned how to maintain and repair machinery and production
facilities. The employee in charge of the press learned about the
operating knowhow and how to solve problems. The employee in
charge of quality assurance observed NAF production and participated in experiments comparing NAF properties and emissions, and
compared the quality control procedures of VRG Dongwha and the
Asan factory.

(MDF2 Press OP)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감동했어요”
“I was moved by the diligence
of Korean employees”
서로 배려하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보
면서 동화기업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 경험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ENG)

“사내 행사를 통해 단합하는
분위기가 최고예요”
“Impressed by solidarity boosted
through in-house events”
한국 직원들은 힘든 일을 마다하
지 않아요.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 사내 행사를 통해 서로 단합
하는 문화도 부러웠어요. 동화
기업에 대한 애사심이 더 깊어
진 시간이었습니다.

Impressions of VRG
Dongwha employees’ visit
Dongwha’s perfect 5S campaign
During the five-day stay, the VRG Dongwha employees found that
they have much in common with their Asan factory colleagues.
Like Koreans, Vietnamese also eat rice as their staple food and like
pickled fish and fermented tea. The Vietnamese visitors turned out
to be big fans of Korean cuisine, and enjoyed various Korean dishes during their stay, from grilled pork belly to cheonggukjang stew.
After finishing work, the VRG Dongwha employees said they wanted
to take Dongwha’s 5S campaign with them to Vietnam. The 5S
campaign involves all Dongwha Enterprise employees on a voluntary basis and refers to promoting a clean workplace to enhance
quality, meet delivery deadlines and cut costs. Production Team
supervisor
, who took good care of his coworkers
during the tour, lauded the 5S campaign for keeping the factories
clean and increasing employees’ morale, loyalty and motivation.
On the final day of their stay, the guests visited Dongdaemun and
Gwanghwamun in Seoul, where they bought gifts for their loved
ones. After receiving a warm farewell from their Korean colleagues,
they headed back to Vietnam. It was a short visit, but the guests received enormous inspiration to produce a butterfly effect in Vietnam.

(ENG)

“업무 환경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배웠어요”
“I received ideas on how to
change my working environment”
맑은 날씨, 음식,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프로페셔널
하게 일하는 모습을
비롯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안전하
고 편리하게 업무 환
경을 개선해나가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A)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업무 역량을 키웠어요”
“I learned new techniques
and work processes”
품질검사 업무에서 새로운 기
술을 배우고 갑니다. 베트남
에 돌아가면 바로 적용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동화의 완벽한 5S에 감탄한 시간

사업장의 새로운 기술을 배울

4박 5일의 시간은 아산공장 구성원들과 VRG동화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점을 발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견하는 기회로서도 의미가 깊었다. 베트남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젓갈과 발효차
를 즐기는 등 우리와 식문화가 비슷하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그들은 삼겹살
부터 청국장까지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즐겼다.
특히 현장 업무를 마친 VRG동화 구성원이 “베트남에 가져가고 싶다”며 이구

(Chem.SV)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동화인!”
“We are all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동성으로 칭찬한 것은 동화기업의 ‘5S’ 활동이었다. 동화기업 전 직원이 참여하
는 5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품질향상, 납기준수,
원가절감 등 생산 현장의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개혁 운
동이다. 견학 기간 내내 동료들을 챙기며 맏형 역할을 했던 생산팀 슈퍼바이저
은 “동화기업의 5S 활동이 청결한 사업장을 조성해 직원

한국 직원들과 함께 업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베트남 동
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요. 제가 동화인이라는 사
실이 자랑스러워요.

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업무 의욕을 높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날, 서울 동대문과 광화문을 관광하며 선물을 사는 등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 이들은 어느덧 정든 국내 사업장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베트
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력 삼아
베트남에서 커다란 나비효과를 만들어나갈 이들의 힘찬 여정을 응원한다.

환경친화의 역사, 동화 CI Dongwha’s CI
창업기 Founding period
우수한 제품의 품질력을 ‘우수할 수’자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공인 마크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
함으로써 ‘바른 기업’, ‘짜임새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The CI of this period features a Chinese character meaning “superior.” It describes the outstanding quality
of Dongwha products. Designed in the form of an official mark, it underscores Dongwha’s image as a “just
and well-structured company.”

성장기(2003~2013년) Growth period(2003-2013)
친환경을 지향하는 ‘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초록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해 자연친화
적 정신을 담고, 동화와 고객 나아가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함께 미래의 숲을 만들어나가자는 포부를 두 그루의 나무로 표현했다.

The CI of this period emphasizes Dongwha’s pursuit o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The color
green represents the nature-friendly image of Dongwha, while the two trees stand for Dongwha’s aspiration to build a forest of the future through its relationship with its customers and the world.

도약기(2014년 이후) Takeoff period(2014-present)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기존 CI의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되 세련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디자인했으며 고객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미지도 동시에 강화했다.

The CI of this period features a design that is easy to use in global communication. It makes the best
use of the existing CI and contains more sophisticated and future-oriented elements to underscore a
strong image of customer-oriented communication.

이름 그 이상의 가치, 동화 로고 Dongwha’s Logos
도전과 신뢰를 담다, 동화엠파크
Dongwha M PARK, adventurous spirit and trust
동화엠파크 로고는 ‘M’이 강조된 워드 마크 형태로서 자신감과 도전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선구자로서의 위상을 내포한다.
이와 함께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동화엠파크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Dongwha M PARK’s logo features the capital letter “M,” which stands for confidence and willingness to
rise up to the challenge. It represents Dongwha M PARK’s status as a market leader and its relentless
efforts to earn customer trust and maximize transparency.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엠파크이지옥션
M Park Easy Auction, aiming to provide impeccable service
차세대 경매 시스템과 친근하고 편리한 경매 서비스를 상징화한 로고는 엠파크이지옥션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무엇보다 견고한 디자인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The logo of M Park Easy Auction emphasizing the company’s next-generation auction system and
user-friendly services fully represents its identity. Its solid design conveys the company’s resolution to
provide impeccable services to its customers.

공정과 공감의 한국일보 The Hankookilbo, fairness and empathy
상하 구조의 단단한 사각 형태로 디자인된 워드 마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각에서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언론의 기본 자세를 상징한다. 심볼 마크는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하는 것들을 픽토그램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공감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he rectangular word mark symbolizes the fundamental spirit of every media organ: to deliver news
in an unbiased and fair way. The symbol mark, a pictogram of things that are easy to see in daily life,
represents the determination to empathize with the public.

브랜드를 보면 제품이 보인다, 동화 브랜딩 Dongwha Branding
본질에 충실한 클릭 Click, focus on substance
벨기에 Unilin사의 비접착 결합 방식인 UNICLIC 시스템을 적용한 강화마루다. 국내 최초로 비접착
공법을 도입하면서 업계에서 비접착 공법은 ‘클릭 시스템’으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이렇게 비접착식 시공이 가능한 제품의 특
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클릭’으로 네이밍했다.

This is the name of a laminate flooring product modeled after the adhesive-free uniclick system of Unilin
of Belgium. Since Dongwha introduced the first adhesive-free installation method in Korea, it has been
synonymous with its “click system.” The name “Click” literally means that this product requires no adhesives for installation.

천연의 느낌을 담아, 나투스强 Natus强, the touch of nature
‘Nature to Us’의 줄임말로 내추럴한 감성과 천연의 부드러움을 담았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나투스强’은 강한 내구성을, ‘Touch’는 동조엠보강마루의 표면 질감 구현을, ‘S’는 두께는 얇지만 가격과 기능을 두루 만족시키
는 똑똑한 마루라는 ‘Slim & Smart’의 의미를 내포한다. ‘헤링본’은 헤링본 시공 방식을 적용한 제품임을 군더더기 없이 표현했다.

An abbreviation of “Nature to Us,” this name underscores the natural feel and softness of the product. The
Natus强 boasts strong durability, the Natus强 Touch stands out for the synchronized embossed texture of
its surface, and the Natus强 S stands for “slim and smart,” which refers to its good price and outstanding
functions despite being thin.

발음과 가독성까지 고려한 자연리움 Nature Leum, easy to pronounce
동화자연 시리즈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륨(LEUM)을 문자 그대로 리움으로 표기해 발음의
용이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1.8 / 2.2’는 저가형으로 별도 브랜드 수식어 없이 두께만 심플하게 표기했으며, ‘Soft’는 부드러운
보행감, ‘Mute’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층간 소음을 해소하는 고가륨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언의’, ‘소리 없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이밍했다.

This brand comes from Dongwha’s “nature series” and is easy to read and pronounce. The Nature
Leum 1.8 and 2.2 are low-cost products; the numbers indicate their thickness. The Nature Leum Soft
stands out for its soft surface, while the Nature Leum Mute is a high-end product that is thick enough
to prevent noise between floors, hence the name “mute.”

전화위복의 독창성, 디자인월 Dizainwall, a blessing in disguise
디자인월은 이름 그대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벽장재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Design’으로 출발
했으나 상표권 등록이 여의치 않아 발음대로 영어 표기한 ‘Dizain’을 사용하게 됐다. 석재, 패브릭, 원목 등 여러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이 간편하고 오염에 강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As its name suggests, the Dizainwall is a wall decorative material. It was intended to be named “Designwall,”
but registering it as a trademark proved to be a challenge, and it was later decided “Dizainwall.”

The NAME is 클릭
건장재BU 역사의 화려한 서막

The NAME is 디자인월
바닥재에서 벽재로! 건장재 품목 확대의 시작

The NAME is 자연타일
목재에서 PVC 제품으로 소재 확장

The NAME is 나투스 진
바닥재 시장을 재편할 새로운 강자

2003년 국내 최초로 비접착 조립형 시공 방식인 클릭 시스템을 도

2007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나무 벽재로, 주거는 물론 상업

목질 제품에만 머무르던 제품 영역을 PVC로까지 확장한 혁신 제

친환경 NAF 보드 생산과 함께 한국식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퍼포

입한 동화 강화마루. 이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클릭은 강화마루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간편한 조립형 시공 방식이

품. 출시 당시 기존 P타일 시장과는 차별화된 패턴 포트폴리오로 한

먼스를 담은 최고급 마루. 발암물질 라돈을 저감하는 기술과 천연

시장 No.1을 굳건하게 지켜온 브랜드다. 보다 강력한 마루 표면으

특징이다. 디자인 벽재라 불리며 기존 벽지 시장을 대체, 신규 시장

국능률협회가 ‘가장 주목받는 신제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테

황토 접착제 사용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 새로운 라

로 생활 속 스크래치와 충격에 강하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 지속적

창출과 함께 벽장재 분야를 선도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리어 효과도 우수해 고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이프스타일을 반영한 Visual Message 개발과 함께 자연에 가까

Click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BU

Dizainwall
Expans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from
flooring to wall panels

Nature Tile
Diversifying materials from wood to PVC

Dongwha introduced the Click laminate flooring in
2003. It was the first in Korea adhesive-free clicktype laminate flooring product, and it has maintained
a leading market position since its debut. It is highly
durable, resistant to scratches and shocks, and
convenient to use.

The Dizainwall was developed in 2007 as the first
eco-friendly wood wall panel product in Korea. It can
be used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spaces, comes
in various patterns, and is easy to install. This product
has been leading the wall decoration market,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wallpaper.

운 색감과 감촉을 구현해 친환경 마루로 손꼽히고 있다.

으로 사랑받고 있다.

Unlike Dongwha’s previous products, this innovative
product is made of PVC. When it just debuted on
the market, the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selected it as a “new product to watch” because
of its differentiated pattern portfolio that stood apart
from existing P tiles. It became a steady seller for its
outstanding quality and design.

Natus Jin
Revolutionary flooring product
T h i s h i g h-e n d f l o o r i n g p r o d u c t i s m a d e w i t h
environmentally friendly NAF boards and was
designed for Korean-style residential spaces.
Developed using a radon-reducing technology to
minimize the emission of carcinogens, this product is
installed using adhesives made of natural loess.

또 다른 민지와의 만남
2014 나의 Working Mate 최민지 사원
“최민지 사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Working Mate로 지내
고 있습니다. 다른 ‘민지’들과는 아직 교류가 없는데 이번 기
회에 ‘민지 클럽’이라도 만들까 봐요.”

2014 존경하는 사수 이민지 사원
“입사 이틀째 되던 날 저의 사수인 사원관계팀 이민지 선배
를 만나게 됐어요. 입사 때부터 쭉 인연이 이어져서 ‘큰 민
지’, ‘작은 민지’로 불리게 됐지요.”

내 인생 가장 빛났던 순간
2012 결혼 그리고 지금
“결혼하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1분
1초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해요.

학창 시절 우리들의 스타
동화기업 사원관계팀 이민지 사원

1999 가수 S.E.S 바다

Lee Min-ji, E.Relation Team

“지난해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에 바다 씨가 왔을 때 심장이

1985년 1월 20일생.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시크릿 게스트가 아니었다면 듀엣을 요

취미는 노래 부르기와 독서.

청했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름의 뜻처럼 민첩하고 지혜롭게

2001 가수 god

노력하는 동화인.

“초등학교 때 저와 이름이 같았던 친구와 당시 인기 TV 프로

Born on January 20, 1985.
Loves to sing and read.
Prompt and wise.

그램 <게릴라 콘서트>에 찾아가 응원할 정도로 푹 빠졌었죠.”

2012 가수 손승연

이런 변화가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답니다.”

2016 함께라 더 행복했던 제주도 가족 여행
“저와 오빠가 성인이 된 후 가족끼리 시간 내서 처음으
로 간 여행이었어요. 한여름 더위도 잊을 만큼 즐거웠지
요. 행복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 후로도 부모님과 여행
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2012 하루하루 반짝였던 고등학생 시절
“공부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아르바이트도 처음 해보고.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렸어요. 지난 10
대를 돌아보면 후회 없이 행복했던 때란 생각이 들어요.”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방송에서 손
승연이 부른 노래만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동화기업 S&OP팀 박민지 대리

Park Min-ji, S&OP Team
1990년 1월 8일생.

첫 월급의 감동

여행이 취미인 만큼 부모님과도
자주 곳곳을 누비며 추억 쌓기에

2002 꾸준히 모은 월급으로 아버지께 선물

여념이 없는 속 깊은 동화인.
Born on January 8, 1990.
Loves to travel, especially with her parents,
to make memories. Caring and considerate.

“첫 월급 후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은 적금으로 아버지 차
를 바꿔드렸어요. 아버지가 ‘역시 큰딸이 최고’라며 좋아

잊지 못할 10대

동화와 첫만남

하셨던 모습이 생생해요.”

1998 친구들과 학교 댄스 대회에 참가했던 중학교 시절

2002 9월 입사

2008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S.E.S를 결성해 댄스 대회에 나가서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동화기업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큰

“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2등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절친’들과의 추억이라

회사는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궁금했는데 그 회사에 내가 입

내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정

Choi Min-ji, Personnel Team

더 기억에 남습니다.”

사했구나, 감격했던 기억이 나네요.”

말 어른답게(!) 지금껏 고생해서 키워주신 어머니께 고스

1996년 6월 12일생.

2002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한 2002년 월드컵

2008 1월 입사

활동적인 어린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전 국민이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 당시 동네에 스크린을 설치

“고등학교 졸업 전에 입사한 저를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2014 부모님 용돈과 나를 위한 선물

컬러링북 색칠을 즐겨 하는

해놓고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모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나머지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

반전 매력의 동화인.

여 응원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Born on June 12, 1996.
Used to be very active as a child,

2002 ‘남자아이처럼 논다’고 말할 정도로 씩씩했던 그때

2014 8월 입사

동화기업 인사팀

최민지 사원

but now enjoys coloring books.

“입사 지원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

“일곱 살 때 놀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피가 많이 났는데 대수롭

을까 걱정이 많았지요. 그러던 제가 입사 3년을 맞이하게 됐

지 않게 집까지 걸어가서 엄마가 더 놀라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니, 참 신기합니다.”

란히 드렸답니다.”

고 쇼핑하고⋯ 월급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금세
사라졌답니다.”

글을 쓴 양영은은 KBS 국제부
기자로,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MC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를 발견하는

나를 성장시킨 그들의 질문
‘어떻게 하면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를 발견하는 질문들은 무엇인가?’ 필자는 지난해 <나를
발견하는 시간 - 하버드·MIT 석학 16인의 강의실 밖 수업>이라는 책을 낸 후 이런 질문들을 참 많
이 받는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썼건만 나에게도 그런 물음들은 여전히
어렵다. 그럴 때마다 유학 시절 각 분야의 대가인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돌이켜본다.
처음엔 그들의 삶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
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또 그분들의 삶이나 우선시하는 가치들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게도 됐다. 한
번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이자 CNN의 유명 정치 평론가 데이비드 거겐(David Gergen) 교
수님을 뵈러 갔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얻은 단 20분의 면담 시간이었기에 질문들을 잔뜩 준비했
다. 그런데 대뜸 ‘너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먼저 받았다.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갖가지 미
사여구를 동원, 하버드에서도 ‘구루’인 교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자기소개를 마쳤다. 그러자 교수
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 “So are you happy? (그래서 넌 지금 행복하니?)”
그렇게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하며 나
자신을 탐구해갈 수 있었다.

나만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질문
•호기심은 어떻게 창조로 이어지는가?•지금도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나는 ‘생각의
렌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아는가?•상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매일 아침 설레
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삶에는 한 가지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새 지평을 여는 생각이란 무엇일까? •정해놓은 길만 가고 있지는 않은가?•내 안에는 기본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가?•지금 주목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질문
•실패는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가?•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목적의식은 어
떻게 나와 세상을 바꾸는가?•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가?•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밝은 미래를 만드는가?•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독서하고 있는가?•진정한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가?•공감과 화합의 중요성을 진실로 깨닫고 있
는가?•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는가?•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
껏 누리고 있는가?

시간 -하버드·MIT 석학 16인의
강의실 밖 수업> 등이 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알고자 했던 것, 구하고자 했던 것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었다. 90년 가까
이 인생을 산 노학자 촘스키 교수나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석지영 교수 같은 대
가와 현인들은 이미 그 답을 발견했거나 적어도 비결은 이미 터득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90년을 산 석학에게도 ‘내일’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촉망받는 젊은 교수에게도 ‘경쟁’과 ‘실패’는 분명 존재했다.
그들 모두 여느 사람들과 같이 삶에서 도전을 받고 응전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다.
결국 이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얻은 건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며
‘그것이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인생의 해답을 외부에
서 찾으려 했지만 그 질문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스스로와 대면하고
대화하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답은 내 안에 있다’는 진리
처럼 말이다.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의 가치
그러기 위해 효율적인 실천 방안 한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대
가이자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하버드 마지막 강의 마지막 질문>의 저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병상에서 돌아와 졸업을 앞둔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조언이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꼭 - 특히 스스로 삶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느낄 때는 더욱 -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씩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만
약 누군가가 내게 ‘그랬더니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매일 스스로를 대면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얼
마나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인지 알게 됐노라고. 뒤늦게라도 그 시간을 가진 것을 진심
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이다. 물론 그런 ‘나를 발견하는 시간 갖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
형이며 그때마다 나는 내 안의 새로운 나, 그동안 몰랐던 나, 또 항상 변화하는 나를 만난다.

The value of
self communication
Sometimes people ask themselves questions about life.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we
do not stop there, but go a step
further by mulling the questions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One way to do so is by following
the advice of Harvard University
Business School Professor
Clayton Christensen, who also
wrote the book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After returning from a sick leave,
Professor Christensen told his
students to spend a half-hour to
one hour every day at the same
time on communicating with
themselves, especially when they
find themselves standing at a
crossroads of life.
If someone asks me whether this
method works, I would say that it
made me realize how difficult it is
to face myself and dedicate time
to myself on a daily basis, and that
I came to sincerely appreciate the
time I can spend with myself.

탐구 생활
소통 수업

오바마의 공감
2004년 7월 27일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을 하기 전까지 주 상원의원에 불
과했던 오바마. 2000년 전당대회에는 초대조차 받지 못해 집에서 TV로 시청했다던 그가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 소통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던 2011년 1월, 6명이 다치고 1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애리조나주 총기 난
사 사건이 발생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 연설을 하는 도중 한 유가족과 눈이
마주친다. 그 사고로 숨진 9세 소녀의 가족들. 순간 그는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한다. 그의 침묵
은 무려 51초. 그 어떠한 말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들의 아픔을 침묵으로 공
감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장례식장 연설에서 인종 문제에 대한 성찰과 그 정치적 의미를 짚은
후 잠시 멈칫거리다 노래를 부른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국 성공회의 존 뉴턴 신부가 흑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소통 부족
“여우는 먼 여행에서 돌아온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두루미가 먹
을 수 없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두루미가 이번에는 여
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죠. 그러고는 여우가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주둥이가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습니다. 결국 여우도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솝 우화> 中 여우와 두루미 중 누가 잘못했을까? 만약 여우가 두루미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두루미
에게 납작한 접시로 접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루미가 여우의 잘못이 의도된 것이 아니
라고 생각했다면 서로 오해와 불편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여우와 두루미는 다시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평생 원수로 살 수도 있다. 차이를 보지 못한 여우도 문제가 있지만
불통의 상황을 악의로 갚은 두루미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두루미가 대화를 시도했다면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여우와 두루미의 우(遇)를 범하고 있지
는 않은지 반성해봐야 한다.

노예무역에 관여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이 죄를 사해준 신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찬송
가다. 오바마는 이 노래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흑인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오바마는 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애썼다. 사람의 마음
과 분위기를 읽고 같이 호흡하는 진정한 공감, 퇴임 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일 테다.

Barack Obama’s empathy
A shooting incident occurred in the state of Arizona, in which six people were wounded and more than ten killed. While giving a eulogy at the
funeral for the victims, Obama looked into the eyes of the bereaved
family of a nine-year-old girl who was killed in the shooting spree. He
stopped his speech, choking back tears. He stayed silent for 51 seconds.
Obama’s silence was the best way to share the pain of the bereaved family. Barack Obama always did his best to understand people and empathize
with them. This is the reason he continues to receive strong support from the
public even after his retirement.

글을 쓴 김은성은 KBS 아나운
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
SERI CEO 강사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
희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으
며 저서로는 <인류 최고의 설득
술, PREP>, <오바마처럼 연설
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등
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유재석의 배려

고대 그리스는 말이 중요한 시기였다. 재산 분쟁이 많아 법정에 설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

지상파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방송 출연자 중 가장 소통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

러다 보니 언행을 가르치는 웅변 학원이 등장했고, 많은 소피스트들이 그곳에서 언변술을 가르

지 조사한 적이 있다. 시사·교양 부문과 쇼·오락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고, 개방형 질문이었

치곤 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에 앞서 자신의 무

다. 결과는 어땠을까? 쇼·오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이는 유재석, 2위를 차지한 이는 김제동

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겼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위해 산파술을 사용했다. 산파술은

이었다. 사실 ‘말발’만 놓고 봤을 때는 김제동이 더 유창하고 논리적이다. 그런데 왜 아나운서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연스럽게 논박을 하면서 그들의 탐구 의욕을 고취하는 방법으로,

은 유재석을 뽑았을까?

소크라테스는 산파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충실히 조력했다. 다음은 소

이후 유재석과 김제동의 영상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

크라테스와 아테네의 젊은이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다.

서 밝혀진 차이는 유재석의 ‘비언어적 이미지’였다. 사실 스피치와 소통은 말만으로 이루어지

소크라테스 : 여보게 트라시마코스! 무엇을 그토록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나?
트라시마코스 : 아 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 아, 그래?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트라시마코스 : 정의는 정의로운 것,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아, 그렇군. 그런데 강자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트라시마코스 : 에이, 강자도 당연히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 사람은 때때로 실수하지 않나? 실수한다면 잘못된 행동도 하겠군.
트라시마코스 :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죠.
소크라테스 : 그런데 말이네,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도 정의로운 것인가?
트라시마코스 : 헉, 그건 아니죠⋯ - <인류 최고의 설득술, PREP> 쌤앤파커스 中 -

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이미지, 태도, 느낌 같은 비언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점에서 유재석

대철학자임에도 남을 일방적으로 훈계하지 않고 맞춤형 질문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그리스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Socrates’ questions
Socrates believed that it was more important to discover one’s ignorance prior
to convincing others with eloquence. Socrates used maieutics, or disciplined
questioning that can be used to pursue thought in many directions and for
many purposes. Socrates strived to make people realize their ignorance.
Despite his status as a great philosopher, he never scolded people unilaterally, but asked them customized questions to communicate with them. This
helped him earn trust and respect from young Greeks.

은 다른 쇼·오락 진행자들을 압도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스트를 배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방송 전후의 미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성품이 화면 곳곳
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니 긴 시간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
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곧 유재석의 소통 비결인 셈이다.

Yoo Jae-seok’s consideration
Speech and communication require more than just words. The non-verbal
aspect, such as a person’s reputation and attitude, is very important. In this
respect, comedian Yoo Jae-seok deserves particular credit. Yoo Jae-seok
always strives to show consideration for his show guests and present them
with as many opportunities as possible to speak out. His caring personality
shows throughout the show. That is the reason behind his popularity. Rather
than trying to steal the spotlight, he cares about others.

오바마의 공감, 소크라테스의 질문, 유재석의 배려. 이 3가지는 직장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소
통의 기술이다.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상대를 먼저 생각하
며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Obama’s empathy, Socrates’ questions and Yoo Jae-seok’s consideration are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in an organization. Only by
trying to understand others, showing an interest and caring about them can we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탐구 생활
직장 심리 병법

상사의 심리?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하라

성과
달성만이 살길!
워커홀릭형

상사와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해야 한다. 워커홀릭형은 일밖에
모르고 ‘성과 달성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때로는 부하
직원들을 가혹하리만큼 압박하기도 한다.

대처법
•무조건 성실한 모습부터 보여라. 상사가 시킨 일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하는 열성을 보여라.
•‘1보 후퇴, 2보 전진’의 전략이 유효.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자
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매니저형

관리 역량이 뛰어난 매니저형 리더는 내실을 충실히 다지면서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조직
을 운영하는 데 능하다. 집사와도 같아서 모든 일들을 원리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관리
하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치밀함과 꼼꼼함을 부하 직원들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처법
•물어보거나 지적한 것은 반드시 챙기자. 모르면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반
드시 챙겨라. •보고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작은 것 하나도 숨기지
마라.

모두에게 친절,
문제 해결은 뒷전
연예인형

연예인형 리더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조화와 친화를 강조한다. 배려와 경청의 리더
십을 발휘하기도 하나, 갈등을 외면하거나 주도적인 실행에 약점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대처법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무엇보다 강한 스타일. 상사가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
도록 언행에 주의하라. •결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일을 진행한 후 그것이 맞는
지 상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다. •상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세한 부분은 직접 챙겨라.

부하 직원의 심리? 일하는 스타일을 파악하라

마라톤보다
100m 달리기!
질주형

조직에서 소위 상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부하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
지다. 부하 직원과의 갈등을 줄이려면 일하는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질주형은
일에 대한 욕심이나 열정이 많고 승부욕도 강하다.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으로 자신감이

동료의 심리? 성격을 파악하라

뒤에 서면
답답하다
앞잡이형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료의 성격을 이
해하고 조금씩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 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들며 유독 앞장
서기 좋아하는 앞잡이형. 때로는 거침없는 말투를 서슴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앞
뒤 계산 없이 일을 벌려 동료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과도할 때가 있고,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 양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리딩 포인트

우직?
고집?
뚝심형

관계 구축 비법

•때로는 충격 요법도 필요하다. 프로젝트 리더 또는 다소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 해결을

•이견이 있을 때는 각을 세우기 전에 일단 경청부터 하고, 그 후에 업무를 분장하라.

맡긴다. •폭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뷰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큰 틀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세세한 부분은 마지막에 하라.

뚝심형은 집안의 장남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의젓하며 성실한 편이다. 일이 많아도 불평하
는 경우가 적고, 자신의 소신을 갖고 꾸준하게 일을 추진할 줄 안다. 하지만 주관이 뚜렷한
만큼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다.

대세를
거스르면
쪽박 찬다
현상유지형

리딩 포인트

현상유지형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가능하면 조직이 원
하는 대로, 상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편이다. 우유부단하고 적극성이 부족해 보이는 성
격 탓에 동료들로부터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있다는 눈총을 받곤 한다.

관계 구축 비법
•나설 용기가 없고 갈등을 우려해서 의견 개진을 자제하는 편. 자기 완결적으로 할 수 있

•혼자 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동료와 함께 일하도록 하고, 동료와의 업무 분장 내용을

는 일을 맡겨라. •집단 지성에 참여하도록 이야기의 장으로 끌어들여라.

수시로 점검한다. •질책이 심하면 안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자
기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 토의하도록 독려한다.

왜 일을
깔고 뭉개고
있어?
말뚝형

대인 관계에서 다소 폐쇄적이고 업무 면에서도 수동적인 특성을 가진 직원들을 말뚝형이

섣불리
나서면 다쳐!
주도면밀형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한 주도면밀형. 답답할 정도로 A부터 Z까지 일일이 따져보는 완벽주
의자에 가깝다. 꼼수, 새치기를 모르고 ‘하라는 것’,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 가능한 인물이기도 하다.

라고 부른다. 마음대로 일을 벌려서 사고치는 경우가 없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천적이어서 급한 것도 없고 ‘닥치면 하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리딩 포인트

관계 구축 비법
•자존심이 강한 유형인 만큼 직설적 표현을 삼가고 우회적, 완곡하게 표현하라.
•함께 일할 경우 차례차례 일을 매듭지어가면서 진행하라.

•마라톤에서 러닝메이트와 같은 상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업무 목록, 일정표까지 함께 고
민해야 한다.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의 종류를 명확히 주지시키고, 끝내야 하는 기한을 알

글을 쓴 조범상은 현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며 기업 대상으로 조직 진단, 인사

려준다. •모르면 뭉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귀찮을 정도로 진척 사항을 점검하라.

관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회사 심리 병법>, <팀장 심리 프레임>, <행복한
직원이 성과도 좋다> 등이 있다.

탐구 생활
칭찬의 기술

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상대방이 평온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칭찬을 부정하면 그것을 다시 부정하라 칭찬하면 쑥스러운 마음에 그 칭찬을 부정하는 이가 많다. 상대방
이 부정하면 ‘나는 바로 그런 점이 더 좋은데?’라고 힘주어 말해보자. 처음 한 칭찬이 더욱 살아나 ‘이 칭찬
은 진짜’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 같은 칭찬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한 번 칭찬한 사람에 대해 절대 험담하지 말라 뒤에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의 칭찬은 그 어떤 효력도 발휘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험담을 할 때도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반론하기 어색한 상황이라면

Part 1

칭찬의 기초 : 칭찬하기 전 다음 사항을 기억하자

칭찬에 비꼬는 의미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라 말이란 매우 미묘해서 가능하면 오해의 말은 전부 피해가며
칭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오늘은 열심히 하네”에서 ‘오늘은’은 불필요한 단어다. 자칫 ‘평소에는 게
으름을 피우는데’라고 비꼬는 뉘앙스가 풍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칭찬하려면 단어의 사전 검열
이 필요하다.
칭찬의 이유가 명확할 때 상대방은 더욱 기뻐한다 무작정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칭찬이 되는 건 아니
다. 막연한 ‘잘했어’보다는 ‘이번 프레젠테이션 아주 멋지던데’라는 구체적인 칭찬이 상대의 귀에 더 쏙 박힌다.
과정을 빼먹은 채 결과만 놓고 칭찬하지 말라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이 좋았다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는 한마디는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칭찬 방법은 옳다 이것저것 따지다 칭찬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는 게 낫다. 일리노이대학
교에서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좋아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어떤 칭찬이든 들으
면 어쨌든 기뻐한다는 사실이었다. 칭찬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다. 이왕이면 칭찬하는 쪽을 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Part 2

실전! 칭찬하기 :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칭찬하라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 때를 노려라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매사를 나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칭찬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뭐야. 아부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게끔 할 수 있다. 칭찬의 효과를 최대한

‘흐음, 그런가?’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는 것이 좋다.

Part 3

칭찬 스킬 업! : 때론 간접적인 칭찬이 더 효과적이다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라 고맙다는 말도 칭찬의 한 종류다. 고맙다는 말은 상대를 으쓱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시켜준다.
가급적 이름을 넣어 호칭하라 이름을 불러주면 친근감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바이
다. ‘대리님, 과장님, 저기’ 대신 ‘OO 대리님, OO 씨’라고 해보자. 단, 남발하면 어색하니 적절한 수위 조절은
필수다.
상담을 의뢰하면 상대방은 기뻐한다 “내 고민을 들어주면 정말 고맙겠는데”라는 말을 듣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에는 상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사는 일종의 칭찬이다 인사는 상대를 반갑게 맞이하는 호의의 표현이다. 상대가 어떤 거리에 있든 시야
에 들어오면 바로 인사를 건네자. 생각보다 쉽게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Tips on how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raise
Once you have made up your mind to praise someone, try to do that when the recipient of
your praise is in a good mood. If the recipient feels shy and denies the praise, make clear
that your praise is genuine. If you find praising others directly to be awkward, try to greet
them in a cheerful way and express your gratitude whenever you can.

탐구 생활
동화인 톡톡

항상 나를 챙겨주는 동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How do you express gratitude to your coworkers?
① “고마워요”라는 말로 직접 마음을 표현
By saying “Thank you” personally

78.7%

② 나 역시 동료의 일을 조금이나마 더 도와주려고 노력
By trying to help my coworkers as I can 38.3%
③ 저녁 대접, 기프티콘 선물 등 한턱 쏘기
By treating them to a dinner or presenting gifts

25.5%

동료에게 고맙다고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때, 동화인의 대처법은?
What do you do when you miss the right chance to thank
your coworkers?
① 고맙다는 말에 타이밍이 웬 말. 늦게라도 그땐 고마웠다며 진심을 전한다.
It is never late to say “Thank you.” I thank my coworkers
even when it is too late.

65.9 %

② 뒤늦게나마 메신저, 이메일, 카드 등에 마음을 담아 보낸다.
I send “thank you” messages even belatedly via
messengers, email or cards. 25.5%
③ 직접 말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니,
여럿이 같이 있을 때 해당 동료의 미덕을 칭찬한다.
I praise the coworker who helped me
when we are in a group of several people. 10.6%
④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건 서로 무안하니 그냥 넘어가고,
다른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더 격하게 마음을 전한다.
I just move on, but when my coworker helps me again,
I thank them even more enthusiastically. 10.6%

함께 일하면 힘이 쑥쑥!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동료 유형은?
What type of coworkers inspires you?

회사 생활을 하며 동료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When do you usually have frank conversations
with your coworkers?

①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질문이나 요청 사항에

친절하게 응해주는 동료

① 술 한잔 나누는 회식 자리
Over drinks at corporate dinners

Responsive and prompt coworkers

46.8 %

② “김 사원이 많이 도와줬어요” 상사 앞에서 내 공로를 챙겨주는 동료
Considerate coworkers who give me credit in front of my boss

② 업무 중 잠깐 시간을 내 만나는 티타임
During short breaks at work 31.9%
③ 점심시간
During lunch

27.6%

③ “어제 야근했지? 커피 한 잔 마시고 해” 부담스럽지 않게 신경 써주는 동료
Compassionate coworkers who care about me
without giving any pressure 25.5%

27.6%

④ 퇴근 후 따로 만나 저녁을 먹으며
After work over dinner 27.6%
⑤ 근무 시간에 가볍게 하는 메신저
Via messenger during work hours

70.2 %

④ “이 자료 필요하지 않아?” 요청하지 않아도 적극 도와주는 동료
Pro-active coworkers who are always there to help even
before I ask them 10.6%

12.7%

이런 팀원 덕에 일할 맛 난다!
부하 직원이 고마울 때는 언제인가요?
When do you feel thankful to your subordinates?

업무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선호하나요?
What means of communication
do you use at work?

① “지시하신 일 완료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When they implement my instructions in a responsible
and trustworthy way

①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기
Face-to-face conversation

46.8 %

②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업무에 발 벗고 나설 때
When they willingly take on difficult tasks
in a polite way 38.3%
③ “이 부분 다시 검토해봤는데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When they complement my shortcomings 19.1%

② PC, 스마트폰 메신저
PC, smartphone messengers
③ 전화 통화
Phone 19.1%
④ 이메일
E-mail 12.7%

53.1 %

34 %

Culture
Village

예쁜 숙소에 도착했어요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River Side Guest House’에 들어서자 한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창밖으로 펼쳐
진 풍경이 한 편의 풍경화 같았다. 맑은 강과 푸른 신록이 마음으로 와 닿는 시간, 가족은 숙소에서 잠시 여유를
누렸다. 동화 컬처빌리지 내의 숙소는 강을 마주하는 ‘River Side Guest House’와 언덕 위에 자리한 ‘Hill Side
Guest House’ 두 가지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자연의 포근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부산에서 오느라 긴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야 했던 가족은 자연 풍경에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듯한 표정이었다.
“와~ 경치 좋다!” 아내 강현진 씨의 말에 강남규 과장이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도 신이 나는지 도착하자
마자 침대를 차지하고 자기들만의 놀이에 푹 빠졌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떠나는 여행보다 즉흥적인 여행을 더

families forgot about their fatigue after a long ride from Busan. Mr. Kang’s wife and children
were excited to see the scenic landscape. As soon as they arrived, they began to jump
on the bed and play with each other. Mr. Kang says this trip was all the more meaningful,
because he enjoys improvised traveling rather than trips that are planned in advance.
“I wanted to travel with my family in May, because there are many family holidays this
month, such as Children’s Day and Parents’ Day. Just then, Mr. Park Hwan-san from
Dong Kwang Industry asked me about Dongwha Culture Village. I thought it would be a
nice opportunity for our families to travel together.”

좋아한다는 강남규 과장 가족에게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하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아서 가족 여행을 가야겠다 싶었어요. 때마침 협력업체인 동광산업에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아요

서 근무하시는 박환산 차장님이 동화 컬처빌리지에 대해 물어보시기에 이번 기회에 두 가족이 여행을 함께하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아빠들이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는 사이 엄마들과 아이들은 너른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면 좋겠다 싶었죠! 정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여행입니다.”

하고 산책로도 걸으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아장아장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22개월 혜서, 아빠와
함께 노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여섯 살 민성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어엿해진 규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노

Scenic village
The moment the families entered the Riverside Guest House overlooking the Bukhangang
River, they felt at ease in an instant. The view outside the window-a crystal-clean river and
the lush forest - was like an art painting. There are two guest houses in Dongwha Culture
Village: the Riverside Guest House and the Hillside Guest House. Everywhere in the village you can feel the warmth of Mother Nature. Just by looking at the beautiful nature the

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 두 엄마는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동화 컬처빌리지는 그 자체로도 멋진 여행지지만, 인근에 가족과 함께 돌아볼 관광지와 체험 거리가 가득해
더 매력적인 곳이다. 가평, 춘천과 인접해 있어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 등을 둘러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실치즈 체험장, 양평 딸기 따기 등 남양주 내에서도 체험 거리가 다양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제격이다. 두 가족도 다음 날에는 주변 여행지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Playing to our hearts’ content in close touch with nature
While the fathers were preparing barbecue, the mothers and the children played catch on
a vast lawn and strolled together. The mothers were busy taking pictures of their precious
kids: 22-month-old toddler Hye-seo, six-year-old Min-sung, who loves to play with
her dad, and Kyu-ri, who is in elementary school. What makes Dongwha Culture Village a
popular vacation spot is not only its scenic environment, but also various attractions located nearby: Petite France, the Garden of Morning Calm and Nami Island. There are also
a number of hands-on programs for young tourists, such as a cheese-making center and
a strawberry farm. The two families toured the area on the second day of their vacation and
had much fun together.
맛있는 바비큐 파티에 신나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가족은 본격적으로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동화

박 차장의 말에 강 과장이 “그럼요! 앞으로 가족끼리 여행도 종종 다녀요!”라며 화답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컬처빌리지에서는 2만 원만 내면 그릴, 토치, 숯, 테이블, 의자 등의 장

내려앉은 테라스에는 봄밤의 풀벌레 소리, 멀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살랑살랑 봄바람 소리가 이어졌

비들을 준비해주어 카페테리아 야외 덱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 수 있

다. 그사이 숯불 위에선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었다. 고기가 익으면서 나는 연기가 테라스의 밤 분위기

다. 단, 먹을거리는 직접 준비해와야 한다.

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었다. 두 가족이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드는 시간. 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동화 컬처빌리

아빠들은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잘 씻은 싱싱한

지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채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군침 돌게 만드는 고기 등 곧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에 기분이 좋은지 연신 함박웃음
이었다. 고기를 굽던 박 차장이 강 과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두 가족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돼 정말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추억을 만들
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돕고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arbecue party
At sunset, the barbecue party began. Anyone at Dongwha Culture Village can have a
barbecue party on a terrace for an extra fee. All the supplies are provided, including a grill,
a torch, a table and chairs. You only have to bring your food with you. The fathers had
their hands full grilling the mouthwatering meat, vegetables and sausages. The children
were excited to try the delicious food. Mr. Park thanked Mr. Kang for the opportunity for the
two families to spend time together and make special memories in the scenic Dongwha
Culture Village. He expressed hope that the two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Mr. Kang
responded by saying that he looks forward to traveling together in the future. The two
families enjoyed their barbecue to the chirping of crickets, the murmur of the river and the
breeze rustling through the trees. The sound of their happy laughter resonated through
Dongwha Culture Village on a warm spring night.

•동화 컬처빌리지는 동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오픈을 시행하고 있다.
•예약 신청은 그린넷 메뉴 ▶ HR ▶ 급여 및 복리후생 ▶ 휴양지/연수원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 인원수 입력은 필수이며, 이용 가격은 4만 9,500원(정상가 16만 5,000원/할인율 70%)이다.
•그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화 컬처빌리지에 개별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031-8034-4608 홈페이지 www.dongwhaculturevillage.com

•올여름부터 수상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주변 수상 레저 체험장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오동나무 수상레저(031-595-7642), 동화 컬처빌리지

Dongwha Culture Village is open to employees on weekends. You can make reservations on Green.net
(Green.net ▶ HR ▶ Salary & Welfare ▶ Resorts/Training Centers). Information on family relations and
number of people is required. The fee is 49,500 won (Regular fee: 165,000 won / 70% discount).

박종하 소장의 책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비지니스 창의력을 발휘하는
7가지 생각 공식을 담았다.

Book
Concert
Innovation.” Mr. Park said there are two kinds of effort: mechanical and conscious. By investing
mechanical effort only one cannot produce good results. The key to creativity lies not in “working
hard” but in “working wisely and hard.”
“You have to approach ‘creativity’ not as a trait that makes you better than others, but as a trait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others.”
비즈니스 창의력을 높이는 상상과 질문
박종하 소장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연히 정답이라고 여겼던 기존의
생각이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의심하며 질문할 때 자신만의 답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종하 소장은 ‘기억과 암기’의 영역과 ‘상상과 질문’의 영역을 구분했다. 기억과 암기는 과거를 지향하는
요소로 고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다. 반면 상상과 질문은 미래를 추구하는 것으로 늘 변화하는 능동적인 태도이다. 고
정관념에서 탈피해 열린 마음으로 상상하고 질문하는 조직 문화야말로 창의력의 토대가 된다.

남보다 뛰어나게? 남들과 다르게!

“다양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교류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생각을 접할 수 있어요. 질문

업무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고민하는 동화인들이 지난 3월 23일 ‘혁신을 이루는 창의적인 생각법’이라는 주

하고 상상하고 소통하는 습관을 통해 동화인 모두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로 열린 박종하 소장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저자이자 창의력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박종하 소장은 강연 첫머리에서 노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다. 기계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노력.
‘무조건 열심히’가 아닌 ‘현명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바로 창의력인 것이다.
“창의력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유레카, 천재적인 발상 등. 하지만 창의성이란 오랜 시간 숙성된 생
각이 어느 순간 발현되는 것이에요. 즉 평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창의성을 ‘남보다 뛰어난 생각’이 아니라 ‘남과
다른 생각’이라고 접근하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Better than others? Different from others!
On March 23, creativity consultant and author of the book “How to Think Differently” Park Jongha held a book concert for Dongwha members under the title “Creative Methods of Thinking for

Imagination and questioning to boost business creativity
Mr. Park stressed the importance of questions in learning how to think differently. He said that
by questioning and doubting established facts and practices people can receive their own answers and hone their creativity. In conclusion, the author expla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phere of memory and memorization and the sphere of imagination and questioning. Memory and
memorization are related to the past and are therefore fixed and passive, whereas imagination
and questioning are related to the future and keep changing.
“By meeting with different people and exchanging ideas, we can receive more information and
learn about diverse ideas. The habit of questioning and imagining things and interacting with
others can help all Dongwha members become more creative.”

더욱 즐거운 동화를 위해! - 동화인 에티켓 ‘하면, 된다’ 이벤트
일하기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동화인이 함께 지키고 서로 배
려하며 더욱 행복해지기 위한 동화인 에티켓 캠페인이 연간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의 핵심 가치
포스터는 ‘하면, 된다!’ 신춘 문예 공모전이었다.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동화인이 직접
에티켓 실천 사항을 정해 공모하는 형식이었다. 응모된 ‘동화인 에티켓’의 실천 사항들은 추후 그린
넷에서 공감 투표를 거쳐 공식적인 ‘동화인 에티켓’의 대표 실천 사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To a happy workplace! - Dongwha etiquette campaign

Inside
Culture

Dongwha is holding an etiquette campaign to promote a happy workplace where
everyone enjoys working and cares about others. The April core value poster was
selected through a contest that invited Dongwha members to choose etiquette
rules that must be followed to create a happy workplace. The proposed rules will
be posted on Green.net for voting.

책 읽는 동화인! - 책에 목마른 동화인들 모여라
5월과 6월에 걸쳐 이어지는 2017 북러닝 이벤트는 동화 구성원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내 옆의 동료, 팀원들과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최다 북러닝 과정을 이수한 팀/분임조를 선정하는 ‘모두 함께 다독다독
(多讀多讀)!’ 이벤트와 인상 깊었던 책을 모든 동화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인 ‘내 인생의 진리!
인생 도서 추천하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책을 읽고 싶지만 바쁜 업무로 실천하
지 못하거나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동화인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수상자에겐 팀 회식비
를 포상할 예정이다.

To all book lovers who are thirsty for reading!
The book learning event 2017, which will run in May and June, is aimed at
helping Dongwha members to gain diverse knowledge from books and grow
personally. We have prepared a book learning event ahead of the summer
vacation season to encourage Dongwha members to read with their colleagues
and recommend the most impressive books to other Dongwha members.
Teams/divisions that read the most books will receive rewards. This event
targets Dongwha members who cannot find time for reading due to their busy
work schedules and those who have a hard time finding good books to read. The
award winners will receive financial support for team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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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동화 말레이시아 닐라이 사업장은 Bagan Pinang Beach in Port Dickson, Negeri

지난 4월 2일 동화 말레이시아 머복 사업장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1만 보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1,000보

Sembilan에서 ‘2017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한 가족의 미소’라는 테마로 열린 이번 가족의 날 행사는 닐

등산’, ‘보물 찾아 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케다 州의 Tangga Kenari, Titi Hayun,

라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동화인들과 가족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이를 위해

Yan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렸으며 40여 명의 동화인들이 함께했다.

각종 게임과 맛있는 음식, 신나는 음악이 준비됐다. 이날 행사의 문을 연 김명식 대표의 커팅식과 함께 형형색

케다 州 지역 사람들에게 Tangga Kenari 1,000 Tahun는 ‘카나리아의 1,000년 계단’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색의 풍선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동화 가족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환호했다.

있다. 정확하게는 총 1,334개의 계단이며 이 길을 따라 Gunung Jerai, 혹은 Jerai라고 불리는 산 정상에 도

올해 7회를 맞은 닐라이 사업장의 ‘가족의 날’ 행사는 Sport and Recreational Committee도 함께 참여해

착할 수 있다. 1,000여 개의 가파른 계단 길을 올라가면 고도 4,793m, 해발 285m를 정복하는 셈이 된다. 동화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회장인 Mohd Fauzi는 “한국에서 ‘가정의 달’로 기념하는 5월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고

말레이시아 머복 공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1,000보를 걸을 수 있는 일종의 훈련 코스로 이곳을 활용하고

모든 동화인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임직원과 가족 모두 심신을 재충전하며 좋은

있다.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저녁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티타임과 단체사진 촬영

1차 등산 코스를 정복한 직원들은 이어 Titi Hayun Recreation Area에서 보물 찾아 걷기 행사에 참여했

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올해 가족의 날을 통해 닐라이 사업장 구성원들은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특별한 추억

다. 총 8개 그룹으로 구성해 질문과 힌트를 따라 보물을 찾는 시간으로, 이를 통해 참가 직원들은 총 1만 보를

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준비하며 화합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이벤트였다.

걸을 수 있었다. 이번 보물 찾아 걷기 행사에서 1등을 차지한 주인공은 설비 관리자인 Mr. Mohd Sobry Bin
Ismail과 설비기획 관리자인 Mr. Zulzaeri Bin Zainol Rashid였다. 이들은 선물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보물

Laughter and gaiety were the overall mood of the Dongwha Malaysia Nilai Plant Family
Day celebration on May 13, 2017 at the Bagan Pinang Beach in Port Dickson, Negeri
Sembilan. This year’s DMY Nilai Plant’s Family Day theme was “Smile as One Family.” The
event, which lasted until the evening, was an opportune time for DMY Nilai Plant employees
and families to relax and socialize, as all of them participated and enjoyed the exciting
games, bustling music and variety of delicious food.
Live activities such as a clown show, giant bubbles and sand art also added fun to the
Family Day excitement. The celebration was concluded with hi-tea and a group photo
session. It was indeed a great memory to all DMY Nilai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It was
a true family Saturday with the wonderful show of support from all the participants.

로 받았다. 즐거운 이벤트가 가득했던 1만 보 걷기에 참가한 머복 사업장 직원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The 10,000 Steps for Healthy Lifestyle Program was held on April 2, 2017 (Sunday), starting
from 8:30 a.m. till 2 p.m., at Tangga Kenari, Titi Hayun, Yan, Kedah with 40 of Dongwha
employees participating. Most of Kedah locals have heard of Tangga Kenari 1,000 Tahun
(literally meaning 1,000 Year Canary’s Staircase). It is a trail of 1,334 steps that leads to the
summit of Mount Jerai, or Gunung Jerai. After climbing a thousand steps of the stairway,
you conquer an altitude of 4,793 meters, 285 meters above the sea. Aimed at promoting
a healthy lifestyle, this trail has been used as a training ground to complete one thousand
steps. After everyone had reached the top, the Treasure Hunt Steps activity began with
eight groups looking for answers to questions given inside the Titi Hayun Recreation area.
This was also done to encourage the employees to walk 10,000 steps. The winners of the
Treasure Hunt Steps activity were Mr. Mohd
Sobry Bin Ismail (Engineering
Manager) and Mr. Zulzaeri
Bin Zainol Rashid
(Equipment Planning
Manager).

동화기업

동화기업

동화엠파크

동화기업

건강한 몸의 기본! 바른 호흡, 바른 자세
5월의 어느 월요일 저녁, 사업추진팀 백경록 과장, 사업진단팀 남기웅 대리와 국내경영관리팀 김윤근 대
리, 전략구매팀 박지성 대리, 임대개발팀 이진아 사원이 뭉쳤다. 한 주를 시작하며 찌뿌드드한 몸을 풀기
위해 필라테스 수업에 도전한 것이다.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필라테스는 전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운동이다. 임대개발팀 이진아 사원은 평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지만 몸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
필라테스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단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도착한 체육관에는 특별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TV 프로그램 <마이 리
틀 텔레비전>에서 ‘양필라’로 유명한 양정원 필라테스 강사. 환한 미소로 동화인들을 맞이한 양정원 강사
는 매트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머리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준비운동부터 가르쳤다.
“필라테스는 호흡이 중요해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입으로 내뱉어주세요. 이때 중
양정원 필라테스 강사와 함께한 동화인들. 왼쪽부터 김윤근 대리, 이진아 사원, 남기웅 대리, 백경록 과장, 박지성 대리.

요한 건 갈비뼈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갈비뼈를 완전히 조인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내뱉
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흉곽 호흡이에요. 평소 흉곽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양정원 강사는 호흡과 함께 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자세만 보아도 몸의 어느 부위에
살이 찌는지 알 수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할 것을 권했다. 또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
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살아나고 군살이 풀어지며 자세도 곧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rrecting breathing and posture
Baek kyung-rok from the Business Drive Team, Nam Ki-woong from Business Assessment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Team, Park Ji-sung from the Strategic Purchasing Team, Kim Yun-keun from the Domestic
Business Management Team, and Lee Jin-ah from the Lease Development Team got together
on a May evening to learn pilates. The lesson was provided by famous instructor Yang Jungwon, who became well-known for her appearance on TV shows. She welcomed the Dongwha
members with a charming smile and began the lesson by teaching them how to stretch their
legs on the mat and lower the body. S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reathing by inhaling
slowly through the nose and exhaling through the mouth. “It’s important to expand your thorax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한 양정원
강사는 TV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completely when inhaling, and let all the air out when exhaling. This is called ‘thoracic breathing.’

받았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스포

You can exercise just by practicing it on a daily basis,” said the instructor.

츠심리학과를 졸업했고 필라테

She said that it is easy to guess which body part is obese just by looking at one’s posture, and

스 트레이너로 방송, 강연 등 다

urged the participants to maintain good posture at all times.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Stimulating stiff body parts
After the warm-up, the participants learned the basic pilates movements. They performed the
“rolling back” exercise by rolling their bodies upward and then spreading the body back.
The participants followed every move of the instructor. “Lie down on the mat, keep your
hips horizontally, and raise your knees at 90 degrees. Then put your legs up and down
by touching the mat slightly with your toes. Don’t forget to breath correctly,” said the
instructor. This exercise requires abdominal muscle strength, which is why it is difficult
to perform for people who do not exercise on a regular basis. Kim Yoon-keun, who
usually exercises in the gym, confessed that the pilates session made him realize
how hard it is to exercise solely using the body. Park Ji-sung said he thought
pilates was just about stretching, but it turned out to be more intensive than he
thought.
Next, the participants exercised using a machine called “reformer.” Moving the
legs while lying on the machine and stretching them while holding a bar and
breathing also turned out to be a difficult exercise. In no time, the participants
became short of breath.
After the one-hour session the participants appeared refreshed and more
upbeat, probably because they used the muscles that they rarely use in
daily life. Nam Ki-woong said that it was hard, but he felt refreshed after
relieving stiff muscles. Baek Kyung-rok said pilates is a perfect workout
for people who have sedentary jobs, as it helps improve posture. The
굳어 있던 몸을 위한 신선한 자극
준비운동 후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필라테스 기본 동작을 배웠다. 매트에 누워 무릎을 굽혀 세운 후 머리

pilates session helped the Dongwha members to recharge their energy
for another week of hard work.

부터 어깨, 배까지 상체를 말아 올라오는 동작, 반대로 꼬리뼈부터 배, 어깨, 머리 순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동
작이 이어졌다. 동화인들은 양정원 강사의 시범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따라 했다.
“매트에 누워 골반은 매트와 수평을 유지하고 양쪽 무릎을 세워 90도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바
닥에 살짝 찍고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는 거예요. 호흡도 같이해주세요!”

양정원 강사가 추천하는 홈 필라테스 Instructor Yang Jung-won’s home pilates

복근의 힘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동작이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 근력이 약하면
더 힘든 건 당연지사. “오늘 내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평소 헬스장에서 근력 운
동을 많이 한다는 국내경영관리팀 김윤근 대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운동이라고 토로했다. 전략구매
팀 박지성 대리도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했는데 운동 강도가 쉽지 않다며 공감했다.
이번에는 ‘리포머’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동작이다. 기구 위에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것은 물론 바를
잡고 다리를 쭉 펴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한다. 호흡과 함께 다섯 번, 열 번 동작을 반복하자 여기
저기서 힘겨운 호흡 소리가 새어 나왔다.
운동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1시간이 훌쩍 흘렀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늘어나면서 느껴지는 개운
함 덕분인지 동화인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 보였다. 사업진단팀 남기웅 대리는 “몸이 떨릴 만큼 힘들었어요.
요즘 통 운동을 안 해서 몸이 굳었는데 필라테스를 하고 나니 개운하네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사
업추진팀 백경록 과장은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들이 배우면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며 운동 효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땀 흘려 운동하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 시간, 동화인들은 이날 한 주를 달려갈 에너지를 얻었다.

•정면을 똑바로 본 상태에서 두 손을 위로 쭉 뻗은 후 천천히

•양발을 살짝 벌리고 두 손을 위로 뻗은 후 한 쪽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내려갔다가 배에 힘을 주며 천천히 올라온다. 페트병 등

올리면서 앞으로 내려갔다가 5초 정도 멈춘 후 제자리로 돌아온

을 잡으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다.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벽을 손으로 짚고 동작을 취한다.

•Stand up, raise both arms and bend to one side slowly.
Use a plastic bottle to make the exercise easier to perform.

•Stand up with your feet apart, and raise both hands. While
lifting one of the legs slowly, bend your torso forward.

가슴 설레는 첫 공식 대회 개막
대성목재 당구 동호회의 첫 공식 대회가 열린 지난 5월 11일. 인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당구장에 동호회 회원
들과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24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연
습 게임으로 몸을 풀었다. 이윽고 당구 동호회 김대영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경기의 막이 올랐다.
“지금부터 대성목재당구동호회장배 당구 대회, 그 첫 번째 공식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의의 대결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큰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3구와 4구 두 부문으로

Exciting first match

진행됐다. 평소 150점 이상을 기록하는 실력자 그룹은 3구 부문에, 150점 미만의 그룹은 4구 부문에 참여했다.

The first official competition of Daesung Wood’s billiards club took place on May 11 in Incheon.

경기 방식은 일대일 토너먼트. 중앙 당구대에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위한 트로피가 놓인 가운데 참가자들은 대
진표에 따라 일대일 경기를 벌였다.

It brought together club members and their coworkers. The 24 contestants warmed up first to
prepare for the competition. Then, the billiards club leader, Kim Dae-young, announced the
opening of the competition to a big round of applause and cheering from the participants, who
were determined to hold a goodwill match.
The competition consisted of three-ball and four-ball events. Contestants who usually score
more than 150 points competed in the three-ball event, while those who usually score less than
150 points competed in the four-ball event. The match was held in the form of one-on-one
tournaments.

함께하면 언제나 즐거운 우리
시작부터 열띤 응원전으로 달아오른 당구 대회는 경기 내내 참가자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이어졌다.
일대일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고 다시 맞붙기를 수차례. 어느덧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다.
대회 열기가 점점 무르익는 가운데 특별 손님이 등장해 흥을 돋웠다. 바로 PB공장 최익천 차장과 보드생산본부
김칠호 본부장이 깜짝 방문한 것이다. 족구 동호회 회장인 최익천 차장은 “뜻깊은 대회를 연 당구 동호회를 보니
내 일처럼 기쁘다”고 말했고 김칠호 본부장은 “모두 끝까지 힘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lways fun to be together
The competition was heated from the very start. Laughter and cheering could be heard throughout
the competition. The contestants encouraged and supported one another. The winners of oneon-one games put their names on the list of matches and faced off again and again. In the

“가족처럼 따뜻한 동료들이 있는 당구 동호회”
품질관리팀 김상균 기술사원

“We are like one big family”
Kim Sang-kyun, Quality Control Team

3구 우승자
경기에 참여할 때 순위권 안에만 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운이 좋
았습니다. ‘당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분들과 동호회에서 좋은 인연을 맺
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동료들 덕분
에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My only wish was to finish in the top-three. I was really lucky
today. I have met many kind people in the billiards club. We
have become one big family that is always there for me.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
PB공장 조한우 기술사원

semi-final round, as the atmosphere became more heated, two special guests made a surprise
visit-Deputy Chief Choi Ik-cheon from the PB factory, who is also the head of the jokgu club,

“Happy time together with good people”
4구 우승자

Cho Han-woo, PB Factory

and Director Kim Chil-ho from the Board Manufacturing Division. They said they were happy
to attend a meaningful competition, and encouraged the contestants.

당구 대회를 통해 뜻이 맞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승 트로피
까지 안게 되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오늘 참여하지 못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는 동화인
어느덧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결승전. 승부를 가르는 몸짓 하나에 탄식과 환호가 교차하고 긴장감은 고조됐다.
우승 트로피를 보며 의지를 불태우는 참가자들을 향해 회원들은 연신 ‘파이팅’을 외쳤다.

직원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함께 멋진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I was just happy to spend time with many good people by playing billiards. But I ended up winning a trophy. Some of the employees couldn’t

3판 2선승제로 승부를 가른 4구 부문에서는 PB공장 조한우 기술사원이 우승, PB공장 신용철 기술사원이 준

participate today because of work. I hope we will be able to compete

우승을 차지했고, 단판으로 펼쳐진 3구 부문에서는 품질관리팀 김상균 기술사원이 우승, PB공장 김경섭 기술

together next time.

대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 후에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동호회 활동은 일상을 보다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이날 당구 동호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동화기업
이 지향하는 ‘일과 삶의 균형’ 그 자체였다. 40명이 넘는 당구 동호인과 동료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모두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제1회 당구 대회”

제1회 당구 대회. 승패를 떠나 서로 응원하며 대회를 즐긴 동화인의 스포츠 정신이 더욱 빛난 자리였다.

대성목재 당구 동호회 김대영 회장

Balancing work and personal life

Kim Dae-young, leader of Daesung Wood’s billiards club

“Becoming one through billiards competition”
In the final round, when the contestants and the spectators were nervous and excited,
the winners finally were determined. Cho Han-woo from the PB Factory won in the fourball category, while Shin Yong-chul from the PB Factory finished second. In the threeball category, the first place went to Kim Sang-kyun from the Quality Control Team.
The runner-up was Kim Kyung-seop from the PB Factory. Sports clubs help enrich
employees’ lives. The billiards competition served as a good example of how employees
can balance work with personal life. Its successful hosting inspired Dongwha members to
cheer on each other and enjoy their time together regardless of who won it.

회사에서 두 번째로 동호회 규모가 큰데, 교대근무 등의 여러 여건 때문에 공식 대회를 이제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대회라 미숙한 점이 많았
지만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을 떠나 모두 함께 화합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당구 대회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Our club is the second largest in Dongwha, but it took us a while to organize an official competition because we
work in shifts. Although there was much to be desired, because it was our first competition, we enjoyed it, and
I am thankful to the contestants for their participation.

자연과 어우러지는 힐링 시간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은 계절, 박주수 기술사원이 가족
과 함께 제이드가든을 찾았다. 가족들의 머리 위로 꽃그늘이 졌다가 사라
지기를 반복하는 사이 박주수 기술사원의 얼굴에 살며시 행복이 깃든다.
사랑하는 아내와 든든한 세 아들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한 시간이기에 기
쁨은 더 크다.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상
이 바쁘고 아이들도 커서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
요. 이번 기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기억에 남을 만
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제이드가든은 각종 드라마에 등장할 정도로 환상적인 유럽풍 경관을 자
랑하는 수목원. 아담한 크기의 정원을 걷는 동안 새들의 지저귐, 바람 소
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들려온다. 낙엽송 우드칩이 두껍게 깔려 있
어 걷는 내내 숲의 신선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나무내음길, 다양한 단풍나
무 사이에서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단풍나무길, 아름드리나무가 우거져
녹음이 짙고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숲속바람길까
지 다양한 코스가 있어 ‘걷기’가 즐겁다.
그래서일까. 중학생 대연과 광연, 초등학생 수연 세 형제의 발걸음이 가
볍고 경쾌하다. 수연이는 곳곳에 핀 꽃들을 들여다보며 외할머니에게 꽃
이름을 물어보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고 보니 막내 수연이가 외할머니를
꼭 닮았다. 막내 손자 덕분에 외할머니의 눈가가 봄꽃처럼 해사해진다.

부부에게 행복이란

천천히 걸으면 보이는 것들

A healing trip for a family of six

숲을 음미하며 천천히 걷다가 가족의 발길이 이른 곳은 출렁다리가 있는

2002년 부부가 결혼할 당시 박주수 기술사원은 서른둘, 혜원 씨는 스물넷

쉼터. 가족은 잠시 쉬어갈 겸 기념 촬영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가졌다. 하

의 어린 나이였다. 지인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던

지만 휴식도 잠시 형제들이 출렁다리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두 형의

건 박주수 기술사원의 정성 때문이었다고. “제가 진짜 올인했어요!” 박주수

장난에 막내가 웃느라 정신없다.

기술사원의 말을 혜원 씨가 곧바로 이어받았다.

“딸내미 하나 낳아보려다 아들 셋을 얻었어요(웃음).”

“당시 남편이 제가 집에 없어도 집으로 찾아와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저

너털웃음으로 농담 반 진담 반 던지는 남편의 말에 아내 전혜원 씨도 수

대신 저희 부모님을 공략했죠.”

줍게 미소 지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자신의 키를 훌쩍 넘어섰을 만큼

옆에서 사위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모님도 그때가 떠올랐는지 “그

성장했지만,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들처럼 사랑스럽기만 하다.

래, 그랬었지”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하루 이틀, 10여 년을 쌓아온 정이

“첫째는 장남답게 듬직해요. 둘째와 셋째가 제 말은 안 들어도 형 말은 들

박주수 기술사원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을 만큼 집에서 군기 반장 역할을 톡톡히 해요. 둘째와 막내가 가끔 싸우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가정을 책임감 있게

Park Joo-soo organized the trip to
spend time with his precious family: his
wife, three sons, and mother-in-law.
They took photos in the European-style
botanical garden and enjoyed delicious
food. The happy smiles on their faces
were as dazzling as the flowers blooming
in the garden. Park, who has worked at
Dongwha Enterprise for 23 years, says
he feels rewarded for all his hard work
when he sees his sons.

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첫째가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셋이 모이면

잘 지켜주는 건 물론, 아이들과 친구처럼 살갑게 지내고 저를 많이 배려해줘

집안이 시끌벅적한데 나름대로 남자 아이 셋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중2,

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준 것도요.”

중3 시절을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천천히 느리게 걸으니 발길 닿는 곳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폭포수가

박주수 기술사원이 동화기업에서 근무한 지 어느새 23년. 시간이 언제 이

흘러들어 물살을 이루는 계곡에서도, 꽃잎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에서도, 옹

렇게 흘러갔는지 놀라우면서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준 세 형제를 보면

기종기 다양한 꽃들이 모여 있는 화원에서도 가족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들에 대한 보상이 값지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다. 오순도순 이야기가 있으니 웃음꽃이 피었고, 웃음꽃이 피니 행복이 찾

“아이 셋 키우며 가정에 최선을 다해준 아내에게 고마워요. 물론 힘든

아들었다.

일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아빠, 엄마! 우리 저기 가봐요.” 수연이의 손길은 제이드가든을 한눈에 내

요. 저희 집은 평범해요. 하지만 행복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하죠. 아이

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 스카이가든을 가리켰다. 가족의 발길은 다시 스카이

들에게는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가든으로 향했다. 산들바람, 꽃향기, 새소리, 물소리가 오붓하게 함께했다.

➍

낭만이 흐르는 여기! 제이드가든

➋

나무내음길(편도 약 40분) 낙엽송 우드칩이 두껍게 깔려 있고 걸을 때 푹신한 느낌과
걷는 내내 나무 내음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다. 각 분원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식물
➌

➎

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코스. 일부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구간도 있다.
단풍나무길(편도 약 50분) 다양한 단풍나무 품종들이 식재되어 있다. 특히 연인들의 데

➊

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목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산책할 수 있어 좋

➏

다. 유모차나 휠체어는 진입이 어려우니 주의한다.
➐

숲속바람길(편도 약 60분) 아름드리나무 그늘이 항상 드리워진 길. 인근 숲에서 불어오
는 바람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채워준다. 바닥이 잘 정비되어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 이
➑

동에 어려움은 없다.
➒
➓

추천 코스
➊ 영국식 보더가든 → ➋ 이탈리안가든 → ➌ 키친가든 → ➍ 나무놀이집→ ➎ 꽃물결
원 → ➏ 코티지가든 → ➐ 드라이가든 → ➑ 이끼원 → ➒ 스카이가든 → ➓ 웨딩가든
→

목련원 →

로도덴드론가든 →

아이리스가든 →

윈터가든

행복한 변화, 마법의 시작

“일상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부부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연애 시절부터 신혼 초

물류혁신팀 강화마루 출고 파트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홍영기 기술주임은 올해로 10년째

까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영화관을 가곤 했는데 이제는 아이와 같이 가면 좋을 곳을 먼저 검색

동화의 가족으로 일하고 있다. 그사이 총각이던 홍영기 기술주임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됐다.

해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꾸준히 조기 축구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지난해 4월, 딸 라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의 마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요즘은 운동을 마치면 뒤풀이 없이 집으로 서둘러 돌아옵니다.”

“아빠가 되고부터 달라진 게 많아요. 먼저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변했어요. 회사 일
을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퇴근 후에는 육아

우리 가족 첫 번째 여행

를 해야 하니까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되죠.”

라임이의 육아를 최우선에 두다 보니 가족 여행은 꿈꾸지 못할 사치였다. 여행 준비부터 잠자리,

이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내 윤희라 씨와 오붓하게 신혼 생활을 즐기

아이 먹을거리까지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떠나게 된 서산. 첫 번째 가족 여행이다.

던 때와는 달랐다. 영화관을 자주 찾던 부부가 키즈 카페 단골손님이 된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사실 ‘라임이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부터 ‘여행 중간에 배고프거나 졸리다고 칭얼

❹

➋

대지 않을까’까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번 여행을 시작으로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아내와도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걸음마다 행복 한 움큼
홍영기 기술주임 가족이 이른 아침 인천을 출발해 도착한 곳은 서산 버드랜드.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을 체험하며 다양한 철새를 구경할 수 있는 생태 공원이다.

➊

막 걷기 시작한 라임이는 버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첫 가족 여행에 들떴는지 까르륵 웃
으며 종종거린다. 그런 라임이의 모습을 보며 부부 역시 행복해진다.
버드랜드의 철새박물관을 둘러본 후 라임이도 걸을 수 있는 완만한 산책길을 따라 둥
지전망대까지 올랐다. 시원한 풍경이 황홀하게 펼쳐지자 부부의 입에서 자연스레 감탄
사가 흘러나온다. 라임이도 곳곳에 놓인 망원경을 보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이번 여행
일정은 일부러 느슨하게 꾸렸다.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가족 여
행의 질이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여정 하나하나를 여유롭게 만끽

First family trip with my child

철새에 대한 모든 것, 서산 버드랜드로 오세요

하는 것, 윤희라 씨가 생각하는 가족 여행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다.

The family of Hong Young-ki made
their first trip together to Seosan
Birdland, which offers much to see and
try, such as a museum of migratory
birds, hands-on programs and a
floating garden. Hong and his wife
say that their lives have changed
profoundly since their daughter, Raim, was born in last year. The birth of
their daughter presented them with
many challenges and happy moments
as well. The family appeared happy
throughout the trip. Hong plans to
go traveling with his family more
often in the future to make special
memories for his beloved daughter.

➊ 철새박물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자체만으로 충분히 좋잖아요. 여행 떠나기 전날 밤의 그
기대와 설렘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죠. 특히 가족 여행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즐겁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야말로 온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
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면 아이는 학교와 학원에 다니며 바쁠 테고,
우리는 우리 대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기 전
에 라임이와 이곳저곳 다니며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가족은 버드랜드를 둘러본 후 숙소에 여장을 풀고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다. 숙소로 이
동하는 사이 라임이는 뛰어노느라 고단했는지 스르르 단잠에 빠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떠나는 여행길이 쉽진 않지만 아이가 있기에 그 힘든
순간이 이내 특별한 추억으로 변하기도 한다. 라임이가 이번 여행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림같이 화사한 풍경을 연출한 것처럼 말이다. 홍영기 기술주임과 윤희라 씨는 라임
이가 여행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밝은 아이로 자라
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가족은 오래도록 여행길에 함께 오를 것이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의 새와 숲을 상징하는 조형물 형
태로 서산 버드랜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천수만에 서식하는 큰
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 200여 종의 철새에 대한
다양한 전시 자료와 영상 자료 등을 만날 수 있다.
➋ 4D 영상관
기존 3D 영상의 입체적인 시각 효과에 진동, 물, 바람 등의 효과를 더한
영상을 접할 수 있어 천수만의 생태계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➌ 둥지 전망대
배를 형상화한 하부 구조물과 역동적인 회오리 모양의 상부 구조물이 철
새알을 상징하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공간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예술
적 자태를 뽐낸다. 전망대에 오르면 서산 간척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➍ 미로 정원
서산 버드랜드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야외 시설들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다. 그중 미로 정원에서 누가 먼저 빠져 나와 출구에 있는 종을 울리는
지 시합을 해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이 된다.

➌

맛집 대신 멋스러움 찾아 떠나는 여정
천혜의 풍경과 전쟁의 상흔, 아름다움과 상처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베트
남.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거나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는 이 같은 베
트남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전쟁의 사상자
들> 등 베트남전쟁에 대한 참회록 성격의 할리우드 영화는 물론 <연인>, <인
도차이나> 같은 로맨틱한 프랑스 영화도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베트남의 관광지나 맛집 여행도 좋지만 영화의 배경이 된 촬영지를
찾아보는 영화 여행 또한 남다르게 다가온다.

현실에서 영화를 만나다,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잘 간직한 도시다.
특히 호안 키엠이나 성 조셉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 올드 쿼터 지역은 하노
이 특유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름의 수직선에서>
라는 영화가 하노이의 아름다움은 물론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주목을 받은 영화 <그린 파파
야 향기>, <씨클로> 등을 연출한 트란 안 훙 감독의 작품으로 하노이에 사는
세 자매의 사랑과 애환을 감각적인 시선으로 잡아낸 수작이다. 영화에서는
하노이 골목의 길거리 식당이나 사원, 오래된 카페 등이 점점이 스쳐 지나
간다. 이 나른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를 하노이 올드 쿼터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인도차이나> 속 바로 그 절경, 하롱베이
베트남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외곽 관광지는 단연 하
롱베이다.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빛나는 명소인 만큼 베트남 여
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하롱베이의 숨 막히는 절경을 고스란히 담
은 영화가 프랑스 장교 장 밥티스트와 베트남 황녀 카미유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인도차이나>다.
하노이 중심부에서 투어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하롱베이 선
착장. 선착장에 죽 늘어선 배가 <인도차이나>에서 본 적황색 돛을 단 용머
리 범선이 아니라 실망할 수도 있다. 영화 속 화려한 범선은 50달러가량의
티켓을 사거나 고가의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는 크루즈용 배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도 배가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하면 씻은 듯 사라진다. 배에 있는 모
든 사람들이 하롱베이의 풍광에 압도돼 너도나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천혜의 자연만큼이나 장관이다. 하롱베이 여행은 보통 하노이 시내
에 있는 여행사에서 투어를 신청하는데, 하루 코스와 선상에서의 1박 2일 코
스 그리고 깟바 섬에서의 1박 2일 코스 등이 인기다. 일정이 길지 않다면 하
루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낭만 가득한 영화 여행지 베트남
하롱베이 <인도차이나>

베트남 배경 영화로 만나는 호찌민
나이가 지긋하다면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호찌민. 이곳 역시 베
트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굿모닝 베트남>, <연인>, <지옥의
묵시록>이 대표적이고 <러블리 로즈>, <쓰리 시즌>, <씨클로>도 호찌민의 곳
곳을 담았다.
<러블리 로즈>에서 어린 소녀 투이가 시골에서 호찌민으로 상경했을 때 생계
를 위해 엽서를 파는 곳이 호찌민 노트르담 대성당 앞이고, <쓰리 시즌>에서
는 마제스틱 호텔을 중심으로 호찌민 시내 모습이 그려진다. <씨클로>는 호
찌민 속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쪼론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이곳은 중국인
거리로, 벤탄 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01번 일반 버스를 타면 금세 쪼론
종점에 도착한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배우 양조위가 여주인공과 만나 결국
불을 지르는 건물과 닮은 낡은 콜로니얼풍(식민지 시대 미국의 건축 양식) 건
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영화에서처럼 거리를 가로지르는 시클로도 심심찮게

Becoming a movie character in Ha
Long Bay and Ho Chi Minh

하노이 <여름의 수직선에서>

My trip to Vietnam was guided by movies
about this country. Ha Long Bay was as
beautiful as in the movie “Indochine,” while
Ho Chi Minh,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Lovely Rose” and “Cyclo,” impressed me
with its colonial-era American-style architecture and scores of cyclos. It made me
feel as if I was walking in a movie scene. I
also witnessed Vietnam’s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nd simple streets, which appear in many other movies, such as “Three
Seasons” and “The Lover.”

빈푹성

VRG동화

마주칠 수 있다.

호찌민
<씨클로>, <러블리 로즈>, <연인>

<연인>의 부유한 중국인 양가휘와 프랑스 소녀 제인 마치의 위태로운 사랑의

리에 있다. 영화에서 제인 마치가 다니는 여학교의 모티프가 되는 곳은 명문
레 홍 퐁 여자고등학교. 여행자 거리인 데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
교로, 아오자이를 입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은 영화 속 장면 그대로다.
영화 속 제인 마치의 어머니가 교장으로 있던 기숙학교는 메콩 삼각주 부근
의 사덱이란 작은 마을에 위치하는데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양가휘와 제
인 마치가 낡은 목선에서 처음 마주친 빈롱 선착장까지 여행 루트에 넣으면
또 다른 베트남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 그리 후회되는 여정은 아닐 것이다.

사진 = 영화 <연인> 스틸컷

흔적도 쪼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이 밀회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이 쪼론 거

TIP

승진은 New Start!
3월 20일 오전 8시, 동화의 직급별 승진자들이 남양주 동화 컬처빌리지에 속속 도착했다. 이른 아침
분주한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첫 시간에는 마인드셋(Mind-Set) 교육이 진행됐다. 본 교육에 앞서
명상과 자기성찰로 마음을 다잡으며 승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직급에 필요한 태도를 진지하
게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직원들은 ‘승진자란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태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고 되뇌면서 승진으로 인해 생길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했다. 그리고 승진은 회사 생활에서 가장 극

개인 역량 개발 계획(IDP) 목표
설정에 필요한 S.M.A.R.T 법칙
•S = Specific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M = Measurable

적인 변화인 만큼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A = Ambitious and Acceptable

Promotion is a new start!

Learning 1

On the morning of March 20, the promoted employees arrived at Dongwha
Culture Village. The training session began with a mindset program to help them
calm down after a busy morning through meditation and self-reflection. They
pondered the meaning of their promotion and the attitude they must develop
to carry out their new duties. They reaffirmed that they had been promoted in
recognition of their proactive and enthusiastic work attitude, and tried to predict
changes awaiting them.

목표는 높게 잡되 달성 가능해야 한다.
•R = Realistic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T = Time Specific
계획의 실행과 성취까지 체계적이어야 한다.
* 개인 역량 개발 계획(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이란?
자기 스스로 능력 개발 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해나감으로써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최길용 강사
주니어 그룹 강의 담당
인스피릿코리아 대표
개인 경력 개발 및
직무 역량 전문가

S.M.A.R.T. Rules for Setting
Individual Development Plan Goals
•S = Specific
Set specific goals.
•M = Measurable
Induce measurable change.
•A = Ambitious and acceptable
Set ambitious, yet acceptable goals.
•R = Realistic
Make realistic plans.
•T = Time specific

김용진 박사
시니어 그룹 강의 담당
단국대학교 경영학 외래교수
인사 조직 및 리더십 전문가

From executing your plan to
achieving your goals, make sure
every step is time-specific.
* What is
‘Individual Development Plan’?
Displaying one’s work capabilities
by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development of one’s skills

TIP

주니어는 열정으로! 시니어는 노련미로!
마인드셋 교육 이후 사원·대리급의 주니어 그룹과 과장·차장급의 시니어 그룹으로 나눠 개인 역량

긍정심리자본? 개인의
긍정심리야말로 기업의 자산!

개발 계획(IDP) 수립에 돌입했다. 두 그룹은 경험의 차이만큼 교육 양상도 달랐다. 주니어 그룹은 승
진 발표용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재점검했고 시니어 그룹은 브레인스토밍 위주의 협력과

1. 희망(Hope)

협의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희망은 업무와 위기 대처에 있어 긍정적

업무 경험과 직급의 한계 때문에 주도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적은 주니어 그룹은 강의와

인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작더라도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전문성에 대해 고민한 뒤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미래의 모습을 그려갔

나만의 꿈을 갖고 조직의 비전을 보자.

다. 시니어 그룹은 점심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능력을 개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

2. 효능(Efficacy)

며 개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 주어진 과제를 조 단위로 풀어가며 능숙하게 공동의 의

효능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견을 도출하는 여유와 노련미를 보였다.

자신감이다. 스스로 조직에 꼭 필요한 사
람이라 믿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3. 복원력(Resilience)
복원력이란 역경에 직면할 때 그것을 뛰
어넘을 수 있는 힘이다. 타인에게 존중받
을 때 복원력이 상승하므로 서로 존중하
는 조직문화를 만들자.
4. 낙관(Optimism)
낙관이란 과거 책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재구성해 미래의 기회를 찾
는 능력이다. 동료애로 뭉치고 일을 흥미
롭게 바라보자.

Passion for juniors, expertise for seniors
After the mindset program, the participants split into two groups, a junior group
and a senior group, and drafted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plans. Each team
received customized training in line with their experience. The junior group
reaffirmed their goals, while the senior group learned how to cooperate through
brainstorming. The junior team, which has little experience in executing plans
as leaders, identified their strong points and areas of expertise through a
lecture and debate, and pictured their future, in which they will display greater
capabilities. The senior team watched a video about how modern-day people
develop their skills, and once again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individual skills. They also divided into smaller teams to solve tasks and skillfully
reached a common conclusion based on the opinions of all team members.

우리를 위하여, 동화를 위하여
저녁에는 승진자를 위한 만찬이 열렸다. 교육의 피로를 풀고 오롯이 승진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으로 동료들과 인사했다. 스마트팩토리 추진팀 백승재 차장은 건배를 제
안하면서 기쁜 일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고 선창
하자 일동은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 건장재2팀 이인수 과장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두가 동화라
는 울타리 안에서 동지애를 돈독히 하자는 뜻으로 “동화”를 선창하자 일동은 “대박”이라고 외쳤다. 만찬
은 흥겨운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어졌으며 직원들은 직급을 넘어선 우애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To us, to Dongwha!
In the evening, the participants attended dinner to relax and celebrate their
promotions. Baek Seung-jae from the Smart Factory Promotion Team proposed a
toast, which was welcomed with loud cheers. Lee In-soo from the 2nd Construction
Materials Team said that the name “Dongwha” refers to strong camaraderie among
Dongwha employees. The dinner ended with an exciting recreational program,
which brought all the participants together regardless of job ranks.

동화기업 설비기획팀 정홍식 차장

“최고의 기업에는 최고의 직원이 있습니다. 동화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도
전에 적극적인 최고의 기업입니다. 저 역시 최고의 설비 엔지니어가 되어 글로벌 리더로 뻗
어가는 동화와 함께 더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화엠파크 임대개발팀 박대일 과장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최혜종 과장

동화기업 원재료2팀 조광환 대리

동화기업 S&OP팀 박민지 대리

동화엠파크 임대개발팀 이진아 사원

동화기업 메이커팀 김영민 사원

“2016년 동화엠파크는 어려운 시장 환경

“직급에 ‘장’이 붙으면서 책임감을 느낍

“입사 때 ‘동화기업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

“입사 이래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부담

“여러 부서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첫 영업이나 지금의 영업이나 영업은

속에서도 임대율 99%를 달성했습니다.

니다. 원활한 현장 소통으로 보드 원재

영합니다’라는 메일을 받은 순간을 잊지

감도 있지만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쌓은 베테랑 직원이라고 자신합니다.

늘 어렵지만 경험이 만든 힘을 믿습니다.

임차인 소통의 중간자 역

료부터 완제품까지 통합

못합니다. 동화의 가족

챙기는 평소 업무 스타일

믿어주는 만큼 역량을

별명이 ‘영맨’인데, 별명

할을 하고 있는데 공감과

관리 가능한 QM(품질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넘볼 수 없는 최

발휘하는 여직원의 대

답게 ‘젊은 영업인’으로

상생의 커뮤니케이션을

리체계)을 만드는 게 목표

협업 정신을 이어가겠

강 동화’를 만드는 데 일

표적 선례로 남고

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

이어가고자 합니다.”

입니다.”

습니다.”

조하겠습니다.”

싶습니다.”

겠습니다.”

TIP
리더십의 기본 원칙
1. 사람이 아닌 상황, 이슈, 행동에 판단의
초점을 맞춘다.
2. 타인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지켜준다.
3. 건설적 관계를 유지한다.
4. 주도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간다.
5. 솔선수범한다.
6. 현재 그 이상을 생각한다.
Basic Rules of Leadership

승진자는 언제나 누군가의 리더
교육 이틀째는 리더십 강의로 진행됐다. 주니어 그룹은 셀프 리더십을 통해, 시니어 그룹은 리더십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다졌다. 승진자들은 연차가 늘고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후배들을 이끄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며 강의에 집중했다.
교육 마지막 시간엔 승진자들이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시설지원팀 강석영
대리는 “승진과 함께 업무 영역이 확대돼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며 “늘 먼저 다가가 인사하
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화 한국사무소 무역본부의 이화진 사원은 “이름만 들어본 분들의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됐다”며 “회사도 사람이 지내는 곳이니 즐거운 인연으로 서로 위하면서 일하자”고 전했다.
1박 2일의 교육 동안 누군가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동료의 소중함을 배웠다. 각자
의 자리로 돌아가 상급자로, 중간자로, 업무 실무자로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할 승진자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이들의 멋진 도전에 동화인 모두 힘찬 응원을 보내자.

Always someone’s leader
On day two, a lecture on leadership was provided. They learned that the more
experienced and higher in rank they become, the more they must act as leaders
for their juniors.
In the final program, the participants reviewed what they had learned and spoke
about their future ambitions. Kang Seok-young from the Facility Support Team
said that he was worried about his new responsibilities but looked forward
to starting his new position. Lee Hwa-jin from the Korea office of Dongwha
International said it was a nice opportunity to meet with othe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During the two-day training session, some of the participants
discovered their new side, while others realized the preciousness of their
coworkers. Now that they have made a fresh start, they will be able to display
greater capabilities in their new positions.

1. Base your judgment on the
situation, issue and behavior rather
than on people.
2. Protect others’ confidence and
self-esteem.
3. Maintain constructive relations.
4. Take a lead to make things better.
5. Set examples.
6. Think beyond now.

교육 첫날, 현장을 찾다
봄볕 푸지던 4월 24일, 남양주 동화 컬처빌리지가 소란했다. 입사 후 출근 첫날인 이도 있었고 지난 연말 입

Learning 2

사해 업무 적응을 마친 이도 있었다. 12명의 경력직 신규입사자 동화인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인 입

치를 한 단계 더 높인 확장기(1993~2003) 그리고 적극적인 M&A와 생산 시설 인수로 글로벌 기업으

문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4명씩 3개 조로 편성된 이들

로 성장한 도약기(2004~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돌아보며 동화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은 역사관을 견학한 뒤 동화기업의 생산 프로세스와 조직에 대해 알아보는 ‘동화 비즈니스의 이해Ⅰ’ 프로

후 ‘생산 프로세스 및 조직의 이해’, ‘엠파크’ 관련 강의를 경청한 경력 입사자들은 동화기업의 최신 기

그램을 경청하며 교육에 돌입했다.

술과 주력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체감하기 위해 인천공장으로 향했다. 인천시 가좌동에 위치한 동화기업

먼저 커뮤니케이션팀 이기영 과장의 열강을 통해 동화기업의 역사를 생생하게 배웠다. 작은 제재소

가좌 MDF공장은 동화기업의 성장 기반이자 실적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요란한 기계 굉음 속에서 MDF,

로 시작한 창업기(1948~1974) 일화부터 국내 목재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 해외로 PB사

가공보드, 강화마루 공정 작업 견학을 마친 입사자들은 “같은 동화기업의 구성원이지만 이렇게 열정적

업 진출에 나선 전환기(1975~1992)의 분투와 국내 최초로 강화마루 공장을 준공하며 목질상판재의 가

으로 일하시는 줄 몰랐다”며 “나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현장의 열기를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진솔한 소감을 밝혔다. 사업장을 탐방한 후 이어진
김홍진 대표이사의 환영 인사는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았다. 환영 인사를 통해 힘을 얻은 직원들은 엠파
크허브를 거쳐 북성동 PB공장까지 방문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생산 현장에서 보낸 하루는 경력
입사자들이 자신의 열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서도 의미가 깊었다.

Day 1- field trip
The training session began on April 24 in Dongwha Culture Village in Namyangju.
Some of the 12 trainees had just joined Dongwha, while others joined it at the end of
last year and had already adapted to their duties. They gathered to receive training
for new employees, which is only provided once. The participants split into three
teams, each consisting of four members, to tour the History Hall and learn about
Dongwha’s manufacturing process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Section Chief Lee Ki-young gave a lecture on the history of Dongwha Enterprise.
He told about Dongwha’s early days (1948-1974), when it was founded as a small
sawing mill, the transition period (1975-1992), during which it advanced overseas as
a PB manufacturer to generate high added value for the domestic lumber industry,
the expansion period (1993-2003), when it built the nation’s first laminate flooring
factory to enhance the value of wood boards, and the leap period (2004-present),
when it grew into a global corporation through M&As and acquisi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o learn about Dongwha’s production process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 Park, the participants visited Dongwha’s Incheon factory, where they saw its

latest technologies and how quality control of its core products is conducted.
The Gajwa MDF Factory in Incheon is the foundation of Dongwha’s growth and a
barometer of business performance. After touring the factory and seeing how MDF,
processed boards and laminate flooring are manufactured, the participants were
stunned to see how much effort it takes to produce the company’s products and
made resolutions to do their best. A welcome speech from CEO Kim Hong-jin struck
the chord in their hearts after touring the factory. Encouraged by the speech, they
visited M Park Hub and the PB Factory in Bukseong-dong. Day one of the training
session inspired the participants to renew their determination.
그렇게 가족이 된다
둘째 날은 ‘문서관리시스템’과 ‘BSC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인 만
큼 경력 입사자들은 집중하며 강의를 경청했다. 보드영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제시한 강연도 알찬 내
용으로 꾸려졌다. 보드영업본부 보드영업2팀 염규선 팀장은 “보드의 역사가 곧 동화기업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보드를 통해 이룩한 국내 최초의 역사들을 설파했다. 또 설계 단계에서 인테리어를 제안해 제
품을 판매하는 스펙인(Spec-In) 전략과 건장재 관련 강의 직후에는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
남 해외 사업장에 몸담았던 주재원들이 현지 적응기와 나라별 특성을 맛깔나게 풀어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인 셋째 날에는 ‘인사제도와 조직의 이해’, ‘의사소통 전략’을 주제로 강의와 토의가 이어졌다. 이
후 성격 유형 검사와 심리 테스트,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인별 자기 다짐과 목표 설정을 공표하며 3일간

Kyu-seon. He stressed that the history of the board sector is the history of Dongwha
Enterprise, and introduced Dongwha’s “nation’s first” feats achieved through its
boards. Then a lecture on the Spec-in strategies for designing and selling interior
decoration produc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ensued. The participants enjoyed
watching a video in which Dongwha members stationed overseas shared their stories
about working in New Zealand, Australia, Malaysia and Vietnam.
On day three,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and discussed Dongwha’s human resource structure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They also took psychological tests to
check their personality types, and shared their goals and resolutions. After the three
days of training, the participants became closer and were ready to make a fresh start.

의 교육을 마쳤다. 72시간을 함께한 경력직 신규입사자들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감이 생겨났다. 이는 동
화기업에 대한 애정의 발로일 것이다. 성숙한 패기로 똘똘 뭉친 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됐다.

Becoming one family
On day two, lectures were provided on document management and the BSC system,
which are essential for carrying out work duties. Then a lecture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board sector was given by Board Sales2 Team Manager Yeom

EP팀 윤정현 과장

ERP팀 김경훈 과장

교육문화팀 조윤진 대리

“동화의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최고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협업이 많고 디테일이 중요

ERP 업무 중에서도 영업 모듈을 담당하

입사 첫날 경력 사원 입문교육을 받게 되

한데, 동화기업의 히스토리를 쉽게 이해

고 있어요. 평소 제 업무가 회사에 어떤

어 행운이에요.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제품

할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이번 교육을 통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이

의 탄생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운 것이 의

해 동화기업이 인재 중심의 가치를 우선

번 교육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미가 깊었고 앞으로의 업무에도 큰 도움

으로 경영 문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임을

책임감이 더 강해졌어요. 금번 교육에서

이 될 것 같아요. 고객, 시장, 경쟁 현황은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

보고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빨리 업무에

물론 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

는 그룹웨어 업무는 모든 동화 구성원들

적응해서 제 역할을 잘해내고, 회사에 도

동화기업이 얼마나 유연한 조직인지, 장

이 사용하는 소통의 툴인데요, 장애 요소

움이 될 제안도 많이 하고 싶어요. 앞으

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유익한

에 미리 대비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로도 타 부서 구성원 간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화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 Dongwha”!

사보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기다립니다. 체험 이벤트, 의견 공유, 가족
여행 등 참여형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 <그린동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reen Dongwha” always welcomes its readers’ participation, encouragement
and advice. We have prepared many stories about hands-on programs,
opinions and family trips. We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동화인의 의견이 <그린동화>를 알차게 합니다.
사보를 보신 후 흥미롭게 읽은 기사,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보
완하면 좋을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사소한
의견이라도 <그린동화>에는 큰 힘이 됩니다.
Your opinion matters.
We invite our readers to contribute their opinions and
share their impressions of the stories published in “Green
Dongwha,” as well as share their ideas on how to make
“Green Dongwha” better. Your opinion matters!

대리점 소식이 궁금합니다.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대리점, 알리고 싶은 대리점 등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 주세요.
파트너십 넘치는 동화인들의 활발한 소개를 기대합니다.
News from partner-stores.
Dongwha’s partner-stores are also part of the Dongwha
family. Contact us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y about a
particular partner-store.

사보에 실렸으면 하는 동료를 추천해주세요.
매사 의욕이 넘치는 동화인,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동화인,
아이디어가 많은 동화인 등 혼자서만 알기 아까운 모범 동화인
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동화인은 다음 호 사보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Recommend your co-workers.
If you want to praise your co-workers for their good work,
personalities, enthusiasm or ideas, recommend them to “Green
Dongwha.” One day we may publish a story about them.

우리 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사업장이나 팀마다 고유의 개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장 혹은 우리 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업무 성과가 돋보
이는 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 등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보를 통해 그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Tell us about your team.
Each business sites and team has its own advantages. Send
us interesting stories about your team’s performance or
outstanding teamwork as well as the secret of its success.

Quiz

1. 지난 3월 동화그룹은 창립기념식에서 장기근
속자 포상 등 각종 시상을 거행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창립 몇 주년을 기념해 열렸을까요?
Which anniversary did Dongwha celebrate in March this year by presenting
awards to long-service and highperformance employees?
① 68주년 68th anniversary of founding
② 69주년 69th anniversary of founding
③ 70주년 70th anniversary of founding
④ 71주년 71st anniversary of founding

2. 동화그룹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이 시설을
임직원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쾌적한 숙소에
바비큐 시설까지 갖춘 이곳은 어디일까요?
What is the name of the scenic place in
Namyangju, where Dongwha members
can take respite in close touch with
beautiful nature and envoy barbecue?
① 동화 컬처빌리지 Dongwha Culture Village
② 엠파크허브 M Park Hub
③ 그린 라운지 Green Lounge
④ 원창홀 Wonchang Hall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임산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안형준 인천 서구 가정로

박수빈 경남 통영시 여황로

이순철 인천 중구 답동

염수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조한우 인천 서구 서달로

전수정 전북 군산시 소룡동

★ 하단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Please send your answers by e-mail. The gift
will be given through a lottery.

★ 사보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To share your opinions or contribute stories, please
contact Jung Jun-young (Personnel Development Team)
•문의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