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
승명호 회장을 비롯해 VRG(Vietnam Rubber Group)와 동화그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베
트남을 대표하는 귀빈들이 한자리에 참석한 VRG동화 MDF 제2라인 준공식. 완공을 축하하
는 이번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사 낭독, 기념식수, 현판 공개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최초 생산 보드인 First Board에 서명과 축하 인사말을 적는 시간
도 마련해 새로운 출발을 환영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완공한 MDF 제2라인은 6,600만 달러를 투자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로써 VRG동화
는 연간 18만㎥의 MDF를 생산하는 26m 길이의 프레스 설비 1기를 새롭게 보유하게 돼 연간
총 48만㎥의 MDF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은 물론 시
장 점유율 30%라는 기업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
장 상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Asia’s largest MDF producer
The ceremony marking the completion of the second MDF production line
was attended by major officials from the Dongwha Group, including Chairman
Seung MyungHo, and the Vietnam Rubber Group. It consisted of a tapecutting ceremony, commemorative speeches, tree planting and the unveiling
of a framed tablet. The guests left their autographs on the first board produced
by the new production line and wrote down congratulatory messages.
The second MDF production line cost around 66 million dollars to build. The
new 26-meter press can manufacture 180,000㎥ of MDFs annually. As such,

VRG Dongwha can now manufacture a total of 480,000㎥ of MDFs a year, becoming
the largest MDF manufacturer in Asia with a 30-percent market share. It can als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Vietnamese market in a more flexible way and maximize
its output.
시장 니즈에 부응한 가치 있는 도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라는 지리적 특성상 목재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특히 VRG동화는 서울의 약 4배 규
모의 고무나무 조림지를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이 용이하다. 하지만 베트남은 MDF 생산 설비와 기술
력이 부족해 MDF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현재 베트남 전체 MDF 시장 수요는
약 120만㎥에 이르는데 내수 비중은 80만㎥, 수입 물량이 40만㎥이다. 이 중 VRG동화가 30%의 시장 점
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화기업은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베트남의 강
점을 동력 삼아 동화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더해 고품질의 MDF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VRG동화 제1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MDF는 두께 9㎜ 이상의 두꺼운 규격 중후판이 주력으로 VRG
동화 전체 매출의 약 90%에 달하며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95% 이상 소비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베트남
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대를 유지할 정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DF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VRG동화의 MDF 공급이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또 베트남 내 MDF 판매량의 30% 이상
이 아직도 수입 물량이어서 대체 시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제2라인 증설을 결정했다.
이동호 VRG동화 대표는 “제2라인이 추가되면서 MDF 규격별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생산 효율
성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동화그룹의 베트남 사업은 VRG동화의 안정적인 MDF 공급과 지난
해 설립 이래 호찌민의 아파트 특판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건장재 판매 법인인 동화 베트남과의 시
너지까지 더해져 명실상부 베트남 목재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나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자세와 과감한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해온 동화그룹. 우리의 또 다른 도
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이번 준공식이 VRG동화의 역사에 ‘대성공’이라는 영광으로 빛나기를 기원한다.

Responding to market needs
Being a Southeast Asian country, Vietnam has abundant timber resources. VRG
Dongwha has a rubber tree plantation four times the size of Seoul and can secure
materials without problems. However, Vietnam has to import MDFs from overseas,
because it lacks technologies and equipment to manufacture them. Demand for
MDFs in Vietnam reaches 1.2 million cubic meters, but only 800,000㎥ are produced
domestically, while the remaining 400,000㎥ being imported. Of that, 30 percent are
supplied by VRG Dongwha. Dongwha Enterprise holds an advantage in producing
high-quality MDFs in Vietnam through a stable supply of materials and its technological expertise.
VRG Dongwha’s first production line manufactures MDFs that are more than 9㎜ thick.
They account for approximately 90 percent of VRG Dongwha’s total sales revenues.
More than 95 percent of them are sold in Vietnam. In recent years, demand for MDFs
has surged in Vietnam on the robust economic growth of around 7 percent annually on average. As a result, VRG Dongwha could no longer meet the rising demand
and needed more production equipment. Moreover, about 30 percent of MDFs sold
in Vietnam are still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In light of all these factors, VRG
Dongwha decided to build another production line.
VRG Dongwha CEO Lee DongHo says that the second production line will allow the
company to diversify its MDF products and maximize production efficiency, as well
as help the Dongwha Group achieve vertical integration of Vietnam’s timber industry
through the stable supply of MDFs by VRG Dongwha and a synergistic effect generated through its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partner Dongwha Vietnam, which was
founded last year to target the apartment market in Ho Chi Minh City.
By keeping abreast of changes and making bold decisions, Dongwha never stops
exploring its future. The new production line of VRG Dongwha marks yet another endeavor in Dongwha’s history, and we wish it to be successful.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축제를 즐기다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영종도에 400여 명의 동화인이 모였다. ‘2017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동화인들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아주었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꽉 찬 이번 1박 2일 일정
은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 영종진공원 야외 공연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첫 프로그램은 A조와 B조로 나눠 진행된 보물찾기와 레일바이크 타기. 동화의 핵심 가치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GPS로 추
적해 찾아야 하는 보물찾기는 조별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재빠르게 풀숲을 헤치며 보물을 찾는 동
화인들은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레일바이크는 가을의 멋과 낭만을 맘껏 누리기에 충분했다. 네 명씩 짝을 이뤄 탑승한 후 신나게 발을 굴리니 바람을 가르면
서 레일바이크가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영종진공원에서 출발해 왕복으로 5.6㎞의 해안을 달리는 동안 인천대교, 송
도국제도시, 월미도 등 인천의 해안 경관이 스쳐 지나갔다. 반환점에서는 커피와 까나리액젓을 선택하는 복불복 미션 등이
준비되어 유쾌한 에피소드를 선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임직원들은 마치 가을 소풍을 나온 듯, 조별로 둘러앉아 화기애애
한 분위기에서 도시락을 먹은 후 축제 제2막을 즐기기 위해 파라다이스시티로 이동했다.

Enjoying the festival under the clear autumn sky
More than 400 Dongwha members gathered in Seaside Park in Yeongjongdo, Incheon, the gateway
to Korea. They were welcomed by the nice weather and blue sky. The two-day festival consisted of
diverse programs. The first program consisted of a treasure hunt game played by two teams and a
rail bike ride. The treasure hunt game, in which the participants had to find a glass bottle containing
Dongwha’s core values using a GPS device, was played by groups and later by individuals. The
participants had a whale of a time looking for the hidden treasure.
When riding rail bikes in groups of four, the participants took in the beautiful autumn scenery and
enjoyed the nice breeze. Their round trip spanned 5.6 kilometers along Incheon’s coastline, including
Incheon Bridge, Songdo International City and Wolmido Island. At the turning point, the participants
had to choose between coffee and a pickled fish sauce to carry out their missions. At lunchtime, they
enjoyed packed lunches in a picnic-like mood, and then headed to the Paradise City resort to attend
the second part of the festival.

동화의 DNA가 하나 되는 시간
2017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개회식은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룸에서 개최됐다. 신입사원들이 사회를 본 개
회식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뜻깊었다. 신입사원들의 우렁찬 목소리에서 동화의 미래가 더욱 희망차
게 느껴졌다. 이어 우리나라 국기를 비롯해 동화가 진출해 있는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국기가
차례로 등장했다. 글로벌 동화의 위상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2017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특히 깜깜한 어둠 속 경쾌한 음악에 맞
춰 진행된 동화인들의 손 마임(Mime)이 돋보였던 블랙라이트 공연은 동화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오늘날의 동화를 만든 동화의 우수 DNA를 되새겨보는 ‘인천퀴즈연합작전’이 진행되었으
며,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의 강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동화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
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축제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기분 좋은 저녁, 잔디밭 위
에는 바비큐와 스테이크 등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동화인들은 저녁 만찬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즐기며, ‘We are Dongwha, We are One, We are Champions!’라는 구호를 외치고 건배를
들었다. 승명호 회장은 직원들의 식사 자리를 돌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Becoming one
The opening ceremony of the Global Dongwha Festival 2017 was held in the convention
room of the Paradise City resort. Hosted by new employees, the opening ceremony was
more meaningful than ever. The vibrant voices of the new employees represented the bright
future of Dongwha. Then the national flags of Korea and the countries where Dongwha has a
presence appeared. They included Vietnam, Australia, Malaysia and New Zealand. It was a
moment demonstrating Dongwha’s global presence.
Then various performances celebrating the festival were staged. A mime performance prepared by Dongwha members on a dark stage to music particularly moved the audience. Then
a quiz event was held about Dongwha’s prosperous present, and Daumsoft Vice President
Song KilYoung gave a lecture on what Dongwha should do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estival reached its peak at Pentaport Park in Incheon. An assortment of delicious food
was awaiting the participants in the nice autumn breeze. Dongwha members enjoyed their
time together, shouting the slogan, “We are Dongwha, we are one, we are champions!”

Congratulatory performances and fireworks
After dinner, various congratulatory performances were staged. But before they began,
Chairman Seung MyungHo took the stage to express his appreciation to the Dongwha members.
“Autumn is a harvesting season. We can also reap good results this autumn because we have
worked hard. I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festival and become closer as coworkers,” said Chairman
Seung.
Overseas employees surprised the participants with a lively taekwondo performance. A dancing and singing performance by the winners of the Miss Korea 2017 beauty contest captivated
the audience. Talented singer Gummy and the popular band Rose Motel took the audience by
storm. In the finale, Chairman Seung MyungHo sang a song for Dongwha members, arousing a
big round of applause. The festival ended with beautiful fireworks in the night sky.
In the morning of the following day, Dongwha members gathered at the convention center of
the Paradise City again to write down their ambitions and goals on paper planes. The Global
Dongwha Festival 2017 served as a momentum for inspiring Dongwha members to do their best in
order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Dongwha.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 축하 무대와 불꽃놀이
만찬 후에는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 직원들
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승명호 회장은 “가을은 수확의 계절
인데, 우리도 그동안 열심히 해온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시간을 마
음껏 즐기고 진정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축제의 시작은 해외 직원들의 태권도 공연으로 힘차게 막이 올랐다. 2017년 미스
코리아들은 춤과 노래, 발레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사로잡았다. 우리나라 최고
의 실력파 가수 거미와 인기 밴드 장미여관도 함께했다. 이들의 뜨거운 공연은 좌
중을 흔들어놓았다. 축하 공연 말미에는 승명호 회장이 직원들을 위해 노래를 불
러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건 어두운 밤하늘을 화려
하게 수놓은 불꽃들. 하늘에서 터진 불꽃이 동화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튿날 오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 다시 모인 동화인들은 저마다 종이에
동화인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을 적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으로 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7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은 오늘날의 동화를 있게 한 주인공들이
모여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화인들에게 다시 한 번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인사를 전한다.

2부의 막이 오르고 본격적인 스피치 대회가 열렸다. ‘말해야 뜬다!’라는 테마 아래 세 명의
도전자가 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발표자는 동화기업 성과관리팀 송병은 과장. ‘변화에 성공
하는 방법’을 주제로 그는 체중이 많이 나갔던 4년 전의 사진과 다이어트에 성공한 현재 자
신을 비교하며 확연하게 변한 모습을 보여줬다. 송병은 과장은 행동 설계의 힘을 ‘목표를 이
벤트화하라’, ‘함께하라’, ‘칭찬하라’의 3단계 키워드로 풀이하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aring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는 무대
동화기업은 2004년부터 구성원들이 자녀와 함께 해외 사업장 견학을 비롯해 문화 탐방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참여자 선발 방식에 참신한 변화를 주었다. 사무직 응모자 중 세 명의 구성원을 ‘TED
Talks’ 콘셉트의 경연으로 선발한 것이다. 지난 6월 16일 인천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직원 스피치 열전’
에서 해외 탐방 지원자들은 18분 내외의 스피치를 준비해 무대에 올랐다.
먼저 이날 행사는 6월 열린광장으로 문을 열었다. 새로운 식구들과 성과 우수자를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처럼 훈훈했다. 동화기업과 동화캐피탈, 동화엠파크의 면수습자, 신규 입사자, 신규 보임자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커다란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Dongwha has been organizing overseas trips for employees and their
children since 2004. But this year the lucky applicants were chosen in a
quite unusual way. Three applicants among office workers were selected
through “TED Talks,” a kind of speech contest that took place on June 16 at
the Incheon headquarters.
The event began with June Agora, where new employees were introduced
and awards were given out to high-performing employees. New employees from Dongwha Enterprise, Dongwha Chemical and Dongwha M Park
received a big round of applause when they took the stage.
In part 2, the speech contest was held. Three contestants made presentations. The first presenter was Song ByungEun from the Result
Management Team of Dongwha Enterprise. He presented on how to successfully implement change. He showed pictures of himself four years
ago before losing weight and his present pictures after a successful diet
to demonstrate change. His speech emphasized three strategies: look for
occasions to achieve your goals, do it together, and praise others.

직원 중심 지식 나눔의 첫걸음을 떼다
뜨거운 열기 속에 두 번째 발표자로 동화기업 S&OP팀 최식헌 팀장이 무대에 올랐다. 최식
헌 팀장은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과 고민’을 주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맞닥뜨린 선택의 순간
과 결정이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여행 국가 선
택, 여행 경비 마련, 현지 회화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
는 딸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즐거움을 알고 가족과 적극 소통한다면서, 직장에서도 선후
배 간의 존중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화기업 경영계획수립TFT/한국일보 사업기획팀 이준호 팀장이 등장했다. 이
준호 팀장은 ‘My Career Jump in Dongwha’를 주제로 지난 13년의 회사 생활을 통해 자
신만의 길을 찾은 여정을 소개했다. 그는 여러 부서에서 일하며 팀장과 팀원들의 장점을 흡
수한 태도가 자신의 커리어 점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세 사람은 임직원 투표 후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날 대상은 드라마틱한
도전기가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성과관리팀 송병은 과장에게 돌아갔다. 이어 S&OP
팀 최식헌 팀장이 최우수상을, 한국일보 사업기획팀 이준호 팀장이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자 세 명에게는 자녀와 함께 베트남의 VRG동화 사업장을 탐방할 기회와 더불어 각각 15만
마일리지, 10만 마일리지, 5만 마일리지의 부상도 주어졌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말해야 뜬다!’ 직원 스피치 열전은 첫
대회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발표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돋보인 대회였다. 마음껏
소통하며 지식과 정보를 교류한 무대 위에서 동화 구성원과 가족들은 더욱 넓은 세계로 뻗
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First step toward employee-centered knowledge-sharing
The second presenter was Choi SikHeon from the S&OP Team of
Dongwha Enterprise. He spoke about choices and ideas to achieve
happiness. He told about how the moments when he had to make choices
and decisions helped him achieve happiness while raising his child. He
let his daughter pick the country she wanted to visit, save money for the
trip and even master basic conversation skills. He said that since his
daughter discovered the joy of making decisions on her own, she has
been more proactive in the way she communicates with her loved ones.
The final presenter was Lee JunHo from the Business Planning
TFT of Dongwha Enterprise and the Business Planning Team of the
Hankookilbo. The title of his presentation was “My Career Jump in
Dongwha.” He told about his 13-year career and how he discovered his
path.
After the presentations, the executives voted to choose the winner. The
grand prize went to Song ByungEun, whose dramatic story of change
particularly impressed the jury. The first runner-up was Choi SikHeon,
and the second runner-up was Lee JunHo. The three contestants won a
chance to visit VRG Dongwha in Vietnam along with their children. Even
though it was the first speech contest aimed at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the contestants exuded confidence. They displayed their communication skills and sha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the fullest.

즐거운 몰입을 돕는 행복 문화 Pleasant corporate culture
동화그룹이 무엇보다 소중한 핵심 가치로 꼽는 ‘행복’은 “큰 회사보다 내실 있는 강한 회사,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
는 승명호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자리 잡게 되었다. 즐겁게 몰두하며 창출한 성과가 기업의 내실을 키우고 직원의 성장을 돕
는다는 믿음 아래, 구성원 모두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행복 문화를 조성해온 것이다. 업계 최고의 대우, 해
피라운지와 그린라운지를 비롯한 쾌적한 근무 환경 등 동화는 직원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Dongwha’s core value of “happiness” is rooted in Chairman Seung MyungHo’s pursuit of a strong and
healthy company where employees enjoy working. Dongwha’s corporate culture makes employees
proud of their workplace and inspires them to enjoy what they do and produce results.

선견지명을 통한 개척정신 Pioneering spirit
동화그룹은 언제나 ‘개척정신’을 필두로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않았다. 미리 앞날을 대비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선견지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를 통해 동화는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The Dongwha Group never stops taking on challenges based on its pioneering spirit and ability to
foresee the future and prepare for it. This has enabled Dongwha to stay abreas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accumulate expertise in advance to become the leader of the Korean lumber industry.

불굴의 오뚝이 정신 Unwavering spirit
동화그룹이 언제나 승승장구해온 것만은 아니다. 오랜 역사를 견뎌낸 만큼 무수한 역경도 겪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오뚝이 정신’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수많은
역경에도 또다시 일어서며 성장해온 동화그룹에게 이러한 ‘오뚝이 정신’은 빼놓을 수 없는 DNA이자 핵심 저력이다.

The Dongwha Group faced many challenges throughout its long history. But each time Dongwha faced a
crisis, it rose back on its feet thanks to its strong and unwavering spirit.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들다, 파버카스텔 Faber-Castell
고흐, 괴테 등 예술가들이 사랑한 필기구로 유명한 파버카스텔은 256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아주
평범한 것을 아주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필을 ‘문자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여는 창’으로 여기고 혁신을 거듭해
6각 연필을 발명하고 연필심 등급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필기구의 표준을 만들었다. 독일 공장을 체코로 이전하면 임금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30년 이상 근속자들을 위해 공장을 유지하는 등 직원의 행복을 중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고객이 원하면 버리고 바꾼다, 지멘스 Siemens AG
지난 10년 동안 사업 구조의 50%를 바꾸었을 정도로 지멘스의 170년 역사는 변화와 혁신의 기록이다. 최근에는 100년 역사의 상
징인 가전 사업 철수를 선언, 디지털과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제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제조업의 스마트화’
라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 ‘고객 가치’가 있다. ‘고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스스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미래 예측 시스템을 통해 변화의 골든타임을 찾아내는 것이 지멘스의 성장 동력이다.

모든 직원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다, 피앤지 P&G(The Procter&Gamble Company)
180년 역사를 일궈온 피앤지의 제1자산은 ‘직원’이다. ‘고객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신입사원들은 출근 첫날부터 프로젝트 리더로 활약하며, 능력만 갖추면 누구든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실제로 잭 웰치를 비롯해 유수의 CEO들 중 피앤지 출신이 많다. 최근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사내 문화로 많은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눈부신 성과를

시장과 고객을 만족시킬 디자인을 위해

패기와 열정, 성장의 기폭제가 되다

무엇보다 경청! 동반 성장의 지름길

끈질긴 노력과 집중력으로 맺은 결실

최대한의 경쟁력을 위한 무한 열정

2006년 입사해 동화의 매매 단지와 기타 부

현재 디자인보드 기획, 개발, 제안 영업을 담

“막내의 작은 의견도 쉽게 무시하지 않는 우

대리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아가야 할 방

“시설지원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

“동화인터내셔널로 옮기고 익숙하지 않은 업

동산 임대 관리를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

당하고 있는 조정인 과장. 그는 디자이너의

리 회사의 수평적 문화가 이번 수상을 가능하

향을 제시하며 서로 성장하는 것. 6월 성과

로 좋은 성과를 얻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주변에

고 있는 박형진 과장. 10년이란 세월 동안 노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고 보다 다양한 영역

게 한 셈이에요.” 올해 동화엠파크 입사 3년

우수 월간 포상자 박지훈 과장이 생각하는

생각합니다.” 유충현 사원은 MDF 2공장이

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모두 감사드려요.” 영

하우를 축적하며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

을 아우르고자 힘썼다. “고객과 시장을 제대

차에 접어든 유창열 사원은 변동 매출 증가

영업 전략이다. “잘 들어야 잘 이해할 수 있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없을 거란 얘기가

업사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영업하는

다. 얼마 전 동화엠파크 수출 단지 매각 때

로 이해해 시장에 맞는 제품과 고객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안했고 그 결과

고 또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

많았을 때도 개선 여지를 믿고 이에 집중해

사람의 입장까지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

디자인을 기획하고 개발한다면 해외 시장에

성과 우수 월간 포상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로 적시에 피드백을 하다 보니 성과로 이어

Mat Forming 속도를 개선했다. 유충현 사

대리. 입사 초기 회사에서 동종 업계 회사들

과였다. “한 건 한 건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서도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수 있었다. 하지만 왠일인지 그 공을 온전히

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

원의 끈질긴 노력과 집중력이 결실을 맺은

을 ‘경쟁사’가 아닌 ‘동종사’라고 부르는 것에

부담감은 자부심으로 바뀌죠. 앞으로도 회사

않습니다.” 동화의 디자인보드가 곳곳에 적

동료들에게 돌린다.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높

이 제안한 패턴이나 제품이 제 역할을 하고

순간이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

의구심을 가졌던 그는 이제 그 이유를 안다.

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

용될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조정인 과장. 그

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회사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러움에 절로 미소

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앞으로

동화와 그들이 결코 비교되지 않기 때문임을.

겠습니다.”

가 바로 동화의 긍지, 자부심이다.

성장에 기여했다는 성취감은 자부심이 되어

가 지어진다. 그 속에 더 훌륭한 제품을 납품

가 더욱 기대된다.

그 자부심으로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Park HyungJin says that his burden of
managing the company’s real-estate
properties turns into a sense of pride
each time he wins a contract. He is
determined to further boost the value
of Dongwha’s real estate.

Jo JeongIn says he feels proud when
he sees Dongwha design boards
designed by him being installed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He is the
pride of Dongwha.

유창열 사원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준다.

하겠다는 책임감이 배어 있음은 물론이다.

You ChangYul proposed ideas on
boosting sales revenues, becoming
the best performing employee of the
month.

Park JiHo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clients’ opinions
and providing timely feedback in order to achieve growth together.

You ChoongHyun managed to improve the speed of mat forming
even when nobody believed that the

Han Hyuk strives to understand not
only buyers but sellers as well based
on his previous work experience
in sales. He takes pride in being a
member of the Dongwha Group.

production capacity of the 2nd MDF
factory could be increased anymore.

•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장면을 리얼하게 상상하라 자신이 기획한 아이템이나 서비스가

Effect-cause-solution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라. 내 관점이 아닌 최

When there is a problem, many
people begin to look for a solution right away. But smart people
first try to identify the cause.
Analyze the fundamental cause
of a problem before suggesting
solutions in your report.

종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상-원인-대안의 3단계로 사고하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바로 대안을
붙인다. 하지만 보고 능력자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다. ‘현상원인-대안’이라는 3단계 사고를 통해 근본 원인을 분석한 후 산출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 스토리는 간략하게, 나머지는 첨부로 뺀다 배경, 현황 요약, 원인 분석, 대안 등 핵심 스
토리는 1~2페이지 내외의 본문에 싣고, 상사가 물어볼 만한 내용, 구체적인 데이터 등은 과
감히 첨부 자료로 뺀다. 첨부는 많아도 상관없다.
• 내 마음에 쏙 드는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을 위한 대안이 아닌 ‘너라면 하겠냐?’라는 질문
에 흔쾌하게 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대안은 상상
의 대안일 뿐이다.
• 선제적인 중간 보고를 생활화하라 잽을 잘 날려야 스트레이트가 먹힌다. 상사가 궁금해
하기 전에 먼저 진도와 이슈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라. 보고서 초안이나 콘셉트를 전체 주어
진 기한의 중간 시점 이내에 완성한 후 상사의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보고한다면 성공률이
올라간다.

• 가볍게 들어라 새겨들을 만한 비판이나 충고가 아닌 인신공격을 하는 상사의 말은 그저

Making mistaking is okay!

가볍게 듣고 사실만 남겨라. 말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무시, 비아냥, 분노 등의 감정은 아낌

We all make mistakes. Although
making mistakes is discouraging
sometimes, they teach us how
to prevent them from happening
again. If you become too afraid
to make mistakes, you will never
have the courage to carry out
important projects and will only
distance yourself from success.

없이 버려라. 나쁜 의도를 가볍게 받아들이면 상대는 움츠러든다.
• 집으로 가져가지 마라 집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곳이다. 회사에서의 부정
적인 감정을 집 안까지 끌어들여 두 곳의 감정이 섞이면 화학반응만 커진다. 집에서까지 그
감정을 되새기면 확대재생산되고 독으로 자란다.
• 선을 넘지 마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잠시나마 허세를 떨기 위해 부하
의 도리를 넘어서지 마라. 괜한 시빗거리만 남긴다. ‘부하의 예의’는 업무 능력에 앞서는 조
건이다.

• 주눅 들지 마라 평생을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실수가 크면 좌절하게 되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각인’의 학습 효과도 함께 얻는다. 실수에 겁을 먹으면 점차 막중
한 일엔 손대지 않게 되고 성공에서도 멀어진다.
• 솔직하라 어떻게든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겠
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다. 실수를 감추는 게 최대의 실수다.
• 부주의는 안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시는 틀리지 않는 방
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 부주의며 이는 자신의 실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기인한다. 상사는 여러 번 같은 지적을 반복해도 개선되지
않는 그 가벼움에 분노한다.
• 멀리 보기 해라 실수는 분석해야 한다. 먼저 문제와 떨어져라.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시 책상에 앉아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
이기 시작한다. 실수가 오직 나의 무능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 상사에게도 언어 예절이 필요하다 상사도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야”, “김
길동” 등 부하 직원을 반말로 부르거나 직함이 아닌 꼬박꼬박 ‘씨’로 부르는 상사도 있다. ‘김
길동 과장‘, ‘김 과장’처럼 직함을 붙여 부르는 것이 부하 직원에 대한 예의다. 아랫사람의 직책
과 역할을 존중할 때 상사로서의 품격도 빛나는 법이다.
• 자신감 없는 화법 ‘~같아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등처럼 말할 때마다 ‘~같아요’를 붙이면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 “결과가 좋습니다”처럼 확
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희한한 존칭 “신제품 나오셨어요” 요즘 “신상 나오셨어요”, “커피 나오셨어요” 등처럼 물
건에 ‘~셨어요’라는 존칭을 붙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셨어요(시+었어요)’는 “부장님 나
오셨어요”와 같이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다. 신제품은 물건이므로 “신제품 나왔어요”라고 해
야 한다. 물건에 ‘셨어요’라고 하는 것은 기형적 말투다.

• 구어체를 피하라 글은 말보다 완전하게 체계적이어야 한다. ‘~걸’(→것을), ‘~거다’(→ ~
것이다), ‘해놨다’(→ 해놓았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등처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나 줄임말을 마구 사용한다면 글의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짧게 써라 문장은 짧게 써야 한다. 문장이 길면 문장 요소가 얽혀 비문이 되기 일쑤다. 길
면 읽기 힘들고 내용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한 문장은 길어도 두 줄(40자)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듬어라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다듬어야 한다. 글을 한 번에 정확하
게 쓰는 사람은 없다. 처음 쓴 것을 대충 읽어보고 제출해서는 곤란하다.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정성을 들여 수정한다면 누구든 품위 있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Bosses also need to know
conversation etiquette
Holding a high-ranking position
at work doesn’t mean that you
can speak rudely to your subordinates. Make sure to respect
your subordinates and their roles
in the team so that they can respect you even more.

왜 자꾸만 미룰까?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해도 큰 문제가 생
기지 않기 때문에 미룬다. 두 번째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다. 일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누면
일의 속도가 중요한지, 수준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을 ‘구조화’하지 않기에 중요도나
긴급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미루게 된다. 세 번째는 일을 해냄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이득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면 팀장이 짜증을 낼 거고 나는 야근을 하겠구나’라는 부정적
인 감정을 먼저 떠올린다. 부정적인 감정을 ‘당장 하지 않음’으로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다. 그
보다는 ‘이 일을 하면 어떤 부분을 배우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정말 중요
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겠구나’처럼 개인에게 생기는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

What causes procrastination?
People usually postpone work because they think that nothing serious will happen if
they don’t start doing it right away. The second reason lies in the poor understanding
of the task at hand. By sorting out work by “urgency” and “importance,” you can figure
out easily what matters more-speed or quality. However, most people do not bother to
structure their work, which results in postponing it regardless of its importance or urgency.
The third reason is being unaware of how you will benefit from finishing work.
크게 바라보기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일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조화의 시작은 바로 할 일을 적어 ‘시각화’하
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시간 관리 책에서 할 일을 적으라고 말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
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할 일을 적는 사람은 중수, 아무것도 적지 않는 사람은 하수, 퇴근 전 내일 할
일을 미리 적어놓는 사람이 고수다. 하루 일과에 대한 효율적인 ‘루틴(Routine)’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데일리 루틴(Daily Routine)을 만드는 것은 하루의 밀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준비다. 다음 예시를 참고해
루틴을 만들면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일 년이 탄탄해질 수 있다.

See a bigger picture

부할 상사는 없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빨간색 모자를 모니터 위에 걸어두는 방법

Before you get started in earnest, write down your tasks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work routine. ① After coming to work, take five minutes to review your “to do list” that
you drafted the day before and try to picture how you will carry it out. ② Start with
the most important task on the list. Once you’re finished, check your emails. ③ After
lunch, handle tasks that require interaction with your coworkers, such as meetings. ④
In the afternoon, handle simpler tasks or meet with clients. ⑤ Before leaving the office,
review what you have done today and write a “to do list” for tomorrow. Mark important
and urgent tasks.

을 택했다. ‘지금은 나만의 집중 근무 시간이니 최대한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뜻

워밍업, 꼭 필요한가요?
워밍업은 짧을수록 좋지만, 아예 워밍업 없이 바로 일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좋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
무의 ‘구조화’가 잘되어 있다면 워밍업은 없어도 된다. 괜히 화장실 다녀오고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커피
를 한 잔 마시는 등의 예열 행동은 불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거나 오가며 만난 사람
과 잡담을 나누다가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제발 그냥 뛰어들기 바란다.

Why warm up?
When it comes to warming up, the shorter the better. Skipping warming-up altogether is
even better. Smoking or drinking coffee before work is simply unnecessary and may be
too distracting.
지금 바로 행하라
➊ 실행의 핵심은 ‘집중과 몰입’
집중을 위해 우선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 관리의 시작은 바로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마감 시간
은 평소 자신이 일을 해내는 능력을 감안해 10% 정도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좋다.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시작했으면 최소 30분은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일만 해라. 휴대전화는 무
음으로 하고 새로운 이메일 알람도 무시하라. 지금 하는 일과 연관이 없는 다른 파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30분이 지나면 5분을 쉰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말라. 이후 다시 30분을 집중해서 일한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 마감 시간 내에 일을 끝낸다. 그리고 잠시 덮어둔 후 다시 그 일을 리뷰하며 잘못된 것
을 찾아내고 수정하라.
➋ 방해 요소를 없애라
당신의 직급이 낮고 위에서 시키는 일이 많아서 앞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한
다. 상사에게 자신의 데일리 루틴 중 집중 근무 시간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최대한 다른 일
을 시키는 것을 피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라. 집중해서 업무 완성도를 높이고 마감을 맞추겠다고 하면 거

이었다. 물론 안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익숙해지니 정말 집중하
기 좋은 상황이 되었다. 세상에 미루고 묵혀서 좋은 것은 된장밖에 없다.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그저 일의 바다에 뛰어들라. 미리 내가 헤엄쳐 가야 할 곳을 정해놓
고 최단 거리를 잡아보고, 그리고 온전히 헤엄쳐 가자. 미루다가 받는 스트레스와
끝냈을 때의 성취감은 비교 불가다.

Time management for concentration
Time management is imperative for improving concentration. The
first step to managing time is setting the deadline. It should be
about ten percent tighter than usual. Use a timer. Once you start,
focus solely on the task at hand without being distracted for at
least 30 minutes. Then take a five-minute break. But do not leave
your desk. Then focus on your task for another 30 minutes. It
is important to finish your task before the deadline, even if it will
undermine work quality. When time is up, close everything for a
while. Then review your task once again to make sure there are
no mistakes.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엔도르핀, 암을 예방한다고?

오랫동안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의 대명사였

엔도르핀 중에서 건강에 이로운 것은 베타 엔도

다. 그런데 엔도르핀은 우울증을 부르는 코르

르핀이다. 성취감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티솔, 통증을 조절하는 엔케팔린과 더불어 3대

나 희망을 품고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스

스트레스 호르몬의 하나다. 엔도르핀은 행복을

트레스 해소 작용이 뛰어나다. 또 암 세포를 직

느낄 때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느낄 때 고통을 덜

접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NK(Natural Killer)세

어주기 위해 뇌에서 생성되는 천연

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건강 무기

진통제다. 1975년 생화학자인 한스

다. 햇볕도 베타 엔도르핀 촉진제다.

코스터리츠 영국 애버딘대학 교수

햇볕을 쐬면 비타민 D가 생성돼 뇌

가 처음 발견했는데 진통 효과가 모

속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세

르핀보다 200배나 강력하단 점에 착

로토닌은 심리적 안정과 엔도르핀 생

안해 ‘체내의 모르핀(Endogenous

성을 촉진한다. 음식으로도 엔도르핀

Morphine)’이라는 의미로 엔도르핀

을 충전할 수 있다. 콩에 함유된 이소

(Endorphin)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후

플라본 성분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등

이 경이로운 호르몬에 관한 연구가 활

뇌 신경 전달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발해지면서 베타 엔도르핀, 감마 엔도

도와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르핀, 알파 엔도르핀, 메티오닌 엔케팔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엔도르핀보다

린, 류신 엔케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엔

4,000배 정도의 진통 효과와 피로 해소

도르핀이 속속 발견됐다. 이처럼 내재

효과 등이 있는 호르몬이 발견되기도

성 통증 조절 성분을 지닌 호르몬을 통

했다. 감동을 느낄 때 생성되기 때문에

칭해 엔도르핀이라 부른다. 영국 옥스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다이도르

퍼드대학 연구팀과 핀란드 투르크대학

핀(Didolphin)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

연구팀이 <신경과학>에 밝힌 연구 결과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새로운 깨

에 따르면 웃음은 각성과 정서를 담당

달음을 얻었을 때 방출된다. 이처럼 우리

하는 뇌 영역 내 엔도르핀 분비를 크게 유발하

몸에 유용한 엔도르핀은 적당한 스트레스에서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도르핀은 ‘함께’라는 느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을 해친다.

낌도 유발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웃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엔도르핀

음은 매우 중요하다. 극한 운동 끝에 느

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면역 기능을 담

끼는 쾌감도 엔도르핀의 선물이다. 달리

당하는 임파구 기능이 억제돼 감염이나

기, 축구, 수영, 사이클 등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엔도르핀

을 할 때 느끼는 쾌감을 ‘러너스 하이(Runner’s

등 호르몬이 나의 스트레스를 알아서 해결해주

High)’라고 한다. 다만, 운동을 하고 즐거움을 얻

기를 기대하진 말자. 호르몬의 역할을 제대로 알

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 쾌감에 지나치

고 스트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게 몰입하면 자칫 운동 중독에 빠질 수 있다.

행복을 컨트롤하는 비결 아닐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시작한 동화 GWP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5월 동화에
서는 모두가 함께 지켰으면 하는 에티켓 사항들을 공개 모집했다. ‘하면, 된다’ 이벤트의 경우 ‘00 하면, 00 된다’는
형태의 표어 응모작 중에서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했다. 동화인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2017년의 실천 사항
Top 3는 아래와 같다. 이 실천 사항은 올해 그룹 전사에 전파되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동화인들의 실천 지침
이 되어줄 것이다.

Dongwha’s GWP project began with the question, “How can we create a better workplace?”
In April-May this year Dongwha members proposed etiquette rules that they believed would
make their workplace better. Below are the best etiquette rules that have been selected through
vote. They will be implemented company-wide this year to serve as a guiding light for improving Dongwha members’ working environment.

동화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
하는 직원 자녀 해외 탐방이 올해 베트남에서
진행됐다. 착륙과 동시에 베트남의 후덥지근한
날씨를 경험했지만 이마저도 이국땅에 도착했
다는 설렘으로 받아들인 가족들. 첫 날은 베트
남의 역사를 알아보는 일정이었다. 전쟁 때 격
전지였던 구찌 지하터널을 찾아가 베트남의 과
거를 마주한 가족들은 베트남이 겪은 슬픈 역사
를 되새겼다. 이후 동화그룹의 베트남 사업장인
VRG동화로 이동해 새로운 MDF 제2라인 건설
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베트남과 동화그룹의 오늘을 만나볼 수 있었다.

The families were welcomed in
Vietnam by the hot and humid weather,
yet they were excited to arrive in an
exotic land. The first itinerary of their
trip was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Vietnam and visiting VRG Dongwha.
The families first visited the Cu Chi
tunnels, where fierce battles were held
during the Vietnam War, to witness the
vestiges of the country’s tragic past.

아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아들과 둘만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좋은 동료분
아빠 큰아들과 둘만의 여행을 통해 베트남의 멋진 풍광을 보고 자연을 벗 삼으며 서로의 관

들과 동행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들과 소통하며 정말 즐거웠고 아들에게

아들 ‘아빠 회사가 엄청 큰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곳이라 처음에는 위험할 줄 알았

좋은 아빠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해외 사업장을 직접 둘

는데 만나는 사람들 모두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어요.

러보며 동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Dad It was a very relaxing and fun trip. My son and I made many happy memories

아들 아빠랑 같이 베트남 탐방 여행을 가서 정말 신났어요. 베트남에 있는 아빠 회사를 보

together, and I enjoyed the time spent with my coworkers. I am grateful to everyone

니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여행에서 친해진 상진이 형, 채환이랑 수영장에서 놀았던 일과 모

who traveled with us. Son I realized how big my father’s company was. I liked the food,

래 썰매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빠와 둘이서 한 첫 여행이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too. I would love to visit Vietnam again.

Dad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and my son to discover Vietnam’s beautiful
scenery and enjoy our time together. I had great fun with my son in an unfamiliar
place. I hope he will remember me as a good father. After seeing Dongwha’s
Vietnamese business site with my own eyes, I felt a strong sense of pride in my
company. Son It was an exciting trip with my Dad. His company’s business site

아빠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 점점 엄마만 많이 찾는 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
트였습니다. 알찬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재미있게,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
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아 아들에겐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직장에서는 더

in Vietnam is really huge. I had much fun with SangJin and ChaeHwan, especially

욱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들과의 평생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hen playing in the water and riding sleds on sand dunes. It was a very

Dad It was the first step to bonding with my son, who mostly gets to spend time with

meaningful trip, because it was just me and my Dad traveling together for the first

his mom than with me. I am thankful for the interesting trip during which we had much

time.

to see and try. It helped me balance my work and life and be a better father to my son.

첫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베트남 투어가 시작되었다. 먼저 호찌민에서 판티
엣으로 이동한 가족들은 베트남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화이트 샌드’와 ‘레드 샌듄’ 사막에서 썰매와 사륜구동 오토바이 체험을 했다.
또 ‘동양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리는 요정의 샘을 방문해 학업과 일상의 스
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은 베트남의 문화 수도인 호찌민에서 진행되었다. 베트남의 옛 이
동 수단인 시클로를 타고 호찌민의 과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노트르담 성
당과 중앙우체국, 오페라 하우스를 돌아봤다. 또 벤탄시장을 돌며 현지인들의
생활을 엿보기도 했다. 이어 투어의 마지막 장소였던 시청 앞 호찌민 광장에
서는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호찌민 사람들의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
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호찌민의 석양 속에서 행복했던 지난 일주일을 돌아
본 가족들 표정에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베트남에서 쌓은 반짝이는 추억
들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Next, the families began their tour of Vietnam in full gear. First of
all, they visited Phan Thiet, where they rode sleds and off-road
bikes on the scenic white and red sand dunes. In no time, it
was already the final day of their trip, which they spent in Ho
Chi Minh. The families rode the three-wheel bicycle taxi called
“cyclo” and toured the Notre-Dame Cathedral, the Central
Post Office and the Opera House. As they watched the sunset,
they reminisced about their one-week stay in Vietnam, feeling
sorry to say goodbye.

아빠 딸과 단둘이 4박 6일 여행은 처음인지라 저 또한 많이 설레었어요. ‘여행 기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
혹시 딸아이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은 모두 기우였습니다. 끊임없이 재잘거리고 밝게 웃는 등
평소 제가 보지 못했던 딸아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VRG동화에서 만난, 해외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직

아빠 생애 처음 아들과 단둘이 떠난 여행.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호기심이

원분들의 모습은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딸에게도 평생 남을 좋은 추억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풍부하고 사교성, 붙임성이 좋은 아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시간이었

딸 베트남 음식은 나랑 잘 맞을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여행에 앞서 기대가 컸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습니다. 아직 두 돌이 안 된 둘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적극 지

여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조금 걱정도 했지만, 베트남의 땅굴도 보고 맛난 것도 먹고 시내도

지해준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130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많을 것을 느꼈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또 아빠 회사에 들러서 MDF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살을 맞대고 지낸 이 여행, 다른 직원분들께도 강추합니다!

보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 이번 여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인데다, 아빠와 단둘이 처음

Dad I was a bit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traveling with my daughter, just the two of

하는 여행이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가기 전엔 낯선 곳이라 떨렸는

us. I was worried that we might have nothing to talk about and that it might be too hard for her.

데 같이 간 형, 동생들과 금세 친해져서 좋았고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또

But what I discovered was her chatty personality and charming smile, which I hadn’t noticed

VRG동화를 보니 아빠가 이렇게 큰 회사에 다니는구나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감사하고 내년에도 부탁해요!

before. I was also impressed to see VRG Dongwha employees working really hard. I’m sure my

Dad It was my first trip with my son.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discover his outgoing, curious and sociable

daughter will always remember this trip. Daughter Before our trip, I was worried about local

personality. I want to thank my wife for her support, even though our second child is only one year old. It was a

food and people. I was both excited and nervous to travel with my Dad for the first time. But I

chance for me to spend 130 hours up close and personal with my son. I strongly recommend it to my coworkers!

had a wonderful time visiting a cave, trying delicious local food and seeing the downtown area.

Son It was a very memorable trip, because I got to visit a new country with my Dad for the first time. I was a

I also got to see how MDFs are manufactured. Although I learned about that from textbooks, it

bit nervous before the trip, but I bonded with other kids in no time and learned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was my first time seeing it with my own eyes.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experience.

Vietnam. After visiting VRG Dongwha, I learned how big my Dad’s company was. Thank you, Dad, and I hope
to travel with you again next year!

Topic 1

지난 5월 13일, 동화 말레이시아 닐라이 사업장은 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Negeri Sembilan, Port Dickson의 Bagan

한 달간 이어지는 라마단은 무슬림들에게 신성한 기간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식을

Pinang 해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 가족의 미소’라는 주제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가족의 날 행사는

하고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동화 말레이시아 머복 사업장 직원들 역시 라마단 기간 동안 지역사회

지난 2010년에 열렸다가 올해 7년 만에 다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매년 자선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흥겨운 열기 속에 늦은 저녁까지 계속된 올해 행사는 닐라이 사업장 구성원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친분을 쌓는 시

특히 올해 머복 사업장은 ‘모레이’라고 불리는 특별 석식과 함께 지역 전통 디저트인 튀긴 미훈(Meehoon, 국수)을 주

간이었다. 동화 말레이시아 가족들은 재미있는 게임과 신나는 음악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몸과 마음을

변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에 제공했다. 선정된 모스크는 Masjid Jamek Pekan Merbok, Masjid Al-Muttaqin

재충전했다. 이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음껏 행사를 즐긴 구성원과 가족들의 만족감은 더없이 컸다. 닐라이

Kg Bujang, Masjid Al-Atiq Kg Merbok 그리고 Masjid Al-Abidin Simpang Tiga, Merbok이며 6월 13일부터

스포츠 클럽 회장 Fauzi는 “올해 가족의 날 행사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와 함께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더

16일까지 음식을 지원했다. 한편 머복 사업장 구성원들은 이번 라마단 기간 동안 ‘Iftar 사회 환원 세션’의 일환으로 Al-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했다. 직원들이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Munirah 고아원을 도왔으며 지역사회 내 불우 이웃들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 등 자체적인 추가 자선 활동에 참여했
다. 성스러운 라마단 기간을 기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공헌 활동을 펼친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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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me of this year’s DMY Nilai Plant’s Family Day was “Smile As One Family.” The
event, which lasted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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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ariety of delicious food.
Family Day was last celebrated seven years ago among the DMY Nilai Plant
employees. This year, the Sport and Recreational Committee is bringing back
Family Day celebration with the objective to strengthen family bonds among
employees, as well as give the opportunity to employees to refresh their minds and

During Ramadan, a holy month in Islam, Muslims are required to fast from dawn to dusk as well
as help the less fortunate. For Merbok employees, Ramadan is a month of annual charity work
involving donations to the local community. This year, Dongwha Merbok sponsored a special
supper called “moreh”(pronounced “more-ray”) with the local traditional refreshment (fried
meehoon), which was sent to nearby mosques, Masjid Jamek Pekan Merbok(13 Jun 2017),
Masjid Al-Muttaqin Kg Bujang(14 Jun 2017), Masjid Al-Atiq Kg Merbok(15 Jun 2017) and Masjid
Al-Abidin Simpang Tiga, Merbok(16 Jun 2017).
Dongwha Merbok employees also contributed to their community and shared the spirit of
the holy month during the Ramadan period through other charity programs such as the Iftar
Giveback Session with Al-Munirah Orphanage Home and the Sharing & Caring program for

bodies.
- Fauzi, Nilai Sports Club Chairman -

the less fortunate in the community.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태양합성㈜ 사무관리직 워크숍이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렸다. 총 21명의 태양합성㈜ 구성원
들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직원 간 팀워크를 다지고 동화그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동화 가족으로서의 소속감
지난 8월 24일 목요일, 한국일보는 제1차 ‘한국일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한국일보 아카데미는 구성원의 교육 니즈

을 고취할 수 있는 자리였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도착한 직원들은 먼저 동화그룹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동화라는 조직과 사업 내용 전
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직원들은 동화그룹에 대한 상세한 학습 외에도 워크숍이 열
린 동화컬처빌리지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 자연을 배경 삼아 함께 산책하고 한자리에서 어울리며 식사하는 시
간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쌓은 구성원들은 이번 워크숍이 팀워크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를 조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강좌를 개설한 후 사전 신청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성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한 한국일보는 첫 강좌인 ‘데이터 저널리즘 입문 과정’을 필두로 매월 임직원을 위
한 다채로운 교육과 인문학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문화 소양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 과
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On June 20-21 a workshop was held for Tae Yang Chemical office
workers at Dongwha Culture Village. Attended by 21 participants, the
workshop was aimed at boosting teamwork, improving employees’
understanding of the Dongwha Group, and fostering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he Dongwha family. Upon their arrival on a sunny
afternoon, the participants first of all watched a video introducing
the Dongwha Group and its business fields. In addition to learning
about Dongwha, the participants also enjoyed the scenic Dongwha
Culture Village. They strolled in close proximity to nature and had
meals together. The participants said that the workshop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strengthen camaraderie and improve
teamwork.

On August 24 the Hankookilbo opened an academy aimed at providing various lectures to
employees in line with their needs. The first lecture was about data journalism. The academy
will provide various lectures and educational programs on a monthly basis in a bid to raise the
cultural level of the employees. Any employee of the Hankookilbo and the Korea Times can
apply for the lectures in advance. More programs will be provide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employees’ needs.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동화 말레이시아(이하 DMY) 쿨림 사업장에서 동화기업 전략구매부문 소속 김웅재 차
장과 박지성 대리가 전략구매부문-DMY 구매팀 간 교환 근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우수 거래선 인
지와 관계 형성’, ‘구매 직원 간 실질적 협력관계 형성’, ‘공통 개선 과제 발굴과 실행’이라는 총 3가지 추진 목표와 전략 과제를
위해 진행됐다. 특히 업무 교류와 성과는 물론 해외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
었다. 박지성 대리는 “2주간 현지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동화를 만들어나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고, 김웅재
차장은 “해외 직원들에게도 한국 교환 근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처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
해 우리 회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환 근무 프로그램은 DMY 구매팀 소속 직원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현재 유학생 사원으로 OJT 근무를 하고
있는 DMY 구매팀 황위웅 사원은 “함께 소통하며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꼈고, 사업장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일으켜 ‘글로벌
동화’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DMY 구매팀
Yong Yong Lau 팀장 역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시야도 한층 더 넓어졌다”면서 “DMY 구
매팀을 대표해 좋은 기회를 준 이승우 전략구매부문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On August 7-18 Kim WoongJae and Park JiSung of the Strategic Purchasing Division participated
in an exchange program among purchasing teams at the Kulim business site of Dongwha Malaysia.
The program sought to promote relations with overseas clients, strengthen collaboration among
employees in charge of purchasing and address their common issues. Kim WoongJae said that the
program inspired him to look back on the past and present of Dongwha and ponder its future. Kevin
Wong Wai Hoong from the DMY Purchasing Team said that he felt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his
company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participants. Yong Yong Lau from DMY’s Purchasing Team said
that the exchange program helped her build stronger purchasing skills.

두근두근 첫 노래 수업
즐거운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 설레는 표정의 동화 구성원들이 청담동에 위치한 노래 연습실을 찾았
다. 먼저 도착한 보드영업2팀 강현진 사원과 기획마케팅팀 김지훈 사원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
러냈다. 입사 동기에 한 달간 인턴도 같이하며 돈독해진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로
약속했다고.
“오늘 마크툽의 ‘Marry Me’를 배우고 싶어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고음이 많아서 부르기 힘들었거든요.”
인사팀 최민지 사원과 시설관리팀 이현지 사원도 뒤이어 도착했다. 인천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온 두 사
람. 같은 사무실 선후배인 이들 역시 평소 노래에 관심이 많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싶단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평소 즐겨 듣는 곡들을 연습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들의 스승이 되어 노래를 가르쳐줄 주인공은 장진영 보컬 트레이너. SM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
너이자 <언니들의 슬램덩크2>, <아이돌 학교> 등 각종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성대를 조절하는 법
먼저 장진영 트레이너는 평소 노래하면서 궁금했던 점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강현진 사원은 고음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했고, 이현지 사원은 첫 음을 잡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장진영 트레이너는 목소리를 기
타에 비유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기타는 줄마다 소리가 달라요. 줄의 굵기가 다르거든요. 사람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음을 낼 때는
성대가 두꺼워지고 고음을 낼 때는 성대가 얇고 길어지죠. 굵고 낮은 음을 낼 때 사용하는 성대로 높은 음
을 낼 수 없어요. 음역에 맞게 성대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어 음계에 따라 발성 연습이 시작되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음역을 체크했다. 장진영 트레이너는 이현지
사원에게 첫 음을 잡는 법도 가르쳐줬다. 그는 “이현지 사원의 목소리는 음역대가 높아서 그동안 중저음
의 음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피아노나 멜로디언을 한 음씩 눌러보고 그 음정을 듣고 따라 하
며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흉성과 두성, 그 차이를 연결하라
이제 본격적인 보이스 체인지 수업. 장진영 트레이너는 음계 발성 연습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바뀌는
음역을 체크해보라고 했다. 가슴이 울리면 흉성, 머리가 울리면 두성이다. 한 음씩 높이면서 가성처럼 목
소리가 변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흉성으로 낼 수 없는 음역대를 흉성으로 부르려니까 생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가 바뀌
는 부분을 기억하고 그 부분은 두성으로 불러야 해요. 그런데 흉성에서 두성으로 변할 때 목소리가 갑자
기 얇아지면 이상하겠죠? 그 두 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을 ‘음역 연결’이라고 합니다.”
저음과 고음의 고른 연결을 위해 장진영 트레이너는 ‘립 트릴’을 추천했다. 입술을 일정하게 떨면서 음을
내는 방법으로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가사를 부르는 대신 립 트릴로 부르면서 자신의 음
역대를 체크하고 다시 가사를 넣어 부르면 보다 부드럽게 고음을 낼 수 있다.

강현진 사원과 김지훈 사원은 ‘Marry Me’를, 최민지 사원과 이현지 사원은 아이유의 ‘좋은 날’을 연습하
면서 보이스 체인지에 도전했다. 보컬 트레이너의 조언에 따라 립 트릴과 노래를 반복한 구성원들의 목소
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네 사람에게 장진영 트레이너는 진
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노래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들을 꼭 기억
해서 열심히 연습한다면 여러분도 보다 자신감 넘치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이날 노래 기술과 함께 장진영 트레이너의 열정을 배웠다는 네 명의 구성원들. 감미로운 목소리에 더욱
즐거웠던 금요일 밤이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Singing with an enchanting voice
On a Friday evening, four Dongwha members visited a vocal academy in Cheongdam-dong,
Seoul, to receive a singing lesson from vocal trainer Chang JinYoung of SM Entertainment. He
became famous after appearing on various TV shows about singing. The session began with
checking the students’ vocal ranges. By raising their voices pitch by pitch, from chest voice to
head voice, the students tried to find the point where their voices changed into falsetto. Kang
HyunJin and Kim JiHoon sang “Marry Me,” while Choi MinJi and Lee HyunJi performed singer IU’s
song “Good Day.” They sang with all their might according to the trainer’s instructions. They were
all excited to hear their voices beginning to sound softer. The four said that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o sing, they also learned how to do it with passion thanks to trainer Chang JinYoung. Their
enchanting voices made their Friday night ever more exciting.

아이의 세계를 넓혀주는 가족 여행
아산MDF공장에서 일하는 김희호 기술주임과 그의 아내 정명옥 씨는 여행이란 어린 두
아들의 세계를 크고 넓게 만들어주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가족은 대
한민국 지도를 펼쳐 함께 여행한 지역을 표시하고 그것들이 빼곡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희호 기술주임이 말하는 가족 여행의 정의는 명쾌하다.
“여행은 마치 꽉 막힌 도로가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곧게 뻗은 도로
를 자동차를 타고 ‘쌩’ 하고 달릴 때 느껴지는 해방감이 여행 아닐까요. 가족 모두 각자
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여행으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죠. 무
엇보다 아이들에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고요.”
아이들의 인성을 우선하며 키우는 김희호 기술주임 부부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데 여행만큼 좋은 게 없다고 믿는다. 여행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 모습에 명옥 씨는 흐
뭇하기만 하다.
“저희 가족은 부지런히 여행을 떠나요.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정해진 틀이나 익숙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죠. 캠핑, 갯벌 체험 등이
저희가 즐겨 하는 여행 과목이에요.”

우주 놀이터에서 즐기는 화목한 시간
가족이 도착한 이번 여행지는 강화도에 위치한 옥토끼우주센터. 우주의 신비와 자연생
태공원이 공존하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아이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놀이터요,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주는 환상의 공간이다.
실내 공간과 야외 공간으로 나뉜 이곳에서 가족은 먼저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처음 만
난 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공원. 열두 살 경민이는 아빠가 로봇 이름을 틀렸다며

귀여운 핀잔을 건넨다. 경민이는 로봇 이름뿐 아니라 공룡의 숲에서는 공룡 박사답게
발음도 어려운 공룡 이름을 척척 알아맞힌다. 로봇과 공룡 구경을 마치고 가족은 사계
절 썰매장으로 향했다. 아빠와 아이들은 곧장 썰매에 몸을 싣고 시원한 미끄럼을 즐긴
다.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듬직함과 고마움으로 이내 차오른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최고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죠. 쉬는 날에
는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 화목한 것 같아요. 큰아들 경민이는 유순하고 무난한 성격이
고, 둘째 규민이는 욕심이 많은 만큼 제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죠. 책임감 강하고 가
정적인 아빠를 보고 자라서일까요.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정말 감사해요.”
가족은 실내 전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별자리 목걸이를 만들고 다양한 우주 체험을
하는 아이들 얼굴에는 천진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인생 최고의 선물, 바로 가족
아산MDF공장에서 샌더 공정을 담당하는 김희호 기술주임은 올해로 입사한 지 23년이
됐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첫 직장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다. 그의 나이 서른
살에 스물일곱 살 명옥 씨를 만나 결혼했다. 김희호 기술주임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

The joy of traveling

의 옆자리와 엄마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명옥 씨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Kim HuiHo’s family marks every place they visit
together on a map. Their goal is to visit as many places
in Korea as possible. Their latest trip to Ganghwa Island
in Incheon included a visit to a children’s space center,
where they learned about the mystery of the universe
and nature. The family enjoyed every moment of their
time together. Kim and his wife are now planning their
next family trip with their two sons, who they hope will
grow up healthily physically and mentally.

“아들 둘 키우느라 아내가 고생이 많았어요.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이
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얼마 전부터는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아내만의 시간을 보
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가족은 2년 전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했고, 경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사내에서 진
행한 ‘아빠! 우리 어디 가?’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다른 나라 탐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는지 경민이는 해외여행이 가고 싶단다. 경민이의 바람대로 올 연말 가
족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들만의 예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랜드마크가 있는 시드니
이병헌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싱글라이더>에는 하버브리지, 오페라하우스, 본다이 비치 등 시
드니(Sydney)를 상징하는 명소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중 오페라하우스는 누구나 아는 호주 여
행의 ‘필수 요소’로 백미는 단연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건축 디자인이다. 배의 새하얀 돛, 조개
껍데기, 오렌지 등 디자인 모티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건물의 형태가 독창적임에는 틀림
없다. 오페라하우스와 마주한 하버브리지도 시드니의 랜드마크다. 1932년에 완공됐는데, 아치형
의 구조 때문에 ‘옷걸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치교
를 따라 오르는 하버브리지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쾌한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도시를 여행하는 색다른 방법
‘바이크 투어’와 ‘나이트 펍 투어’는 가보지 않았어도 가본 것처럼 익숙한 도시 시드니를 낯설게
보여준다. 바이크 투어는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도심 속을 이리저리 다니는 여행법이다. 현지
의 전문 여행사를 통하면 코스와 소요 시간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맥주와 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트 펍 투어’가 제격이다. 나이트 펍 투어에 참여하면 1915
년에 문을 연 호주 최초의 아이리시 펍을 비롯해 제가끔 개성적인 맥줏집을 순례하며 호주산 맥
주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천혜의 대자연도 백미
시드니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우선 블루마운틴이 눈에 띈다. 시드니 서쪽 약 100㎞ 지점에 위치
한 국립공원으로 장대한 협곡과 우렁찬 폭포 그리고 기기묘묘한 암석들이 어우러져 있다. 블루
마운틴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가파른 선로를 오르는 열차에 몸을 실어도 좋고, 통유리로 된 케이
블카에서 계곡과 세자매봉을 내려다보는 것도 흡족하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대자연과 온전하
게 접속하는 경험 역시 만족스럽다. 블루마운틴 부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천 동굴인 제
놀란이 있다. 곳곳에 마련된 조명과 음향 시설은 동굴 내부를 한결 드라마틱하게 꾸며준다.

영화 <폭풍 속으로> 속 수려한 절경을 따라서
경찰과 용의자, 두 사나이의 운명적 만남을 담은 영화 <폭풍 속으로>에는 빅토리아(Victoria)주
의 벨스 비치가 등장한다. 파도가 맹렬해 특히 서퍼들이 열광하는 해변은 세상에서 가장 수려한
해안 도로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를 따라 남서쪽으로 71㎞ 지점에 있다. 도

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퇴역 군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탄생했다. 13년이 소요
된 대역사는 1932년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완공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드라
이브 내내 이어지는 주변의 절경은 왜 이 도로를 ‘감동과 경외의 천릿길’이라고 하는지 스
스로 말해준다. 하이라이트는 포트 캠벨 국립공원. 미꾸라지 같은 도로 아래로 수십 장 길
이의 해안 절벽이 끝을 모르고 이어져 있다. 포트 캠벨에서 차로 5분 거리에 협곡 ‘로크 아
드 고지’가, 그리고 15분 거리에는 런던브리지가 있다. 역시 탄성을 금할 수 없는 자연의
걸작이다.

스크린 속 청정 호주의 감동
호주산 장르 영화인 <다잉 브리드>와 <더 헌터>에 배경을 제공한 태즈메이니아(Tasmania)
는 호주 동남쪽 바다에 떠 있는 섬이자 호주에서 가장 작은 주(州)다. 섬 전체 면적은 우리
나라 3분의 2쯤 되지만 인구는 50만 명에 불과해 ‘청정 호주’에서도 가장 깨끗한 자연을
보유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태즈메이니아 면적의 40%가 국립공원 혹은 세계자연유
산 및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도인 호바트(Hobart) 시내에서 B64 도로에 올라
12㎞가량 나아가면 웰링턴산 정상에 도착한다. 호바트 최고의 전망대로,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파노라마 뷰가 발아래 펼쳐진다. 호바트에서 태즈먼 하이웨이를 타고 넘어가면
로즈니힐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통쾌하다. 돌출된 부분에 각양각색의 집
들이 모여 있고, 그 배후의 창창한 바다에는 순백의 요트들이 그림처럼 떠 있다. 아이를 동
반한 가족 여행객에게는 보노롱야생동물공원을 추천한다. 캥거루, 코알라, 웜뱃 등을 만
날 수 있다. 태즈메이니아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브루니섬은 태즈메이니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미식의 본고장이다.

Landmarks and pristine nature from movie scenes
Australia is a country where fancy, sophisticated cities are juxtaposed with wild, pristine nature. Sydney, the backdrop of the
Korean movie “Single Rider,” is home to many tourist attractions,
such as the Harbor Bridge, the Opera House and the Bondi
Beach. They are ideal for bicycling and night pub tours. The Blue
Mountains on the outskirts of the Sydney metropolitan area is
home to pristine nature. The movie “Point Break” about a police
cop and a suspect who were destined to meet features the Bells
Beach in Victoria, Australia. Its Great Ocean Road is one of the
most scenic coastal drives in the world. Tasmania, an island state
in Australia and the backdrop of the movies “Dying Breed” and
“The Hunter,” is known for its untouched clean nature.

방식의 일방적 형태가 아니라 동화그룹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자재가 중요한
소재 사업의 특성과 운영 흐름을 공유했다.

Issues and goals shared through a conversation with an executive
The low-ranking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 and Dongwha M Park met with
Dongwha Enterprise Vice President Lee SiJoon in Dongwha Culture Village on the
morning of August 21. The first program of the workshop was aimed at promoting
employees’ understanding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mproving their work
skills and promoting communication.
Vice President Lee SiJoon outlined Dongwha’s global business plan centered on the
materials business. He said that although Dongwha has overcome challe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three or four
year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future is never guaranteed.
임원과 함께 나누는 운영 이슈와 비전

역량 성장의 바탕이 되는 개인 목표와 인사 제도

8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 사원, 대리들이 동화컬처빌리지에서 동화기업

임원과의 대화 이후에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준비됐다. 그동안 1박 2일의 워크숍 일정에서 대부분

이시준 부사장을 맞았다. 글로벌 경영 환경과 회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인사 제도의 이해, 실무

첫째 날 저녁에 있던 레크리에이션을 첫날 오전으로 배치한 것이다. 커다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역량 강화,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2017 챌린저 비전 워크숍의 첫 프로그램은 임원과의

효과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손을 맞잡고 짝을 이루며 낯선 동료들과도 금방 어울릴 수 있었다.

소통 시간이었다.

동화기업 사원관계팀 민경석 대리는 “비전 목표 실천의 기본은 동료와의 화합이다. 초반에 있었던

이시준 부사장은 동화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덕분에 동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프로그램에

설명했다. 2013년까지 좋지 않았던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최근 3~4년간 실적 향상을 거두었지만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미래를 함부로 재단할 순 없다는 현실 인식이 전제가 된 강의였다. 특히 앞으로의 비전은 ‘Top-down’

오후에는 인재개발실과 인사팀 주도의 ‘개인 성장 목표 수립’과 이를 위한 ‘인사 제도’ 강의가 이어졌다.

교육생들은 외국어, 직무 전문성, 수행 능력, 도전 정신 등 동화인의 성장 가치를 함께 고민했다. 각 조에서 추구하는
업무 역량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선정 이유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수긍할 만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인재개발실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조직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다고 교육생들을 독려했다.
인사팀 윤득수 팀장은 인사 제도 위주의 강의를 준비했다. 딱딱한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해법을 찾게 하는 형태였다. 특히 “측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평가 제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직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사 제도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지금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사원·대리 역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차 교육의 마지막은 2020년 8월 어느 날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교육생들은 나눠 받은
색지에 글로벌 비전에 걸맞은 성장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만의 미래를 채워나갔다. 저녁 시간에는 소통 캠프가
준비됐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만찬을 즐기는 시간이어서인지 모두들 온전히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근무지가
같아도 부서가 다르면 만나기 어려운 직장 생활 가운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Individual goals and personnel management as foundation of growth
After the meeting with the vice president, an ice-breaking session was organized. Unlike at
previous workshops, when recreational activities were mostly held on the first evening, this time
they were held in the morning. The participants had a great time together to exciting music and
special effects playing through huge speakers. Min KyongSeok of Dongwha Enterprise said
that camaraderie i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company’s goals and that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bond quickly thanks to the ice-breaking session provided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the participants took the time to devise their personal goals and learn about
personnel management.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Team to ponder the meaning of Dongwha employees’ personal growth by learning foreign
languages, building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taking on challenges. Although each team set
priorities on different things, they all presented convincible explanations.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Team encouraged the participants by saying that whatever choices they made,
there are always opportunities in their organization to realize them.
Team Manager Yoon DukeSoo gave a lecture on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the
form of questions and answers to inspire the participants to find answers on their own. By citing
management consultant Peter Drucker’s saying,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the lecturer emphasized that evaluation can be burdensome, but it is imperative for managing
an organization. He also added that the personnel system keeps evolving and improving, and
urged the participants to make the best use of it.
The final program of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asked the participants to write letters to
their future selves living three years from now on colored paper. The participants imagined
how they would grow in the next three years in line with the global vision. In the evening, a
communication camp was held. The participants had dinner together and focused solely on
listening to one another.
나를 알고 타인을 알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둘째 날 일정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생들은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후배 직원에게 하는 조언을 가정한 의제 설정과 대화는 각별했다. 각 조에서 제시한 조언

주제는 역량과 품성에 있어서의 신뢰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뤄졌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고민할
기회는 적었지만 생각해보면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김진혁 강사는 ‘조하리의 창’ 이론을 들어 내가 아는 나와 타인이 아는 내가 서로 일치해야 공감할 수 있다면서
의견을 표현하는 대화를 자주 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말하지 않고 손짓 몸짓으로만 진행하는 ‘퍼즐 조각 맞추기’
시간에는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소통하려 애쓰는 팀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강조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동화기업 특판영업팀 안정은 사원은 “트랙 전환 입사 10년 차인데 이 같은 교육은 처음”이라면서 “동료들의
얼굴을 새로 알게 돼 기쁘다. 워크숍 첫날 부사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회사 이슈 덕분에 업무를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됐고, 자부심이 생긴다”고 교육 소감을 남겼다.
오후에는 휴먼 스킬 체크 위주로 진행됐다. 개인 고유의 성향을 ‘에고그램’으로 진단하고 해석함으로써 타인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소 명쾌하게 정의하지 못했던 자신의 소통 방식이 그래프로 드러나자
소통의 길도 보였다. 갈등 관계에 있는 타인의 에고그램을 추정하고 이때의 소통법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는 대화 스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요점과 이유, 증거, 강조 등 논리적으로 대화를
구성하는 ‘PREP법’, 주제를 빠르게 추출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는 ‘홀 파트법’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는 아메리카 다코타 인디언의 “미타쿠예 오야신!”이라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우리 모두는 연결돼 있고
모두가 나의 친척’이라는 뜻을 되새기며 소통으로 하나 되는 동료애를 목청껏 표현했다.

Communication skills for understanding me and others
On day two,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o communicate in an organization. First, they
discussed ways to solve conflicts that may occur in an organization through simulated

situations in which senior coworkers give advice to their juniors on how to earn credibility
for their work skills and character.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although they had few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this issue, they all knew how to solve conflicts.
Lecturer Kim JinHyuk advised the participants to have more conversations in which they
can express their opinions. He cited “the Johari window,” a technique used to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and others. What we think about
ourselves may be different from what others think about us. But consensus can only be
reached when these two viewpoints coincide. During the puzzle time,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o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gestures without saying anything. It once
again made them realize the importance of strong communication skills in a team.
An JungEun of Dongwha Enterprise said that it was her first time receiving such training
since joining Dongwha about ten years ago. She added that it was a nice opportunity to
meet other Dongwha members.
In the afternoon, the workshop focused on people skills. The participants comprehended
their personalities through ego-grams, and discussed how they should interact with others.
The ego-grams provided them with clear answers on how they should communicate
with others and solve conflicts. In the finale, a lecture was given on conversation skills. It
introduced the prep method (point-reason-evidence-emphasis) and the “whole-partwhole” method, which arranges topics according to their significance.
The lecture ended with the phrase “Mitakuye Oyasin,” a prayer of the Lakota people of
North America meaning “we are all related.” This prayer of oneness and harmony with all
forms of life best describes the spirit of camaraderie of Dongwha members.

동화그룹으로 하나 된 순간
이제 막 글로벌 동화의 식구가 된 신입사원들과 함께한 신입사원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7월 24일부터 29일까
지 베트남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한국일보와 동화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게 될 유학생 직원들을
포함한 동화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함께해 서로를 이해하고 동기애를 돈독히 다질 수 있었다. 더불어 동화인
으로서 정체성과 애사심을 함께 키우는 시간이 돼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One family
The overseas trip for new employees took place on July 24-29 in Vietnam. This
year, the overseas trip for the first time included students who had been hired by the
Hankook ilbo and Dongwha Malaysia. It was an opportunity for all new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o get to know one another and bond. It was a meaningful trip that also
helped them to feel pride in being members of the Dongwha Group.

국가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신입사원들이 베트남 탄손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치는 기색
도 없이 참가자들은 베트남에서의 첫 일정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 시작은 전쟁박물관과 통
일궁 견학이었다. 이어서 호찌민 시내를 돌아보며 짧게나마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베트남 사람들을 이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슬픈 과거와 동시에 밝은 미래를 지닌 베트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배우
고 나아가 동화라는 글로벌 그룹의 일원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국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
해하고 받아들일지 고민해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과 명소를 둘러보는 것뿐 아니라 실질
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신입사원
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들과 온정을 나누며 따뜻하고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Time for understanding other countries and people
The new employees arrived at Tan Son Nhat International Airport full of passion and
curiosity. They looked forward to spending their first day in Vietnam. The trip began with
a visit to a war museum and the Reunification Palace. They also toured downtown Ho Chi
Minh to acquaint themselves with Vietnam and its people. The travelers learned about
Vietnam’s tragic past and bright future, and pondered how to embrace other cultures
and people as members of the global corporation. In addition to touring historic sites,
the travelers also delivered daily necessities to those in need to help the local community. They bonded with locals who received their help and spent a meaningful time
together.

우리의 글로벌 역량!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선도해야 할 글로벌 시장.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번 해외 탐방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총 5개 조로 이루어진 25명의 동화그룹 신입사원들은 해외 탐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베트남 시
장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을 꾸준히 탐구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동화그룹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

advancement into the Vietnamese interior decoration market, and studying ways to
help employees stationed in Vietnam to adapt to life in the country. The projects helped
the new employees improve their insights and global skills by carrying them out right
on the spot after long preparations.

는 나라로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 위치에서 최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한편 최근에 MDF 제2라인 건설과 가동으로 더욱 뜨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VRG동화. 그곳을 방문해 현재의

열심히 일한 우리, 베트남의 지금을 즐기다!

동화를 있게 한 선배들의 글로벌 역량을 눈앞에서 확인한 시간은 동화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일주일간의 해외 탐방 일정은 현재의 베트남 호찌민 그 중심에서 마음껏 즐기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신입사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각자 계획하고 알아보고자 했던 것들

됐다. 이국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유니콘섬과 빈트랑 사원이 위치한 미토시를 방문해 베트남인들의 이색적인

을 탐구하며 역량을 키워나갔다. 더불어 ‘베트남 시장에 동화그룹 홍보하기’, ‘베트남 인테리어 시장 진출 가능

생활 모습을 만나보고 호찌민에 위치한 노트르담 성당과 중앙우체국, 호찌민 시청 등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

성 탐구’, ‘베트남의 피서 문화 탐방을 통한 주재원 현지 적응법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준비했다. 이는

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도 둘러봤다. 다양한 활동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보람이 컸던 신입사원

책이나 인터넷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긴 시간을 거쳐 준비한 연구 활동인 만큼 통찰력을 기르고 글로벌 역량을

해외 탐방. 이번 일정을 밑거름으로 28기 신입사원들이 그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동화그

향상하는 토대가 되었다.

룹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Nurturing global competence

Enjoying Vietnam after hard work

The 25 new Dongwha members split into five teams to search for ways to discover the
new potential of the Vietnamese market, where Dongwha has a solid presence.
VRG Dongwha has been busy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MDF production
line. When the new employees visited VRG Dongwha and met with their seniors who
made Dongwha what it is today, they felt an enormous sense of pride in their workplace.
It inspired them to explore the site and carry out their missions. The missions included
publicizing Dongwha in the Vietnamese market, studying the potential of Dongwha’s

The one-week tour ended with fun and healing time in Ho Chi Minh City. The
employees visited the exotic Unicorn Island and My Tho, where the famous Vinh Trang
Temple is located to learn about the lives of ordinary Vietnamese. They also stopped
by the Notre-Dame Cathedral in Ho Chi Minh, the Central Post Office and City Hall to
witness Vietnam’s past and present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travelers felt tired
sometimes because of their tight schedule, it was a fulfilling time for everyone. It helped
them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inspired them to nurture global compet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