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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은 1948년 창업 이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동화기업은 국내 보드 및 건장재 사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고,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업확장에 성공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목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목재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한 길만 뚝심있게 걸어오며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전 세계 보드의 기준을 만들며 마켓 리더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보드 중심의 성장가도를 달려온 동화는 화학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며 다시 한 번 글로벌 시장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축적된 화학분야 R&D 역량을 기반으로 최근 태양합성, 동화핀란드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사업경쟁력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시장 탐색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추가하며 7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사업분야와 미디어 사업분야도 차별화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엠파크는 자동차 사업분야에서 선진화된 중고차 매매단지를 선보이며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불투명했던 기존 중고차 거래 문화의 뿌리깊은 악습을 걷어내고, ‘신뢰’의 가치를 더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의 ‘기준’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사업은 생각과 위치가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견이 수렴되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될 수 있는 사회, 

그럼으로써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화의 핵심가치는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와 혁신, 윤리투명경영 입니다. 

이 가치들은 동화 내 다양한 사업분야, 해외 곳곳에서 일하는 동화인들의 일하는 기준이며, 이는 곧 핵심역량으로 켜켜이 쌓여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객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혁신하고 도전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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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Message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미래를	그리다

Vision &
Core Value

보다,
높은	가치실현을	위한
흔들림없는	우리만의	기준

 동화그룹 회장  승 명 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Vision  

우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와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실현합니다.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으로 

고객과 동료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며,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Core Value HAPPINESS

TRUST

RESPECT
FOR TALENT

CHANGE &
INNOVATION

INTEGRITY



Global
Dongwha

HongKong

•  Dongwha International

동화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토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탄탄히	뿌리내린	혁신의	습관이			
글로벌	동화의	기틀을	그리다

•  동화기업 

•  대성목재 

•   Dongwha Korea Branch Office  
•  동화기업

•  태양합성 

•  엠파크

•  한국일보 / 코리아타임스

Korea

Malaysia

•  Dongwha Malaysia

Vietnam

•  VRG Dongwha
•  Dongwha Vietnam
•  Dongwha Hanoi
     Rep. Office

•  Dongwha Australia

Australia

•  Dongwha Finland

Finland

USA

•  Dongwha USA

UAE

•  Dongwha Dubai

Indonesia

•  Dongwha Indonesia Rep. Office

India

•  Dongwha India

7Global DongwhaDONGWHA GROUP 6

•  WOOD PANEL 
•  CHEMICAL
•  AUTO LIFE
•  MEDIA

•  WOOD PANEL 
•  CHEMICAL
•  AUTO LIFE
•  MEDIA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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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PANEL
보드

 동화기업
. 보드 (PB/ MDF/ MFB)
. 건장재 (바닥재/벽장재 /도어/몰딩)

 동화말레이시아
. 보드 (MDF/MFB)

 동화호주
. 제재목

 VRG동화 (Vietnam)
. 보드 (MDF/MFB)

 대성목재
. 보드 (PB)

화학
CHEMICAL

 동화핀란드
. TEGO Film

 동화기업
. 수지
. LPM
. TEGO Film

 태양합성
. 수지
. 방사유제
. 수성에멀션 접착제

AUTO LIFE
오토라이프 미디어

MEDIA

 엠파크
.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캐피탈
. 중고차 할부금융

 엠파크서비스
. 중고차 상품화 서비스

 엠파크이지옥션
. 중고차 판매 / 구매 서비스 

 한국일보
. 종합일간지

 동그람이
. 동물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한국일보 E&B
. 미스코리아

 코리아타임스
. 영자신문

Group
Structure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Dongwha
History

1110Dongwha HistoryDONGWHA GROUP

1990 ~ 2000

1991.11 수지공장 준공

1992.02 LPM/MFB 공장 준공

1992.03 왁스공장 준공

1993.02 승명호 대표이사 취임

1994.11 MDF 2공장 준공

1994.12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1995.07 동화기업 코스닥 상장

1995.08 동화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1995.08 PB 2공장 준공

1996.05 강화마루공장 준공

1996.08 호주 제재사업 진출

1998.08 그린팩토리 준공

2000.09 대성목재공업㈜ 인수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1948 ~1974

1948.04 	 동화기업	주식회사	설립

1967.08 	 동화개발	주식회사	설립

1970.12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니동화개발㈜	설립

1971.09		 	국내	최초	저목장	준공

1972.03	 	인천	제재공업단지	준공

1974.06	 	동화기업,	가구공장	준공

동화의 시작

1975 ~ 1989

1977.09 PB공장 준공

1985  제재 사업 중심에서

                   PB 중심 사업구조로 개편

1986.10 국내 최초 MDF공장 준공 

1988.07 원창흥업 박판 MDF공장 준공 

1989.07 포르말린공장 준공

대한민국 대표 목재기업으로 성장

2001 ~ 2010

2001.11 ERP 구축

2001.11 GreenNet (인트라넷) 가동

2003.05 동화기업 CI 변경

2003.06  말레이시아 Golden Hope Fiberboard 인수

2003.10 동화홀딩스 지주회사 체재 출범

2005.07 한솔홈데코 아산 MDF공장 인수

2005.08 뉴질랜드 Rayonier MDF 인수

2006.03 BSC 성과관리체계 도입

2006.11 말레이시아 Merbok MDF 인수

2007.05 말레이시아 Guthrie MDF 인수

2008.08  베트남 합작법인 ‘VRG Dongwha ’  설립

2008.08  글로벌 경영혁신 체계

                   (GPI, Global Process Innovation) 구축 

경영혁신과 세계화

2011 ~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2011.10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 그랜드 오픈

2012.08 베트남 VRG Dongwha, MDF공장 1라인 준공

2013.05 Dongwha Australia 신규 제재공장 준공

2013.10 동화홀딩스㈜ 지주회사 탈퇴 

  -  동화기업(보드), 엠파크(오토라이프)

     중심으로 기업 구조 개편

2014.04 동화그룹 신규 CI 발표

2014.09 온라인 중고차 경매 서비스, 엠파크이지옥션 론칭

2015.01 한국일보 인수 / 코리아타임스 인수

2015.06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

2016.11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허브 개장

2016.12  엠파크, BNK 캐피탈과 합작 할부금융사 

‘엠파크캐피탈’ 설립

2017.04 동화기업, 정밀 화학기업 ‘태양합성’ 인수

2017.08 베트남 VRG Dongwha, MDF 2라인 공장 준공

2017.10 동화기업 핀란드 Kotkamills Imprex 인수 

2019.01 동화기업, 보드와 화학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소재, 화학, 오토라이프, 미디어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동화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보다,
앞선	걸음으로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새기다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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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of
Business

동화컬처빌리지

동화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산을 위한 프리미엄 공간으로 글로벌 동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동화의 비전과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설립일 2013년 10월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708-38           전화 +82-31-8034-4608~9           홈페이지 www.dongwhaculturevillage.com

보다,
앞서	준비한	저력으로	
매일의	기회에	성공을	그리다	

Philosophy of BusinessDONGWHA GROUP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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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PANEL
보드

CHEMICAL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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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외	생산기지	확장

2012. 08 
‘VRG Dongwha MDF’(베트남) MDF 공장 

동화는 1996년 호주 진출 이후

해외 생산기지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는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 것입니다.

2003년 말레이시아, 2008년 베트남, 2017년 핀란드에

연이어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재 사업의 수직계열화 

1992
LPM / MFB	사업	시작
1992. 02
LPM / MFB 공장 준공

동화는 1992년 LPM / MFB 공장을 

준공하며 보드에 디자인을 더했습니다. 

보드는 가구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꾸며,

가구 트렌드와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화기업은 다양한 질감과

특화된 패턴을 개발하며

보드의 고부가가치화에 앞장서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파티클보드	사업	시작

1977. 09
파티클보드 공장 전경

동화기업은 파티클보드 공장 준공을 계기로  

원목 수입과 제재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사업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던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PB의 생산은 목재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국내 목재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977

2019~
보드와	화학	중심	사업	구조	개편

2017
동화핀란드 전경

동화는 보드와 화학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며 글로벌 화학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지, 표면재, 

테고필름과 같은 주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화학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1996
강화마루	사업	시작

1996. 05
강화마루공장 준공식

동화기업은 1996년 강화마루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주거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화마루는 가구 원재료와 건설 자재로

사용하던 보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9
화학	사업	시작

1989. 07
포르말린 공장 전경

동화는 1989년 7월 포르말린 공장을 시작으로 

수지와 왁스 공장을 준공하며

PB와 MDF 생산에 필요한 화학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제품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원가 절감과 함께 경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생산된 화학제품은 PB와 MDF제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도 병행하며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재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보드와 화학을 넘어 건장재 사업으로 확장하며

목재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었습니다.  

목재 사업의
수직계열화

1972
인천	제재공업단지	조성

1972. 03
인천 제재공업단지 전경

1972년 3월 동화기업은

인천 가좌동 임해지구에 국내 최초로

제재 공업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가좌동 860만㎡에 이르는 부지를 대상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가좌동 목재 단지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동화가 조성한 제재공업 단지는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본산지로 자리잡으며,

오늘날까지 목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86
MDF	사업	시작
1986. 10
국내 최초 MDF 공장 준공

1970년대 파티클보드 사업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동화기업은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중밀도섬유판) 시장 진출을

결정한 것입니다.

1986년 10월 공장을 완공한 동화기업은 

본격적인 MDF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파티클보드 사업을 개시한 데 이어

MDF를 생산함으로써 동화기업은 본격적인 

기술집약적 제품 생산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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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_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은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로 주로 사용되는 PB, MDF 등의 보드 제품과 보드를 활용한 목질 바닥재 및 벽장재와 

같은 건장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드 분야에서 동화기업은 1986년 국내 최초로 MDF 공장을 설립하며 보드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후 동화기업은 2000년 대성목재, 2005년 한솔홈데코 아산 공장 인수를 통해 보드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보드 분야의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드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3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한 동화기업은 국내외에서 보드 업계 리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건장재 분야는 1996년 국내 최초의 강화마루공장 준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강화마루는 가구 원재료와 건설 자재로

사용되던 보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동화기업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화기업은 강화마루 출시를 통해 국내 바닥재의 표준을 PVC 바닥재에서 목질 바닥재로 바꾸며 대한민국 주거공간의 패러

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동화기업은 바닥재 분야에서 제품의 품질강화와 더불어 원목마루, 강마루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국내 마루판매 1위 브랜드인 ‘동화자연마루’의 입지를 견고히 했습니다. 동화기업은 국내 대표 건장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화디자인월’, ‘동화자연도어’, ‘섬유판 강마루 나투스 진’ 등 신규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1948년 4월  2일

_

사업장	_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2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80
              공장 : 보드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181-40

      건장재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
                      화학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_

전화	_ 보드 사업  +82-2-2122-0653
          건장재 사업  +82-1899-2837   

          화학 사업  +82-32-585-0728
_

홈페이지	_ 동화그룹 www.dongwha.com  /  동화자연마루 www.greendong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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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_ Daesung Wood

1936년 설립된 대성목재공업은 국내 목재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온 목질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서해안 임해지구라는 최적의 공장입지조건을 근간으로 오랜 기간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2000년 동화기업의 대성목재 인수를 계기로 첨단 설비와 기술력이 더해져 보드 생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대성목재는 동화기업과 함께 국내 PB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보드 생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디지털 퍼스트 시대에 맞는 생산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1936년 6월 9일 (인수일 2000년 11월)
_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_

전화	_ +82-32-770-9027

VRG	동화	_ VRG Dongwha

VRG  동화는 동화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 VRG( Vietnam Rubber Group)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했습니다.

VRG 는 베트남 원목 조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영기업으로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MDF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 온 동화의 기술력에 베트남의 자원과 노동력이 더해진 VRG  동화는

설립 이후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최고 품질을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VRG   동화는 2012년 MDF 1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베트남 내 MDF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 두 번째 MDF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MDF 2라인 설비 추가로 연간 총 48만㎥의 MDF를 생산하게 된 VRG  동화는 글로벌 MDF 생산 업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1라인에서는 후판 위주의 두꺼운 제품을 생산하고, 제2라인은 얇은 박판 위주의 MDF를

생산하며 생산효율도 크게 높였습니다.

동화기업은 VRG  동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뛰어난 MDF 생산 기술력과 노하우를 글로벌 시장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2008년 8월 8일

_

사업장	_ LLot G. Minh Hung III Industrial Park, Minh Hung commune, 

                 Chon Thanh District, Binh Phuoc Province, Vietnam
_

전화	_ +84-651-364-5500

_

홈페이지	_ www.dongwha.com/vnen

대성목재  | VRG 동화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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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말레이시아	_ Dongwha Malaysia

동화기업은 2003년 말레이시아 닐라이(Nilai) 지역의 골든 호프 플랜테이션 (Golden Hope Plantations Sdn. Bhd.) 사를 

인수하며 동화 말레이시아를 설립했습니다. 동화 말레이시아는 연이어 머복(Merbok), 쿨림(Kulim) 지역 공장을 인수하며 

말레이시아 보드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목재 자원이 풍부한 닐라이, 머복, 쿨림에 각각 생산시설을 갖춘 동화 말레이시아는 MDF와 MFB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지와 LPM을 자체 생산하며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내수 시장을 넘어 중동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판로를 넓혀

동화기업 브랜드를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Nilai Plant     1993년 (인수일 2003년 10월)

Merbok Plant     1992년 (인수일 2006년 11월)

 Nilai Plant     1996년 (인수일 2007년 5월)

_

사업장	_ Nilai Plant     Lot 3726 & 3728, Nilai Industrial Estate, Mukim Setul, Daerah Seremban,

                                           71800 Nilai, Negeri Sembilan, Malaysia
Merbok Plan     Lot 2998, Jalan Raya Merbok, 08400 Merbok, Kedah Darul Aman, Malaysia
Kulim Plant     Lot 833, Mukim Padang Meha, 09400 Padang Serai, Kulim, Kedah Darul Aman, Malaysia

_

전화	_ Nilai Plant +60-6-799-3000   Merbok Plant +60-4-457-3070   Kulim Plant +60-4-402-2100
_

홈페이지	_ www.dongwha.com/my

동화	호주	_ Dongwha Australia

동화기업은 1996년 호주에 제재목 생산 공장을 가동하며 처음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제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화기업은 2011년 호주 봄발라(Bombala) 지역의 제재기업 

Willmott Timbers를 인수한 뒤 대규모 제재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준공된 동화 호주의 

신규 제재공장은 연간 30만 톤의 원목을 사용하여 15만 ㎥ 규모의 다양한 제재목과 데크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화 호주는 신규 제재공장 설립을 통해 봄발라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산림 관리, 원재료와 제품 운송 등

유관 산업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1996년 8일

_

사업장	_ 1 Sandy LANE Bombala NSW 2632, Australia

_

전화	_ +61-2-6459-5555

_

홈페이지	_ www.dongwha.com/au

동화 말레이시아  | 동화 호주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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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	이상의	가치를	품은
행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다

MFB (Melamine Faced Board) 

MFB는 LPM시트를 PB, MDF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착시킨 가공보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설비를 통해 

다양한 규격과 패턴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용도 : 가구 / 인테리어 자재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원목 섬유질에 친환경 접착제를 도포한 후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PB보다 가공성, 재단성이 

우수하여 고급 가구나 인테리어 자재에 사용합니다.

* 용도 : 가구 / 인테리어 자재

보드

PB (Particle Board) 

목재칩에 친환경 접착제를 도포한 후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 용도 : 가구 / 인테리어 자재

강화마루	ㅣ 100% 국내산 소나무만을 원재료로 사용한 

건강한 마루입니다. 내구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강마루 (합판 강마루)	ㅣ 내수성이 높은 합판을 중심소재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열전도성이 높고 바닥재 표면을 강화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바닥재

강마루 (섬유판 강마루)	ㅣ 동화기업이 자체 개발한 섬유판을 

중심 소재로 사용한 SE0 등급 친환경 제품입니다.

내구성, 내수성, 열전도성이 뛰어나 한국식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마루 바닥재입니다.

제품소개 

제품소개WOOD PANEL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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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벽장재

상업용	타일	ㅣ나무, 대리석, 화강암, 카펫 등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상업용 고급  타일 바닥재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륨	ㅣ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여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PVC 바닥재입니다.

나무 무늬결의 질감을 살린 섬세한 디자인과, 손쉬운 관리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원목마루	ㅣ 천연 원목 단판에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적용한 고급 바닥재로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스페이스월	ㅣ 벽면에 상품을 전시, 수납할 수 있는 디스플

레이 전문 마감재입니다. 매장의 특성이나 기호에 맞게 패턴과 

규격을 달리 선택하여 감각적인 공간을 꾸밀 수 있으며,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수납이 필요한 주거용 / 사무용 / 상업용 공간

에코스텍	ㅣ  고급 인테리어 마감효과를 갖춘 고품격 인테리어 

흡음벽장재입니다.

* 용도 : 음향전문공간 / 가정용 거실

디자인월	ㅣ  국내 최초 목질 벽장재로 석재, 원목,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의 질감을 사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또한, 방염 

인증을 획득한 방염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에도 걱정 없습니다.

* 용도 : 가정용 / 사무용 / 상업용 공간 인테리어 벽장재

악세스플로어	ㅣ 전선이 다량으로 배선되는 전산실이나 

통신실의 배선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바닥재

입니다.

탑플로어	ㅣ 이중 바닥 구조로 특수 시공하여 내진성, 내구성, 

안정성, 차음성이 뛰어난 바닥재입니다.

학교용	마루	ㅣ 학교 및 체육관 시설에 사용되는 고품질 

친환경 바닥재입니다. 비접착 클릭 시공법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선사합니다.

동화자연몰딩	ㅣ 우드 패턴과 석재 패턴으로 이루어진 몰딩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컬러와 

패턴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도어	/	몰딩

동화자연도어	ㅣ 습기에 강한 ABS판넬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를 적용한 ABS
도어와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프레임을 장착하여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중문 도어 제

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소개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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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Korea 
-  동화기업 

-  태양합성

Finland 
Dongwha Finland

CHEMICAL
화학사업은	보드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표면재,	수지의	자체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태양합성과	동화	핀란드를	인수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편	기존	진출해	있는	사업장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434,000 sheets대한민국 (인천) 14,234,000sheets

핀란드 (코트카) 200,000sheets

LPM(MSF) 연간	생산량

36,611,000 sheets대한민국 (인천) 17,056,000sheets

핀란드 (코트카) 19,555,000 sheets

테고필름(PSF) 연간	생산량

199,000 ton대한민국 (인천_가좌동) 31,000 ton

대한민국 (인천_북성동) 131,000 ton

대한민국 (인천_태양합성) 37,000 ton

합성수지(표면재)	연간	생산량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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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_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의 화학 사업은 보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표면재, 수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89년 수지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보드 생산에 필요한 화학제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화학 분야의 R&D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사용되는 테고필름을 생산하였고,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없는 친환경 수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 유일 친환경 신소재 나프보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은 화학 사업의 R&D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력 사업인 보드사업에 경쟁력을 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1948년 4월  2일

_

사업장	_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2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80
              공장 : 보드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181-40

      건장재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
                      화학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_

전화	_ 보드 사업  +82-2-2122-0653
          건장재 사업  +82-1899-2837   

          화학 사업  +82-32-585-0728
_

홈페이지	_ 동화그룹 www.dongwha.com  /  동화자연마루 www.greendongwha.com

태양합성	_ Taeyang chemical

동화기업이 2017년 4월에 인수한 태양합성은 액상 페놀수지 생산량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학제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페놀수지 이외에도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초산비닐수지 등의

각종 수지 제품과 폴리프로필렌 섬유용 방사유와 같은 각종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은 태양합성 인수를 계기로 화학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화학 사업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1986년 2월 (인수일 2017년 4월)

_

사업장	_ 본사 / 1공장 / 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번길 34

               2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번길 19
_

전화	_ +82-32-811-3100~3 
_

홈페이지	_ www.sunresin.co.kr

동화기업  |  태양합성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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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핀란드 _ Dongwha Finland

동화 핀란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사용되는 테고필름과 강마루 제조에 사용되는 페놀수지 함침 시트인

코어 스톡 등의 다양한 함침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은 2017년 10월 세계 3위 테고필름 생산 기업인 핀란드의 

코트카밀 임프렉스를 인수하며 글로벌 테고필름 업계 Top 2에 올랐고 이후 동화 핀란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내 목재업계 최초로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동화기업은 동화 핀란드를 기반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새로운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2017년 9월 (인수일 2017년 10월)

_

사업장 _ P.O.Box 62-63 FI-48101 Kotka, Finland
_

전화 _ +358-50-517-8698
_

홈페이지 _ www.dongwha.com/fi 

업계최초
ISO 인증 획득

화학제품 / 표면재

제품소개 

화학 제품

건축 산업 분야의 기초 화학 제품 (포르말린, 멜라민, 

요소, 요소수)과 열경화성 수지(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연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화학 제품 

임가공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용도 :  건축 단열재용, 페놀폼용, 필터용, HPL필름용,산업용 화학제품 등

멜라민 필름 (LPM)

LPM (Low Pressure Melamine)은 목질 자재에 열압 

접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친환경 표면 

마감재입니다. 다채로운 무늬가 인쇄된 모양지를 

멜라민과 요소 수지로 함침하여 생산하며, 방염 · 도장 · 

오버레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용도 : 가구표면 마감재 (상판, 도어, 응용재),인테리어 마감재/HPM용 등

테고 필름 (TEGO Film)

테고 필름은 크라프트 원지를 페놀수지에 함침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합판에 열압 접착한 테고 필름은 내수성 및 

내오염성이 좋아 건축용 표면마감재로 사용됩니다.

* 용도 : 건축용 콘크리트 패널, 가축용 막사 패널, 외장 인테리어 패널 등

동화 핀란드  |  제품소개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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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융 중고차 판매/구매 서비스

Business
Concept

엠파크캐피탈 

방문고객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차량구매를 도와주는 

중고차 할부금융 서비스입니다.

엠파크이지옥션

고객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투명한 판매 가격을 

제공하는 최적의 내 차 팔기 서비스입니다.

38Business Concept

엠파크

국내 최대 규모와 One-Stop 서비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중고차 유통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엠파크서비스 

중고차 성능 정밀검사 및 품질연장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중고차 상품화 서비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 문화를 만드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의	리더		

AUTO LIFE

AUTO LIFE

오토라이프사업은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를	중심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투명했던	중고차	시장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에게	신뢰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4140

History

HistoryAUTO LIFE

오토라이프 사업진출 영업개시 및 확장 사업 확장 / 브랜드 정립

2007.09	 동화디벨로퍼㈜  설립 

2006

2010.07 엠파크랜드 준공 ( 구 카트러스트)  

2011.02 사명 변경 ( 동화오토앤비즈 ㈜ ) 

2011.05 엠파크타워 준공  

2012.03 엠파크서비스 설립 

2013.06	 사명 변경 ( 동화엠파크 ㈜ )  

2010

2014.02 엠파크 BI 변경 

2014.09 엠파크이지옥션 론칭 

2016.10 엠파크허브 준공   

2016.12 엠파크캐피탈 설립 

2018.11 사명 변경 ( 엠파크 ㈜ ) 

2019.02 엠파크 CI 변경

2014

2010.7 엠파크시티 랜드 준공 2010.07  엠파크랜드 준공 (구 카트러스트)

2014.9 엠파크이지옥션 론칭2014. 09  엠파크이지옥션 론칭

2011.5 엠파크시티 타워 준공2011.05  엠파크타워 준공 2015.5 엠파크 다이렉트 론칭2012.03  엠파크서비스 설립2011.10 엠파크시티 Grand Open2011.10  엠파크 그랜드 오픈

2015.6 엠파크시티 허브 착공2016.12  엠파크캐피탈 설립 2019. 2 엠파크 BI 변경2019. 02  엠파크 CI 변경2016.10 엠파크 허브준공2016.10  엠파크허브 준공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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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폭넓은	선택,	편리한	쇼핑

국내 최대 규모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엠파크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상품 차량을 한자리에서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엠파크는 방문 당일 차량 구매에서 이전 등록, 자동차 금융, 자동차 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또한 엠파크에는 차량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40여 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접 

중고차를 시운전해 볼 수 있는 시승트랙, 음식점, 커피숍 등 휴게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한 중고차 쇼핑이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차단,	신뢰	기반	거래문화	조성

엠파크는 매매단지 내 상품 차량별 출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입출고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단지 현황과 100% 일치하는 실매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매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레임센터를 운영해 불투명한 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구매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객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AUTO LIFE

철저한 입출고 관리 시스템 국내 유일 시승트랙 보유

단지 내 차량검색 키오스크 깨끗한 백화점식 단지 환경

아늑하고 따뜻한 휴게공간 넓고 쾌적한 전시공간

대한민국 No.1 자동차 매매단지

엠파크

국내 최고 시설의 자동차 매매단지

1만대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전시장과 1,500대 이상의 넓은 고객 주차장을 보유한 엠파크는 

160여 개가 넘는 중고차 상사가 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선진 거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엠파크는 전시규모 1만 대가 넘는 국내 대표 중고차 유통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

엠파크는 160여 개가 넘는 중고차 상사 입점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가 가능한 매매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단지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2011년 10월

_

사업장  _ 엠파크허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2
               엠파크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9
_

전화 _ +82-1544-4967
_

홈페이지 _ www.m-park.co.kr

연면적	 52,893m2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매매상사	 36개

근린생활시설	 4개

전시대수	 2,500대

고객주차장	 300대 

랜드

연면적	 94,938m2

규모	 지하 1층 / 지상  9층

매매상사	 51개

근린생활시설	 20개

전시대수	 3,630대

고객주차장	 660대 

허브

연면적	 99,873m2

규모	 지하 1층 / 지상 9층

매매상사	 81개

근린생활시설	 85개

전시대수	 4,500대

고객주차장	 600대 

타워

엠파크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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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성능점검서비스

엠파크서비스는 중고차 성능점검과 품질 보증, 사진촬영 등 상품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입점 상사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돕고, 

엠파크에서 유통되는 중고차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_

설립일 _ 2012년 3월

_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엠파크허브 +82-32-299-1500
엠파크타워 +82-32-268-5001 
엠파크랜드 +82-32-299-8000

엠파크이지옥션 서비스 특징

기존의 내 차 팔기, 엠파크이지옥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참 쉬운 서비스 엠파크이지옥션은 내가 타던 차를 온라인 경매에 올려 쉽고 간편하게 파는 서비스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평가, 서류 절차, 차량 탁송, 경매, 판매, 대금 입금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 상품화 서비스

엠파크서비스 온라인 경매를 통해 내 차를

올려파는 신개념 내 차 팔기 서비스

엠파크이지옥션

엠파크	방문고객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차량구매를	돕는	엠파크캐피탈

엠파크캐피탈은 고객들이 중고차 금융거래에서 갖고 있던 다양한 불만사항을 느끼지 못하도록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성공의 척도로 삼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달성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고객들을 위한 금융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엠파크캐피탈이 추구하는 기업이념입니다.

_

설립일	_ 2016년 12월

_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8, N101호

_

전화	_ +82-1600-5435
_

홈페이지	_ www.mparkcapital.co.kr

안전하고 든든한

엠파크캐피탈

전문	평가사가	진행하는	공정한	차량평가

엠파크 소속 차량평가사인 이지매니저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서 내 차를 팔고 싶은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지매니저는 경매에 차량 정보를 올리는 중개자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과 차량 가격 흥정을 하지 않으며, 

고객은 경매를 통해서 공정하게 차량 가치를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는	모바일	경매

최고가만 알려주는 다른 가격비교 서비스와 달리 엠파크이지옥션은

입찰에 참여한 회원사의 입찰 금액을 전부 공개하여 투명한

경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바일 경매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300여 개 이상의 회원업체가 참여하여 단 한 번의 경매로

수십 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_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_

전화	_ +82-1600-0084
_

홈페이지	_ www.m-parkeasy.co.kr

AUTO LIFE

쉽고	편리한	엠파크이지옥션	절차

단지 자체 성능점검

상담 & 
출품 신청

01

차량
매각 확정

04

방문 평가

02

대금 수취 &
차량인계

05

엠파크
이지옥션 진행

03

차량
명의이전

06

엠파크서비스  |  엠파크캐피탈  |  엠파크이지옥션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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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에 앞장서는

뉴미디어	시대의	리더	

MEDIA

미디어사업은	뉴미디어	시대에	잘못된	보도	문화를	바꾸고	진정한	책임	언론의	전범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뉴스	수용자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문

온라인	

블로그		 포스트	 동영상	 오디오		 SNS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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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한국일보는 1954년 6월 9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첫 신문을 발간한 이후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라는 사시 (社是)를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이 사시는 특정 이념과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공정한 시각으로 진실 보도에만 앞장서겠다는 한국일보 구성원들의 의지와 각오의 다짐입니다. 

2015년, 창간 61주년을 맞아 오랜 부실경영의 적폐를 해소하고 재창간을 선언한 한국일보는 창간 사시에 더해

‘공존, 통합, 사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정론지로서 생각과 위치가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견이 수렴되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될 수 있는 사회, 그럼으로써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편집 방향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언론이 극심한 이념, 지역, 정파, 세대 갈등의 덫에 갇혀 공정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국내 유일의 중도 정론지로서 창간 이래 어떤 정파와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곧게 제시하는 공존과 통합의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뉴스와 콘텐츠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등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_

홈페이지 _ www.hankookilbo.com

MEDIA

창간 확장 사업 확장 / 브랜드 정립

1954.06  한국일보 창간 
 (창간 발행인 : 장기영, 태양신문이 모태)

1954.07 제1기 견습기자 6명 공채 
 (언론계 최초 견습기자 공채 시행)

1955 한국일보 발행 부수 5만 부 돌파

1955.11 제1회 경부역전마라톤대회  
 (부산 ~ 서울 대역전경주대회) 개최

1957.05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개최

1960.01 한국출판문화상 제정

1965.02 한국일보 지령 5,000호

1969.05 한국일보, 한국 신문 최초로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 빌딩에 주미사무소 개설

1969.06 신사옥 준공 
 (지하 3층, 지상 13층, 故 김수근 설계)

1969.06  미국 LA에서 < 한국일보 미주판 > 발행

1971.08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창설, 
 제1회 개최 (서울운동장)

1977.09 77년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고상돈 대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복 

1954 1980

2012.04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2012.06 한국일보 서체 변경

2012.07 한국일보 2만 호 기념 독자 사진축제 

2013.06 편집국 폐쇄. 파행 발행

2013.07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년 만에	부활

2013.08	 한국일보 정상 발행

2014.05	 한국일보닷컴 출범

2014.10 DMC 디지털 드림타워 착공

2015.01	 동화그룹, 한국일보 인수

2015.05 한국일보, 중구 세종대로 와이즈타워로 
 사옥 이전

2015.06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

2015.07 디지털 초판 신문 (PM7 한국일보) 발행

2017.07 동그람이 출범

2018.04 한국일보 E&B 출범

2019.02 한국일보그룹 CI 정립

2012

공존과 통합의 조정자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1C 문화 리더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시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

한국일보 편집국 한국일보 편집국

1954.6  창간호 1955.11  경부역전마라톤대회 1957. 5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1971.8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2009.11  호주한국일보 창간 2015.1  동화그룹, 한국일보 인수 2015. 6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

1991.12  조·석간 동시 발행1954.06  창간호 1955.11  경부역전마라톤대회 1957. 05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1971. 08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2009.11  호주한국일보 창간 2013.8  한국일보 정상 발행2013.08  한국일보 정상 발행 2014.5  한국일보닷컴 출범2014.05  한국일보닷컴 출범 2015. 01  동화그룹, 한국일보 인수 2015. 06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

1991.12  조·석간 동시 발행

1980.06 한국일보 주최 80미스유니버스 서울대회 
 (세종문화회관) 개최

1981.04	 한국일보 창간 26년 10개월 20일 만에 
 지령 1만 호 기록 
	 < 한국 시단 (詩壇) > 2,500회 기록

1987.10  한국일보 노조 설립 (국내 첫 언론노조) 

1991.08  국내 최초 전국동시 인쇄시대 개막 

1991.11  편집국기자 자정결의, 
 기자단 참여 배격, 부패척결 선언

1991.12  조·석간 동시 발행, 29년 만에 
 조·석간 발행체제 부활 (~ 93.11.30) 

1998.03  전면 가로쓰기 단행

2001.06  국내 언론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결합체계인 ‘모바일 코드 (M코드)’ 도입 
 다양한 정보와 사진, 동영상을 휴대폰
 무선인터넷과 PC를 통해 전달

2003.11  프랑스 르몽드지 
 ‘4대지 한국일보는 중산·서민층을   
 대변하는 중도적 신문’ 보도

2004.07  ‘색채의 마술사 샤갈’ 展 개최

2007.02  한국일보, 명동 한진빌딩으로 이전 
 (중학동 사옥 매각)

2007.11  ‘불멸의 화가 반 고흐’ 展 개최

2009.11  호주 한국일보 창간

한국일보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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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일보 문화사업은 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문학상

한국출판문화상

한국일보 신춘문예 그린하우징 어워드

문화예술

팔봉비평문학상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중독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

공익 & 캠페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클린리더스

21C 문화 리더 

한국일보

한국일보MEDIA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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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시아포럼 한국아카데미

한국포럼

포럼

거북이마라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스포츠 & 레저

21C 문화 리더 

한국일보

한국일보  |  한국일보 E&B  |  동그람이

대한민국 현 시대의 미인상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변화해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스코리아와 뷰티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일보 출자 자회사인 한국일보 E&B를 설립하였습니다.

Entertainment & Beauty
한국일보	E&B

미스코리아

1957년 시작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한국전쟁 직후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위로와 기쁨을 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문화 콘텐츠’입니다.  미스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평화적 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미스코리아는 지성과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재능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_

홈페이지 _ https://www.misskorea.or.kr

동그람이는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동물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일보와 네이버가 합작 설립한 ㈜동그람이는 네이버 메인의 ‘동물공감’ 판을 운영 중입니다. 실용적인 팁부터 인사이트 

가득한 콘텐츠까지 생산 및 큐레이션 하면서, 국내 대표 동물포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매해 보호자들을 위한 교육과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_

홈페이지	_ www.hankookilbo.com/vertical/animal 
_

메일	_ animalandhuman@naver.com 
_

SNS	_ 포스트  post.naver.com/animalandhuman

            블로그  blog.naver.com/animalandhuman 

            페이스북  www.facebook.com/animalandhuman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animal_n_human

            동영상채널  tv.naver.com/animalandhuman 

            오디오채널  audioclip.naver.com/channels/977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동그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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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추구하며 국내 독자들과 전 세계 독자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04 코리아타임스 창간 50주년 기념식     05 코리아타임스 창간 50주년 기념식

    02 코리아타임스 지령 2만 호 달성

    01 코리아타임스 지령 2만 호 달성코리아타임스 지령 2만 호 달성 코리아타임스 창간 50주년 기념식 코리아타임스 창간 50주년 기념식

코리아타임스 지령 2만 호 달성     03 Foreign Investors Forum 2015Foreign Investors Forum 2015

코리아타임스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후인 11월 1일 창간호를 발간한 한국 최초의 

영자신문으로서 국내 영자신문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난 65년간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왔으며, 창간의 정신이 켜켜이 쌓인 2015년 4월 3일, 국내 영자신문으로는 최초로 지령 2만 호를 발행했습니다. 

코리아타임스는 한국일보 자매지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업가, 관광객,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상사원들을

주요 독자로 확보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외교가 소식을

전하는 ‘Embassy Row’ 및 한국의 전통예술을 소개하는 ‘Traditional Art’섹션,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Thoughts of Times’ 칼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houghts of Times’는 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 언론 최초의 

독자가 참여하는 칼럼으로 세계 시민을 위한 양방향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임스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사시

코리아타임스 사시 (社是)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에는 1950년 창간 이후

권력의 감시자, 민의의 대변자, 사회의 균형자로서 지켜온 중도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의 영원한 

정신인 이 사시대로 어떤 정파나 좌우 이념에 휘둘림 없이 오직 중도적 입장에서 공정한 사회의 균형자,

올바른 최종 판단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편집 방향

코리아타임스는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준수하는 중도 영자신문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한 줄기 빛으로서 국내의 독자들과 전 세계 독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감은 물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신문이지만 최신 뉴스와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통해 가장 젊은 생각을 담은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_

홈페이지 _ www.koreatimes.co.kr

소개

영어교육 장려활동 신춘음악회

한국문학번역상 다문화청소년상

주한 외교관, CEO테니스 대회 대학생 경제 에세이 콘테스트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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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홈페이지 _  www.dongwha.com
 화학	사업	 공			장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전			화 _ +82-32-585-0728

동화	핀란드	 홈페이지 _  www.dongwha.com/fi 
  사업장 _  P.O.Box 62-63 FI-48101 Kotka, Finland
  전			화 _  +358-50-517-8698

태양합성	 홈페이지 _  www.sunresin.co.kr
 화학	사업	 본사	/	1공장	/	기술연구소 _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번길 34
  2공장 _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번길 19
  전			화 _ +82-32-811-3100~3

Dongwha DirectoryDONGWHA GROUP

보드 동화기업	 홈페이지 _  www.dongwha.com 
	  서울사무소 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2
	  본			사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80

 보드	사업	 공			장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MDF)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PB)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181-40(MDF)
  전			화 _  +82-2-2122-0653

	 건장재	사업 공			장 _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
  전			화 _  +82-1899-2837

대성목재	 보드	사업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전			화 _  +82-32-770-9027

동화	말레이시아  	 홈페이지 _  www.dongwha.com/my
 Nilai Plant  사업장 _  Lot 3726 & 3728, Nilai Industrial Estate, 
     Mukim Setul, Daerah Seremban, 71800 Nilai,
       Negeri Sembilan, Malaysia 
  전			화 _  +60-6-799-3000

 Merbok Plant 사업장 _  Lot 2998, Jalan Raya Merbok, 08400 Merbok,  
       Kedah Darul Aman, Malaysia
  전			화 _  +60-4-457-3070

 Kulim Plant 사업장 _  Lot 833, Mukim Padang Meha, 09400 Padang 
    Serai, Kulim, 
    Kedah Darul Aman, Malaysia
  전			화 _  +60-4-402-2100

VRG 동화	 홈페이지 _  www.dongwha.com/vnen
  사업장 _   Lot G. Minh Hung III Industrial Park,
    Minh Hung commune, Chon Thanh District,  
    Binh Phuoc Province, Vietnam 
  전			화 _  +84-651-364-5500

동화	호주 			 홈페이지 _  www.dongwha.com/au
  사업장 _  1 Sandy Lane Bombala NSW 2632, Australia  
  전			화 _  +61-2-6459-5555

화학

오토라이프

한국일보	 홈페이지 _  www.hankookilbo.com
	 	 본			사 _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6~18층

	 	 														㈜한국일보사

  전			화 _  +82-2-724-2114

한국일보	E&B	 홈페이지 _  www.misskorea.or.kr
	 	 본			사 _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
                                                                                             드림타워 10층 한국일보 E&B
  전			화 _  +82-2–724-2626

동그람이	 홈페이지 _  www.hankookilbo.com/vertical/animal 
	 포스트 _  post.naver.com/animalandhuman 
	 블로그 _  blog.naver.com/animalandhuman 
	 페이스북_  www.facebook.com/animalandhuman
	 인스타그램 _  www.instagram.com/animal_n_human
	 동영상	채널 _  tv.naver.com/animalandhuman 
 오디오	채널 _  audioclip.naver.com/channels/977 

	 	 본			사 _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5층

	 	 전			화 _  +82-2-724-2790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 _  www.koreatimes.co.kr
	 	 본			사 _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4층

  전			화 _  +82-2-724-2359

미디어

엠파크	 홈페이지 _  www.m-park.co.kr
	 대표전화 _  +82-1544-4967
  사업장 _  엠파크허브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2
    엠파크타워 _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랜드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9

엠파크서비스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전			화 _  엠파크허브 _	+82-32-299-1500
	 	 	 	 엠파크타워 _	+82-32-268-5001
	 	 	 	 엠파크랜드 _	+82-32-299-8000

엠파크캐피탈	 홈페이지 _  www.mparkcapital.co.kr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8, N101호  

  전			화 _ +82-1600-5435

엠파크이지옥션	 홈페이지 _  www.m-parkeasy.co.kr 
	  사업장 _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
  전			화 _  +82-1600-0084 

the future of Dongwha
a better future

We are building
a brighter future



A BETTER
FUTURE
THROUGH
CHALLENGE
AND
INNOVATION
-

 DONGWHA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