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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다른 이름과 얼굴을 가졌지만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걸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참 많이도 닮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난히도 맑았던 그 날,
한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웃음과 꿈을 더하고 나누며,
조금 더 닮아가며 더 크고 멋진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화 핵심가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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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Dream

우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와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실현합니다.

신뢰

Trust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으로 고객과 동료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인재중시

Respect for Talent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만들어갑니다.

변화와 혁신

Change and Innovation

우리는 지속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며,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그에 따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윤리·투명경영 Ethical Management
우리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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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여 그대여, 꿈으로 세상을 바꿔라!

REAM 2013
꿈이 있는 기업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63년이라는 긴 역사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동화인 모두가 같은 꿈을 갖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불로(不老)기업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CEO’s Message 창립기념사

A company that has a dream never becomes outdated.
Rather than falling into complacency as a 63-year-old company,
we must join our efforts to make Dongwha an “immortal”
corporation by pursing common goals and implementing
change and innovation.
CEO’s Message Speech Commemorating Dongwha F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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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사
두 번째는 국내 재계순위 12위인 두산 그룹의 혁신 사례입니다.
두산 그룹은 1896년 박승직 상점이라는 잡화상점으로 시작해 100여 년간 소비재 산업에 주력해 온 국내 최장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

그러나 두산 그룹은 오늘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 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Infrastuctural Support Business) 구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유난히 눈이 많고 추웠던 지난 겨울을 이겨내고

체적으로는 두산 그룹 내부적으로 소비재 산업으로의 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세계 각 지역에 도시화가 가속 될 것이다’ 라는 판단에 따라 이

희망의 봄을 맞이 하듯,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63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이 미래의 살길이라는 전략하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그간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신 동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 기업 모두 핵심사업을 근간으로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익 원을 찾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기존

특별히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하신 장기근속사원, 성과우수사원,

의 수익 원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실천 우수사원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2011년 신년사에서 밝힌 우리의 두 가지 경영방침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소재 사업군은 내부에 축적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오늘 63주년 창립기념일이 갖는 의미는 회사 존재 자체의 의미보다는 동화인 모두가 글로벌 시

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야 하며, 하우징사업군은 기존 사업을 근간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카라이프 사업군은 동화의 신성장 동력으로

장을 향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화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글로벌 장수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동화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
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화 가족 여러분 !
이제 동화는 비전 2013을 뛰어넘어 글로벌 영속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가슴으로 받아 들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동화인 모두의 뜨거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운 열정을 쏟아 내야 합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개별기업이 50
년, 100년 동안 존속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 일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기업은 늙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수기업의 반열에 동화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에

우리가 단지 63년이라는 긴 역사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동화인 모두가 같은 꿈을 갖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불

충분합니다.

로(不老)기업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러나 고인 물이 썩듯,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이미
그 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체질 개선과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끝으로 창립기념일을 맞아 포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노고를

혁신의 역량을 조직 내 깊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다하지 않는 모든 동화인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동화 인이

서울대 조동성 교수는 “진정한 장수기업은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로 젊음을 유지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불로(不老)기업’ 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동화가 또 다른 변혁의 길목에서 참고할 만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

감사합니다.

하고자 합니다.
첫 째는 미국의 대표적인 굴뚝기업인 듀폰 입니다.
듀폰은 1802년 화약제조업체로 시작하였으며 합성섬유인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성공신
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듀폰은 과거 매출의 25%를 차지하던 섬유사업을 2004년에 과감히 버리고, 스
스로를 “종합 과학회사”로 탈바꿈시켰으며, 최근에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주목하여 종자(種
子)회사인 파이오니어를 사들여 식량산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일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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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HÀUVWRQHLVWKHUHQRZQHG86FRPSDQ\'X3RQW,WZDVIRXQGHGLQDVDJXQSRZGHUSURGXFHU,WVXFFHHGHGE\
GHYHORSLQJWKHV\QWKHWLFIDEULFQ\ORQ%XWLQ'X3RQWEROGO\GLGDZD\ZLWKLWVWH[WLOHEXVLQHVVZKLFKDFFRXQWHG
IRUSHUFHQWRILWVVDOHVDQGZDVWUDQVIRUPHGLQWRDVFLHQFHEDVHGFRPSDQ\5HFHQWO\LWERXJKWWKHVHHGFRPSDQ\
Pioneer to develop the food industry in line with climate change.
7KHVHFRQGFRPSDQ\LVWKH'RRVDQ*URXSRI.RUHDZKLFKUDQNVWKLQWKHEXVLQHVVFRPPXQLW\DQGKDV
implemented innovation successfully. Doosan was founded in 1896 as a small store owned by Park Seung-jik. It is

Beloved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he oldest corporation in Korea that dedicated more than 100 years to consumer goods. But today Doosan is a global
infrastructural support business company. Doosan realized growth limitations in the consumer goods industry

With the arrival of the warm spring after an unusually cold and long winter,

early on and conducted massive restructuring for the social infrastructure business in line with the accelerating

we mark the 63rd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 want to thank you

urbanization trend worldwide.

all for your hard work so far. I also want to express special thanks to longservice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mpany’s growth, employees
who have produced stellar results and those who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implementing our core values.
The day when Dongwha marks its 63rd anniversary is meaningful in that all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are creating new hope to expand our presence
in the global market. Today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successful globally
recognized companies that have survived for a long time and discuss our
future.
The average lifespan of a global company is 15 years. Statistics say that
80 percent of companies disappear within 30 years after their founding.
Staying alive for 50 or even 100 years is like a miracle to a company. We have

We have much to learn from these two examples. Firstly, both these companies produced steady results based on
their core business areas while also unearthing new revenue sources. Secondly, they found revenue sources in new
PDUNHWV7KHVHWZRDVSHFWVDUHVLPLODUWRRXUWZREXVLQHVVJRDOVWKDW,PHQWLRQHGLQWKH1HZ<HDUVSHHFK:H
must produce steady results in our materials business based on the core capacity that we have accumulated so far,
create new revenue sources in the housing business based on existing business areas, and work hard to help our car
life business take root early enough as our future growth engine.
$SDUWIURPDWWDLQLQJLWVYLVLRQ'RQJZKDVWULYHVWRJURZLQWRDJOREDOO\UHFRJQL]HGORQJOLYLQJFRPSDQ\,WLVD
crucial time to look back on ourselves, learn from our past and exert every effort to create a better future. A company
that has a dream never becomes outdated. Rather than falling into complacency as a 63-year-old company, we must
join our efforts to make Dongwha an “immortal” corporation by pursing common goals and implementing change
and innovation.

all reasons to take pride in Dongwha as one of long-living corporations. Bu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ur employees who have received awards for their hard work and praise

we must always bear in mind that the moment we fall into complacency and

the efforts of all Dongwha members, who continue to do their best. I hope that this year as well you will work hard for

stop pursuing innovation and change, we will collapse. Effort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your families and our company.

constantly and innovate our business processes must take firm root in our
organ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o Dong-sung once

Thank you.

said that a genuine long-living company is not one tha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an “immortal” one that maintains its youth by continuously

April 1, 2011

implementing change. Today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two companies that

CEO Seung Myung-ho, Dongwha Holdings

can inspire Dongwha to improv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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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화는 기존의 사업영역인 소재, 하우
징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을 다루고 있는 이번 호에서는 동화의 신
성장 동력의 주력이 될 ‘카라이프 사업’을 이
끌고 있는 ‘신현도 대표’에게 모호하지만, 절
대 없어서는 안될 우리의 ‘꿈’에 관한 전반적
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15

좋은 꿈에는 향기가 있고
세상의 질곡에 대한
방어기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이프 사업 동화오토앤비즈 _ 신현도 대표

1. 상품용차량 확보 지원
중고차유통의 핵심은 양질의 상품용차량을

꿈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재미없고 오히려

누구나 ‘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어느 정도 식상한 소리가
될 만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기엔 어렵고 모호한
것이 ‘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이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꿈”에 대해 동화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압박이 되겠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꿈은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계산이 없는
끊임없는 추구·동경이나 사모함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하고 잠깐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대로 이루기 위해 새롭게 마음 다잡고 행동해야 하는 그 무엇이 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망상이나 요행은 누구나 가
능하지만 꿈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수고한 결과로 내일 그 결실이 주어지는 그러한 속된
차원의 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출현을 기다리며 일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주인공. 결국 그 주인
공이 큰 바위 얼굴 자체라는 나다니엘 호오돈의 소설에서 감지되는 그러한 소박한 기다림 혹
은 그 꿈의 뒤끝이 꿈이 아닐까요?
동기의 순수함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설사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좋은 꿈에는 향기가 있고 세상의 질곡에 대한 방어기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실패가
없다면 90% 이상 수익이 확보됩니다. 적합하
게 확보된 차량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판매를 해 줍니다. 따라서 모든 중고차 시장

2. 상품용차량 매입자금 지원

참가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판매가

중고차 유통은 “자동차를 낀 사채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금융의 영향력

아닌 ‘양질의 상품용 차량에 대한 매입정보’입

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시장에서는 불투명성과 모호성의 리스크 때문

니다.

에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위 검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상품용 차량을

은 돈이나 개별적인 고리대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져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위 Fleet 업체와의 제휴를

엠파크는 유수 캐피탈과의 제휴 및 동화 자체의 지원시스템으로 능력 있는 상사대표나 딜러가

통해 해당 차량이 동화단지 내 입주상사들에

마음껏 영업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성

게 유리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모

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계속적으로 핵심인력을 투입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 캐
피탈의 수도권 공매센터가 엠파크로 이전하
는 것을 비롯해서 향후 기타 유력업체의 이전
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영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중고차유통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매매사원(중고차딜러)의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이러
한 딜러의 확보와 육성은 각 개별상사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신분에 따른 극심
한 이직율로 매매상사는 만성적으로 유능한 딜러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딜러의 입장에
서도 중고차 유통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경로가 없어 상사대표나 선배 등에게 어깨너머 도제
식으로 배우다보니 편협한 지식과 오도된 정보로 인해 시장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카라이프 산업에 대한 정보공유

카라이프 사업이 동화의 궁극적인 꿈은 아니지만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꿈자리는 되겠지요.

엠파크는 입주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인력 양성,공급의 목적으로 전문 중고차딜러 아카데미를

동화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카라이프 산업은 새로운
사업영역이기에 동화가족들에게는
생소하고, 특히 M-Park의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선 자동차 만이 아닌, 일반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비즈니스
영역이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카라이프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동화가족들을 위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자동차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자동차 관련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

개설할 예정입니다. 공적인 권위와 신뢰를 담보받기 위해 서구청과 관련 MOU도 이미 체결한

화는 이제까지는 나무관련 전문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과 정보가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로 자동차 유통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데에 있어 기존 시장에서 구현된 일반적
인 방법으로 보통의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포지셔닝을 정하는 데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순수 전문딜러의 육성·공급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아카데미를 통해 엠파크는 능력과 자부심
을 갗춘 전문 딜러를 확보하게 되고 이러한 딜러들의 한 차원 높은 영업방식을 통해 타 단지
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고객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동화가 자동차유통시장에서 자리

4. 마케팅 지원

잡고자하는 포지셔닝은 마켓 플레이스의 조성과 특화된 활성화 툴의 제공입니다.

분양 혹은 임대 이후 시행사가 뒤로 빠져 있는 여타 단지와는 달리 엠파크는 동화가 시행사 및

자동차 유통 인프라의 조성, 제공 및 지원이 핵심 사업방향인 것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사의 입장에서 계속 단지에 대한 직·간접적 관리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하면 첨단의 시스템이 구현된 현대식 매매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과 이 단지에 입주

무책임한 방치가 아닌 책임감 있는 관리가 있는 단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동화와 입주

한 시장참가자들이 영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핵심경쟁요

상사의 이해와 철학이 합치되는 경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중고차 유통에 적합한, 엠파크에

소를 우리 동화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최적의 광고수단이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마케팅이 있는 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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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확보된 브랜드 파워가 동화와 입주업체들에게 공유되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지원 툴을 통해 엠파크 매매단지가 중고차 유통시장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
면, 이를 기반으로 기타 자동차 유통관련 비즈 모델을 추가로 발굴·육성해 나감으로써 자연
스럽게 자동차유통 클러스터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꿈

동화가족들은 새로운 사업영역인
‘카라이프 산업’에 잘은 모르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도
크시겠지만, 동화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이 될 ‘카라이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주신다면?

카라이프 산업은 잠재성 측면에서 매우 큰 시장입니다 또한 그 범위도 매우 방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시장내에서의 확실한 위상의 구축과 지속

CEO Shin HyunDo _ DW Auto&Biz.

Good dreams have
a special scent and
protect us in
tough times

가능한 성장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카라이프 산업 내에서도 우리의 역량과 환경에
맞는 분야에 둥지를 틀고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영역을 넓혀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포지셔닝의 설정입니다.
중고차 애프터마켓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분야가 모두 우리가 도전이
가능하거나 혹은 성공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뱀같이 냉정한 자세로 동화의 자산, 역량, 문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
에서 우월적인 경쟁요소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사업 자체로서의 안착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동화 전체의 미래상을 그리는데도 오토앤비
즈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합니다. 지난 63년간 동화가 나무라는 소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향후 진행 방향과 전달 메시지

M-Park 기공식이 2010년 1월에
있었고 어느 덧 1년 반이 지나,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카라이프 사업에 진출
합니다. 그간 새로운 사업영역이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카라이프 산업’에 대해
동화가족들에 이야기 하고 싶은 점,
계획·목표 등에 대해 편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왔다면 이제는 자동차라는 전혀 다른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둥지를 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

Dongwha has been striving to expand its business areas to achieve

리가 시도하는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공이 실현된다면 동화 전체의 역량이 과시되고 나

its dreams. In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which is themed after

아가 동화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공고해 지고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reams,” we take a look at Dongwha’s car life business, which has emerged

새로운 시도는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헤쳐 나가야 할 엄청난 장애와 난관도 있으리

as the company’s new growth engine, through an interview with CEO Shin

라 생각합니다. 현재 동화오토앤비즈의 식구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기꺼이 대응해 나갈

Hyun-do, who shared with us his thoughts on the importance of dreams in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succeeding.

카라이프 사업은 동화 전체의 역량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오토앤비즈내 소수 전문가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지셔닝과 기획 등 과정상 불가피하게 전문인력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지만, 향후
운영 및 확장 단계에서는 동화 전체 조직과 역량의 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 낯선 영역이다보니 사내 공모를 해 보아도 오토앤비즈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희망자가 이제까지 없었는데, 향후 공모자가 줄을 설 수 있도록 꼭 성공의 모습을 빨리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엠파크 랜드의 사업착수가 다소 늦어져 우려되기는 하지만 올해 매출목표
1,060억과 이익목표 42억을 달성하기 위해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간절한 꿈은 더욱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63년 전통의 동화가 새롭게 추구하는 이 카라이프 사업이 꿈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동화가족
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Your personal dreams

They say that everybody
must have a dream and that
having a goal and trying
to achieve it is what makes
people happy. But achieving
dreams is a big challeng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f you think of “dreams” as something you must achieve no matter what,
it’s too much pressure and no fun at all. It may sound odd, but dreams
are about pursuing and yearning for something relentlessly without any
calculations. Sometimes it may seem that you have attained your dream,
but if you think of this more, you’ll realize that you must renew your
determination in order to achieve your goals for sure.
It’s not true that everybody has a dream. Anyone can fantasize and have
good luck, but not everyone has a dream. Having a dream is not a simple
reward for our efforts. I believe that dreams are endowed only to people who
do their best to live right. Like in Nathaniel Hawthorne’s novel “The Great
Stone Face,” in which the main character dedicated his life to waiting,
dreaming can be a simple wait. As long as you are sure that your motives
and the way you pursue your dreams are well-intended, the mere fact of
having a dream is rewarding enough, even if your dream never comes true.
Good dreams have a good scent and help us overcome hard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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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rketing support
About the car life business

The car life business is not Dongwha’s ultimate goal but it will help Dongwha

Unlike other car parks, M-Park will provide direct and indirect maintenance

Dongwha has been pursuing
new dreams. To many
Dongwha employees, the
car life business sounds
new, especially the M-Park
business, which includes not
only car-related services but
other services as well. How
would you introduce the car
life business to Dongwha
employees?

attain its goals. The goal of our car business is a bit different from an

suppor t for businesses based there. We want to ensu re responsible

ordinary car service. So far, Dongwha has been known as a manufacturer

management by promoting understanding between Dongwha and the

of wood materials. Delving into a car market without sufficient expertise

businesses based in the park. We will develop the right advertising methods

and knowledge using an existing business model is a huge risk. That’s why

and events to bolster the marketing effect in order to make sure that

we dedicated much effort to choosing the right business model positioning.

Dongwha and the car dealers share their brand power. Once our park secures

In a nutshell, our business positioning in the car market is about creating a

competitiveness in the secondhand car market, we will unearth and develop

marketplace and supplying special activated tools. Our key strategies are

other business models related to car distribution to create a car sale cluster.

the creation and support of car distribution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we will develop the following four areas to create and support a high-tech
sales complex and help businesses that are based in our complex secure
competitiveness.

1. Support in securing cars for sale
The key point of selling secondhand cars is securing good-quality cars at the
right time. Once you get that right, you’re guaranteed more than 90 percent
RISURÀWV7KHULJKWFDUVVHOOZHOORQWKHLURZQ7KDW·VZK\DOOVHFRQGKDQGFDU
dealers are eager to find good-quality cars. We have been developing diverse
business models to make sure that good-quality cars are supplied to the
GHDOHUVLQRXUFRPSOH[WKURXJKFROODERUDWLRQZLWK´ÁHHWµFRPSDQLHV:HH[SHFW

The organization’s dream

Dongwha employees look
forward to the success of the
FDUOLIHEXVLQHVV<RXPXVW
be feeling much pressure
because of that. Why is the
car life business important
for Dongwha’s growth?

The car life business has huge growth potential and scale. But what matters
most is not the scale of the market but the guarantee of sustainable growth and
status recognition. We must lay a solid foundation for the car life business and
develop it steadily. Like I said b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w is
setting the right position. The secondhand car after-market has diverse areas,
but we can’t establish a presence or succeed in all of them. We must choose the
right areas for our company in a coolheaded way based on our assets, capacity
and culture, and find competitive edges in those areas. The role of Dongwha
Auto & Biz is important for ensuring a bright future for Dongwha. Over the

many companies to move to M-Park, like Hyundai Capital‘s car sale center

past 63 years, Dongwha has achieved a lot by developing wood materials, but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now it’s looking to achieve more in a completely new business area called “car

2. Financial support for buying cars for sale

life.” If we succeed in the new area, Dongwha’s capacity will grow while its

Selling secondhand cars is like receiving loans with cars as surety, because

social and economic status will improve further. Trying new things is not just

the role of money is enormous. Nonetheless, there is no systematic funding for

exciting; it’s also a big challenge. The employees of Dongwha Auto & Biz are

buying secondhand cars because of high risk and lack of transparency. That’s

determined to overcome any obstacles. They’re like people who arrived on a

why dependency on black money and high-interest private loans has become

QHZFRQWLQHQWLQWKH0D\ÁRZHU

too high, hampering market development. M-Park will support talented
dealers through partnerships with capital companies and Dongwha’s support.
We will also nurture human resources in this field because we believe in its
growth potential.

3. Support for salespeople
Car dealers are the ones who move the secondhand car market. So far,
secondhand car agencies had to train dealers on their own. But they always
lacked skilled dealers because the turnover rate was too high due to their
low credentials. Car dealers, for their part, had little opportunity to hone
their skills in a systematic way, which resulted in the lack of expertise and
misinformation. M-Park will open a car dealer academy to train car dealers
for companies based in the park. We have already signed an MOU with Seo
'LVWULFWRI,QFKHRQWRVHFXUHRIÀFLDODXWKRULW\DQGWUXVW7KHDFDGHP\ZLOOKHOS
our park train qualified car dealers, who will impress customers with their
outstanding sales methods.

Future goals and message

It takes the capacity of the whole company to conduct the car life business, not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M-Park was held in January
1RZ'RQJZKDLVDGYDQFLQJ
into the car life business in full
JHDU<RXPXVWKDYHJRQHWKURXJK
many trials and errors since then,
and many obstacles still lie ahead
of you.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Dongwha employees about
the goals of Dongwha’s car life
business?

just the capacity of a small group of experts at Auto & Biz. So far, we inevitably
resorted to the help of professionals to set our position and devise business
plans. But from now on, we will need the help of all Dongwha members as we
grow further. So far, nobody has volunteered to work for Auto & Biz because
its business area sounds unfamiliar. But we will soon show you how successful
we can be so that people will stand in a line waiting for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us. We are worried about delays in the opening of M-Park, but we
DUHUHDG\WRGRRXUEHVWWRDFKLHYHELOOLRQZRQLQVDOHVDQGUHFRUG
ELOOLRQZRQLQSURÀWWKLV\HDU'UHDPVGRFRPHWUXHHVSHFLDOO\ZKHQ\RXZDQW
something badly. I hope that Dongwha’s car life business will become our
dream-com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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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꿈으로 달려가는
글로벌 영속기업 동화
동화홀딩스 창립 6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63년 동화의 도전과 성

Aiming for Sustainable Growth
at Ceremony Marking
Dongwha’s Founding
T h i s y e a r, D o n g w h a H o l d i n g s m a r k e d t h e 6 3 r 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by holding a commemorative
ce r e m o ny i n I n c h e o n o n A p r i l 1. I t s e r ve d a s a 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ast six decades and
make new determinations. The ceremony was all
the more meaningful because awards were given to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enhancing
Dongwha’s corporate value. Dongwha’s employees are
its driving force that produces result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rough innovation and relentless efforts. At
the ceremony, Dongwha members made a determination
to make Dongwha a long-living global company.

공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혁신을 다짐
한 열정의 현장이었다. 특히 동화의 기업 가
치를 높인 임직원 포상으로 기념식은 더욱
뜨거웠다. 무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화의 원
동력은 세계 곳곳에서 혁신과 무한 도전으
로 성과를 도출하는 임직원이다. 이날 동화
임직원들은 혁신을 외치며 글로벌 영속 기업
의 비전을 다짐했다.

지난 4월 1일 인천 대강당에서 제63주년 동화홀딩스 창립기념식이

특히 이번 창립기념식에서는 말레이시아 동화가족들의 약진이 눈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63년 역사를 돌아보며 동화 임직원들의 업무

에 띄었다. Great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한 Tan Sai

7KH$FKLHYHPHQW$ZDUGZKLFKZDVODXQFKHGLQ
was given to many employees this year as well. The Great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성장을 다짐하는 도전과 혁신의 페스티벌이

Pheng를 비롯해 High Achievement Award에 Hairul

었다.

Azmi bin Dolah 외 7명의 직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창립기념식에

Holdings), Hwang Sang-yong ( Daesung Wood ) and

먼저 영광의 Great Achievement Award는 박한수 사우(동화

참가해 동화의 혁신 성과와 글로벌 동화의 위상을 느끼며 즐거워했

Logistics Manager Tan Sai Pheng (Dongwha Malaysia

홀딩스), 황상용 사우(대성목재), Logistis Manager Tan Sai

다. 동화의 지속 성장을 일궈낸 20년·15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

Holdings). In the team category, the winners are the Asan

Pheng(동화말레이시아홀딩스)이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팀 포상은

상도 있었다.

MDF Factory of Dongwha Enterprise and the Construction

동화기업 아산MDF공장, 동화자연마루 건장재영업팀이 선정돼 박수

이어 동화 임직원들은 동화 63년 기념영상을 보며 세계로 뻗어가는

Materials Sales Team of Dongwha Nature Flooring. Park

갈채를 받았다.

글로벌 동화의 위상에 자부심을 만끽했다. 1948년 동화기업으로 시

Han-soo received the award for securing a competitive

박한수 사우는 상대적 구매원가의 경쟁 우위 확보와 해외 거래선 개

작해 68년 인천 목재단지, 75년 PB공장, 1986년 국내 최초 MDF

advantage for relative purchasing prices (about 3 billion

발 등 협상경쟁력을 확대해 주목 받았고, 황상용 사우는 PB1공장의

공장 등 늘 ‘최초’의 도전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도모한 혁신의 역사

won) and developing overseas transactions. Hwang Sang-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팀

에 깊이 공감했다.

yong was credited for his leadership in improving quality

포상의 주역 아산MDF공장(이동호 공장장 외 46명)은 혁신 활성화

승명호 회장은 “지금까지처럼 핵심 사업을 근간으로 소재·하우징·카

at the 1st PB Factory and reducing production costs. The

로 공장 분위기를 쇄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0건을 기록했

라이프 사업군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합시다. ‘글로벌 영속기업 동화’

다. 동화자연마루 건장재영업팀(김도균 사우외 7명)은 70개의 유통

라는 같은 꿈을 꾸며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격려했다. 동화 임직원

망을 확보하고 디자인월 매출을 127%나 향상하며 동화 브랜드 이미

들은 “동화 파이팅”을 외치며 지속 성장을 다짐했다.

지를 높였다.

이날 ‘글로벌 영속 기업 동화’라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혁신을 외친

High Achievement Award는 홍승우 사우(동화홀딩스), 박명균

동화 임직원의 얼굴에는 미래의 꿈이 담겨 있었고, 가슴에는 동화의

사우(동화기업), 이준호 사우, 전병완 사우(동화자연마루), 김경수 사

핵심가치가 새겨지고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늘 새롭게 도전하는 수

VDOHVE\SHUFHQW

우(동화오토앤비즈)가 수상했으며, 기술직에서는 김화수 사우, 서동

많은 임직원들이 있기에 동화의 지속 성장, 무한 도전, 영속기업의 꿈

The High Achievement Award went to Hong Seung-

희 사우, 김규용 사우(동화기업), 오형관 사우(동화기업), 홍종화 사

이 더욱 빛난다.

woo (Dongwha Holdings), Park Myung-gyun (Dongwha

우, 이규훈 사우(동화그린켐), 정오중 사우(동화자연마루)가 받았다.

Achievement Award went to Park Han-soo (Dongwha

Asan MDF Factory, which is headed by Lee Dong-ho and
FRPSULVHVHPSOR\HHVZDVODXGHGIRULPSURYLQJWKH
work atmosphere at the factory through innovation, which
resulted in higher productivity and zero safety accidents.
The Construction Materials Team received the award for
securing 70 distribution networks and raising Dizainwall

Enterprise), Lee Jun-ho and Jun Byoungwan (Dongwha

Nature Flooring) and Kim Kyoung-soo (Dongwha Auto
& Biz). Among technicians, this year’s award-winners
include K im Hwa-su, Seo Dong-hee and K im Gy uyong from Dongwha Enterprise, Oh Hyung-kwan (DW
Ent.), Hong Jong-hwa and Lee Gyu-hoon from Dongwha
Greenchem, and Joung Ohjung from Dongwha Nature
Flooring.
Dongwha Malaysia Holdings employees drew particular
attention at the ceremony for their achievements. The
Great Achievement Award went to Tan Sai Pheng, while
the High Achievement Award went to Hairul Azmi bin
Dolah and seven others. They attended the ceremony in
person and learned about Dongwha’s innovation and its
rising global status.
L ong -ser v ice employe es a ls o r e ceived awa rd s for
their contribution to Dongwha’s sustainable growth.
Participants also watched a video about Dongwha’s
growing global presence, which inspired them to take pride
in their company. They were impressed by Dongwha’s
achievements over the past six decad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wood complex in Incheon, the PB factory
LQDQGWKHQDWLRQ·VÀUVW0')IDFWRU\LQ´/HW·V
generate new profits through our new businesses, such
as materials, housing and car life, based on our existing
core business. Let’s work hard toward our common goal
of making Dongwha a long-living global company,” said
Chairman Seung Myung-ho. Dongwha employees shouted
encouraging slogans and made a determination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for their company.
At the ceremony, Dongwha members looked determined
to achieve their dreams by implementing Dongwha’s core
values. Thanks to its employees stationed all over the
world, Dongwha’s dream of attaining sustainable growth,
setting more milestones and surviving for a long time is
all the more im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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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화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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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성과의 선순환, 연결고리는 화합과 소통
지속성장의 창조전략은 꿈이다. 명확한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꿈은 한계를 뛰어
넘어 성장을 이뤄내고 만다. 글로벌 동화의 튼튼한 초석 Great Achievement

성공적인 업적달성의 비결은 무엇일까? 기술직 Great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한 대성목재 PB공장 황상용 사우가 찾은 답은 화합이다. 황상용 사우는 직원
들의 작은 변화를 통해 화합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침체됐던 PB

Award 수상자들처럼. 최고의 업적을 달성한 주인공들은 모두 개인이 아닌 팀워

공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그는 매일 조회마다 안전구호를 외치며 직원들을 다독였

크가 성과를 더욱 높였다고 말한다. 물꼬를 트는 것은 개인일 수 있지만, 동료와

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임원진의 적극적인 협조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며 동화가족 모두에

자신감을 갖게 된 직원들은 문제해결 시간을 줄였고, 설비의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장 멀티형 사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펑불량 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밀도
편차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면서 2010년 경영 계획을 85%까지 달성했다. 황상용
사우는 “화합이 최선이다. 마음을 열고 협조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증가된 생산
량은 화합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성과들은 관심과 소통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Great Achievement
Team Award의 주역인 동화기업 아산MDF공장 이동호 사우는 직원들이 스스
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통에 힘썼다. 그의 열정에 동화된
아산공장 직원들은 스스로 현장의 리더가 되어갔다. 소통의 혁신은 공장 분위기를
쇄신했고 혁신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생산성을 높였다.
이동호 사우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직원들이 일에 재미
를 느끼면서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관심과 배려로 직원들 스스로 일하
는, 신바람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동호 사우 _ 동화기업/아산MDF공장
Lee Dong-ho _ DW Enterprise’s Asan MDF factory

고객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
관심과 탐색으로 원가혁신의 기초 다져

고객 가치로 새로움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Great Achievement Team

사무직 Great Achievement Award에 빛나는 동화홀딩스 전략구매팀 박한수 사

Award의 또 다른 주역, 동화자연마루 건장재영업팀을 맡고 있는 김도균 사우는 고객에게 새로

우는 재료원가 상승시기에는 상대적 원가를 줄이는 것이 혁신이라 생각하고 원가 경

운 가치를 제시하며 디자인월의 성공 신화를 만들고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고객이 원하는 가

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탐색했다. 먼저 COP 케미컬 협의체를 통해 구매, 생산

치를 먼저 제시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건장재영업팀 팀원들

정보를 탐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협의체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다각도에서 혁신을 이루어 갔다.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선을 탐색하며 단가협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김도균 팀장과 팀원들은 똘똘 뭉쳐

화학원재료를 통한 구매원가 경쟁력 확보, 해외신규 거래선 개발, 화학 원재료 최적

고객을 위한 최상의 가치를 제안하여 한남동 타운하우스(원목마루) 수주, 70개 유통망 확보 등

구매시스템 등은 그 결과물이다. 박한수 사우는 “나는 제안만 했을 뿐, 성과를 이룬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김도균 팀장은 “대표님들의 지원과 함께 고생해준 디자인 팀의 도움이

것은 팀이었고 팀워크이다. 특히 김홍진 대표 등 임원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힘이 됐

컸다. 같이 성장하는 우리 팀은 하나”라고 자랑했다.

다. 공을 돌린다면.. 바로 우리 팀이 베스트 솔루션”이라며 웃었다.

박한수 사우 _ 동화홀딩스 / 전략구매팀
Park Han-soo _ DW Holdings’ Strategic Purchasing Team

김도균 사우 _ 동화자연마루 / 건장재영업팀
Kim Do-kyun _ DW Nature Flooring’s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Team

024 Dream 2013

Dreams are one of the prerequisites
of sustained growth. Clear goals and
dreams overcome boundaries and
achieve growth, like the winners
of Dongwha’s Great Achievement
Award. They all agree that their
achievements were the result of
strong teamwork in their respective
teams. They say that though
individuals can take an initiative, it
takes the proactive collaboration
of coworkers and management to
produce stellar results. The award
winners also expressed their thanks
to the Dongwha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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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ous cycle of successful results connected by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What is the secret of successful achievements? Hwang Sangyong from Daesung Wood’s PB factory, who received the Great
Achievement Award among technicians, says the answer is
“solidarity.” Mr. Hwang displayed his leadership skills by
achieving solidarity and innovation through small changes
implemented by his coworkers. To improve the work atmosphere
at his factory, he had his coworkers shout safety slogans at every
meeting and encouraged them. Whenever a problem arose, he
KHOSHGWKHPÀQGVROXWLRQVRQWKHLURZQWKURXJKGLDORJXH
As a result, the factory employees regained confidence, reduced
their problem-solving time and prepared for technical problems
Value Award 수상자들

in advance. They cut costs by improving quality and minimizing
GHQVLW\GHYLDWLRQDQGDFKLHYHGSHUFHQWRIWKHEXVLQHVV

Dongwha’s Dream of
Taking Challenges and
Growing Together

plan. “Solidarity is the best solution. If you work with an open

황상용 사우 _대성목재 / PB공장
Hwang SangYong _ Daesung / PB Factory

heart and mind, your productivity goes up and in turn bolsters
solidarity further. It’s a virtuous cycle,” says Mr. Hwang.

Innovation is what customers look for

Successful results begin from concern and communication. Lee

There are ways to innovate new things using

Dong-ho from Dongwha Enterprise’s Asan MDF factory, who

customer value. Kim Do-kyun from Dongwha

received the Great Achievement Team Award, worked hard to

Nature Flooring’s Construction Materials

improve communication in his team so that his teammates could

Sales Team, another winner of the Great

enjoy what they do. Inspired by his enthusiasm, his teammates

Achievement Team Award, has been making

Achieving cost innovation through concern and exploration

gradually became leaders of their workplace. Good communication

the Dizainwall a hit product by suggesting a

Park Han-soo from Dongwha Holdings’ Strategic Purchasing Team,

improved the atmosphere in the factory and boosted its innovative

new customer value. He believes that when

ZKRLVWKHZLQQHURIWKLV\HDU·V*UHDW$FKLHYHPHQW$ZDUGDPRQJRIÀFH

activities, resulting in higher productivity. “My teammates realized

competition is fierce, it is important to meet

workers, searched for ways to enhance Dongwha’s price competitiveness

that they can do anything as long as they are determined, and

customer needs by suggesting new values

by reducing relative prime costs when prices of raw materials went up.

GLVFRYHUHGWKHMR\RIZRUNZKLFKUHVXOWHGLQKLJKHUZRUNHIÀFLHQF\

to them first. Members of the Construction

First, he looked up information on purchasing and production through

It’s important to inspire and excite your coworkers by caring about

Materials Sales Team have been innovating

COP Chemical and built systematic partnership. He also dedicated

them,” says Mr. Lee.

their work processes on various levels by

much effort to improving management at COP Chemical and negotiated

staying up-to-date on the latest trends and

prices by unearthing places that sold products for cheaper prices. As a

discovering new marketing channels in

result, he secured purchasing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chemical

person. Mr. K im and his teammates say

materials, developed new overseas transactions and built an optimal

confidently that they have done everything

purchasing system for chemical materials. “I just suggested my ideas,

they can. They have joined their hands to

while it was my team that achieved the results. CEO Kim Hong-jin and

suggest the best values to their customers. As

other executives provided their all-out support. I’m very grateful to my

a result, they won an order for installing wood

team,” says Mr. Park.

f looring at a townhouse in Hannam-dong,
Seoul, and secured 70 distribution networks.
“It’s all thanks to the support of our CEOs
and Design Team members, who worked

DMH 물류팀 _ Tan Sai Pheng
DMH Logistics _ Tan Sai Pheng

really hard. We are one team that grows hand
in hand,” says Mr. Kim proudly.

026 Drea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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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Achievement Award (개인)

Great Achievement Award (팀)

Great Achievement Award (Individual category)

Great Achievement Award (Team category)

“진심을 다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조화) : 아산공장 변화와 혁신에는 팀원들의 관심과 노력 및 동

우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공장장님과 여러

화 가족 전원의 격려와 지원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오늘(변화) : 2011년 성과목표 달성 및 아산 Project 조기 안정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내일(경쟁력): 국내 최고의 경쟁력, 신바람 나고 일하고 싶은 공장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하여 달려온 결과입니다.

- 이동호 사우 -

저는 단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대표자격으로 이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되고 성장할

<HVWHUGD\ +DUPRQ\ &KDQJHDQGLQQRYDWLRQDWWKH

수 있는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Asan Factory were the result of my teammates’ hard

– 황상용 사우 –

work and the support of the entire Dongwha family.”
7RGD\ &KDQJH $FKLHYHPHQWRIJRDOVDQGHDUO\

“Thank you all sincerely. I want to thank my factory chief

stabilization of the Asan Project

and teammates for helping me receive this award. It’s the

7RPRUURZ &RPSHWLWLYHQHVV 7KHPRVWFRPSHWLWLYH

result of our joint efforts because achieving your ultimate

factory in the nation where people work with excitement

goal all by yourself is impossible. I am honored to receive

and love what they do

this award on behalf of my coworkers. I will continue

- Lee Dong-ho -

to apply my best effort to make things better and grow
further.”
- Hwang Sang-yong -

회장님 이하 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김정수 대표, 그 외 전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은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들고 건장재의 활성화를 위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에 있어서 특히 성과가 나오기까지

당 팀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기쁨을 내일의 기쁨으

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대

로, 팀의 기쁨을 회사의 기쁨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표하여 받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겸손하고 나보다 주

각고의 노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를 먼저 살피며 항시 도움이 되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

- 김도균 사우 -

겠습니다.”
– 박한수 사우-

I want to extend my gratitude to CEOs Eom Heung-joon and Kim
Jung-su as well as the entire Dongwha family. I will think of this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 efforts of

award as a prodding for me to improve

one individual are not enough to produce results. I will

further and will do my best to promote

humbly accept this award on behalf of my team and I

construction materials. I will cherish this

promise to do my best to help my coworkers.”

joy to make my team and my company

- Park Han-soo -

happy. I will repay by working harder and
producing better results.
- Kim Do-kyun -

ORPORATE Culture
동화 가족 간에 몸을 부대끼고 힘을 모아가며 하나의 동화가
될 수 있는 단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Special theme-1 열정 한마당, 하나되는 동화

I hope that today’s event will bolster your solidarity and
improve communication.
Special theme-1 Dongwha Festival Full of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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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1

2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3

4

5

비가 온 후라 그런지 다소 쌀쌀한 기운이 들

이 있었으며, 여기에 모이신 동화인 모두는

기는 하지만 봄의 기운이 물씬 나는 싱그러

오늘의 동화를 만들어온 큰 버팀목이었습니

운 4월의 아침입니다.

다.

오늘 사무실과 생산 현장을 떠나 이렇게 야

이 자리를 빌어 동화가족 여러분들의 지칠

외에서 동화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더

줄 모르는 열정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욱 새롭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난 55주년 창립기념 체육

오늘 하루는 회사와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

행사 이후 동화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함께

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위의 동료 분들과 마

자리를 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날

음껏 즐기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라 생각합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today you will get a chance

unable to join us because of work. But

그간 업무적으로 바쁘고 근무형태가 달라

지금 이 시간에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to catch up with your coworkers for

I believe that their hearts are here

함께 자리하지 못했던 동료들과 뜨거운 동료

생산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화

the first time in a while, as so far

with us today, and I want to send my

애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화 가족

가족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we didn’t have much opportunity

encouragement and thanks to them.

간에 몸을 부대끼고 힘을 모아가며 하나의

비록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분들

to get together because of our busy

동화가 될 수 있는 단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

의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

work schedules. I hope that today’s

If something causes you inconvenience

를 바랍니다.

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함께 힘찬 격

event will bolster your solidarity and

GXULQJWKHHYHQWÀOOWKHVKRUWFRPLQJV

동화가족 여러분

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improve communication.

with your passion and enjoy the time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은 우리 동화는 그

행사 중에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으

간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도 끊임없는

리라 생각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동화인의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

어 왔으며, 이제 고성과 기업으로의 발돋움

복한 시간, 하나된 동화가족의 정을 마음껏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전의 역사 한 가운데 우리 동화 인

감사합니다.

6

It’s chilly outside after the rain but

produce good results. Your arduous

the air is full of the scent of spring. It’s

ef for t s wer e b eh i nd D on g wh a’s

good to meet with you outdoors today.

success and growth. I want to thank

Today’s event is especially meaningful

you all for your unswerving passion

EHFDXVHZHKDYHJDWKHUHGIRUWKHÀUVW

and concern.

3. 팀입장
Team Entrance

the 55th anniversary of Dongwha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today

founding.

and enjoy ourselves. I know that

4. 팀별 각오
Team's Determinations

time since the athletic event marking

some of our production workers were

with the Dongwha family.
This year, Dongwha marks the 63r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Despite
numerous obstacles, we have achieved
solid growth thanks to our relentless
efforts, and have worked hard to

Thank you.

1. 개회사
Keynote Speech
2. 축하 애드벌룬
Congratulatory Ad Balloons

5. '아름다운가게' 물품기증
Donation of Items to 'Beautiful Store'
6. 임원소개
Introduction of 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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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위한 뜨거운 응원
“무한혁신, 변화도전, 지속성장, 절대강자” 젊음과 열정으로 무장한 동화 직원들과 치

열정 한마당, 하나되는 동화

어리더들이 함께 해 더욱 뜨거웠던 응원전. 이날 수십 명의 동화 임직원은 하나가 되

Dongwha Festival Full of Passion

라 외치는 동료들의 우렁찬 함성과 뜨거운 박수에 선수들의 사기는 절로 높아졌다.

어 일사불란하게 열띤 응원을 펼쳤다. 각 팀을 응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목이 터져

Passionate cheering for solidarity
Continuous innovation, change, sustainable growth, unrivaled status these are Dongwha’s innovation values that brought Dongwha members
and their cheerleaders together. Dozens of Dongwha employees cheered
passionately on their colleagues. Various performances staged at the
festival and slogans shouted out loud gave strength to the competing
teams and boosted their morale.

이날 더 큰 동화를 꿈꾸는
원대한 꿈으로 똘똘 뭉친 동화 가족들은
뛰고, 달리고, 웃으며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되니, 즐거워
이보다 즐거울 수는 없다. 동료와 호흡을 맞추며 승리를 만들어 가는 재미에 동화 가족 모두
가 흠뻑 빠졌다. 단체 줄넘기, 기마전 등.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즐기는 동안, 동화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인천의 푸른 하늘을 가득 채운 것은 체육대회를 즐기는 동화
가족의 행복 미소였다. 이날 동화 임직원들은 승리의 환호, 격려의 응원으로 동료와 하나 되
동화 한 마당, 우리는 하나

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열정 한마당, 하나되는 동화’ 축제가 열렸다. 지난 4월 23일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잔디
마당에서 동화홀딩스 및 자회사 임직원을 위한 행복 체육대회가 펼쳐졌다. 이날 더 큰 동화
를 꿈꾸는 원대한 꿈으로 똘똘 뭉친 동화 가족들은 뛰고, 달리고, 웃으며 하나가 되었다. 4
월의 햇살보다 빛난 동화 가족의 행복을 만나보자.

The joy of unity
Dongwha members were engrossed in winning the competitions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ir teammates. They had great fun jumping the rope in
JURXSVDQGÀJKWLQJRQKRUVHEDFNV7KHEOXHVN\RI,QFKHRQZDVÀOOHGZLWKWKH
happy smiles of the Dongwha members. They experienced the joy of unity by

We are one family!
Dongwha held the 2011 Dongwha Festival on April 23 on the lawn of the
Cheongna Branch of the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eon. An exciting
athletic festival was organized for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Dongwha
Holdings and its subsidiaries.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olster
solidarity among Dongwha members and encourage them to attain their
common goals.

winning games and encouraging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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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향해 힘껏 달리다
미션 퍼즐 맞추기, 화합의 축구, 릴레이까지. 4월 햇살을 가르며 동화 임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몸을 날리며 전력 질주하였다. 동료와 호흡을 맞추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동화 가족
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업무에 몰입하듯 각종 게임에서도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고 언제 어
디서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인이다.

Toward our common goals
The participants did their best to accomplish various tasks, such as solving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가는
동화 가족의 행복, 영원하리

puzzles, playing soccer and holding relays. Their faces glowed with happiness
as they applied their best effort to win games. Dongwha members always do
their utmost to attain their goals.

동화 가족의 행복 찬가
“행복하다.” 이날 체육대회를 즐긴 동화 임직원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동료와 환호하고, 격
려하고, 웃으며 같은 목표로 하나 된 행복한 시간. 일의 피로가 하나 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행복 추억이 가득 담긴 2011년 4월 23일. 이날의 즐거운 시간은 행복한 추억이 되어 더 나
은 비전의 원동력이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가는 동화 가족의 행복, 영원하리.

Dongwha’s song of happiness
“I’m happy.” was the most heard phrase at the festival. It was a happy moment
during which the Dongwha members encouraged one another and worked
together for their common goals. Their fatigue gradually gave way to happy
memories that became a driving force for creating a better tomorrow. The
happiness of Dongwha members will last forever.

우리들의 멋진 슈퍼스타
“동화 임직원의 행복을 위하여!” 이날 동화의 슈퍼스타 D 무대에서 글로벌 동화의 내일을 더
욱 빛낼 동화의 인재들은 끼와 열정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동화 사우들은 현란한 트로트 댄
스로, 열정적인 일렉트릭 기타 연주로, 상큼발랄한 치어댄스로 동화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
았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며 열광했던 이날 슈퍼스타 D 대상은 김지훈, 김윤근 사
우 팀이 차지했다.

Our superstars
“To the happiness of all Dongwha members!” At the festival, the Dongwha
members showed off their hidden talents at the Dongwha Superstar D concert.
They performed trot songs, danced, played the electric guitar and even staged
an enrapturing cheerleading dance. The top prize went to Assistant Manager
Kim Ji-hoon and Kim Yoon-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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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를 통해, 간담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자
리를 가졌다.

입사 후, 100일의 소중한 경험
경력사원. 그들이 나눈 이야기

A new communication channel has been created at Dongwha.
It is a 100-day anniversary meeting of experienced employees
who have joined Dongwha recently, and its purpose is to help
the new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o adapt to their new

제1회 백일장(白日場)

workplace easily. Unlike entry-level employees, experienced
employees begin their work duties immediately upon joining
a new company and have little time to learn about the goals
of their new workplace. The 100-day anniversary meetings
동화에 또 하나의 소통채널이 탄생했다. 경력사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소통하는 동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신규경력사원 간담회 백일장이 바로 그것. 신입사원과 달

were launched to encourage new experienced employees
100 days after they join Dongwha and present them with
RSSRUWXQLWLHVWRGLVFXVVWKHFRPSDQ\·VYLVLRQDQGGLIÀFXOWLHV
WKDWWKH\IDFHDWZRUN7KHÀUVWVXFKPHHWLQJZDVDWWHQGHGE\

리, 경력사원들은 이직을 하여 현업에 바로 투입, 실무를

13 experienced employees who joined Dongwha three months

수행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바쁜 일정들 속에 상대적으로

ago. It was a venue of communication, encouragement and
goal-sharing. Vice President Kim Jong-su gave a lecture on
the goal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Participants also
discussed their experience at Dongwha over the past three

SFC 하우징/디자인연구소. 김상윤 사우

months and made rice cakes to congratulate themselves on
their successful adaptation at Dongwha. The cakes were sent
to the employees’ teams and families. At a follow-up dinner
that was attended by team managers the participants held
more discussions and chatted freely.
동화홀딩스/커뮤니케이션팀. 윤은채 사우

동화홀딩스/브랜드마케팅팀. 이광례 사우

조직의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해 볼 시간이 적다.
백일장(白日場)은 입사 후, 100일이라는 시간을 거쳐 무사
동화홀딩스/브랜드마케팅팀. 이은혜 사우

히 정착한 경력사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동안의 어려움들과 조직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
기 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채널’이다.
신규경력사원 13명과 함께한 첫 백일장은 비전의 장, 격려
의 장,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비전의 장에서는 김종

100 Days at Dongwha Stories
of Experienced Employees

100 Day Anniversary

수 부사장의 ‘나와 조직의 비전’ 특강과 신규 입사자들의 3
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격려의
장에서는 백일 축하기념으로 직접 떡으로 케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만든 케익은 각 팀 혹은 가족
에게 전달되었다.
소통의 장에서는 인재개발실과 해당 팀의 팀장들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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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ought it would be a ceremonial event
but it was a good chance to look back on
the past three months that I spent at
Dongwha.”
“I was deeply impressed by Vice President
K im Jong-su’s speech. It made me feel
ashamed of my grudges caused by my short
experience and lack of thought.”
“Such events help me better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of Dongwha apart from my
원창흥업/지훈사우와 동화오토앤비즈/영업기획팀. 황규동 사우

work duties. I hope this event will be held
for a long time to help new employees adapt

동화홀딩스/세무팀. 정재은 사우

원창흥업/논현점. 지훈 사우

백일장, 그 후 전한 그들의 이야기

to Dongwha better.”

Participants’ Impressions
대성목재/총무팀. 문수지 사우

“백일장이라고 의례적인 행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참가했는데 지난
3개월간의 제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
동화홀딩스/브랜드마케팅팀. 배찬호 사우

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수 부사장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짧은 경

What kind of company is a “good company”?

력, 짧은 생각으로 투정 섞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참 부끄러웠답
니다~”

동화는 좋은 회사입니다.

Dongwha is a good company.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여러분 자신과 회사가 발전할 수 있

It offers multiple opportunities to grow both for

“간혹 이런 행사가 있다면 현재의 업무 외에도 동화의 많은 부분

는 기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좋은 회사는 유명하다고 해

individuals and for itself. A good company is not

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입사할

서 좋은 회사도 아니며, 완벽하다고 좋은 회사가 아니고

WKHRQHWKDWLVIDPRXVRUSHUIHFWRUÁDZOHVVEXW

흠이 없어서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one that offers many opportunities to have fun.

화는 재미있을 기회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동화는 다릅니다.
회사를 나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나의 팀
으로 여기고 어려움이나 부족함을 내 몸으로 막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

Dongwha is different.

동화홀딩스/인력개발팀. 이명재 사우

많은 경력자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 mploye e s mu s t b e a ble t o m a ke t hei r
workplace part of their lives. They must think
of their company as their team and sacrifice
themselves to avert hardships and improve
shortcomings. But above everything else,

고 인정해주며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회사 안에 흐르고

there must be respect and recognition for such

있어야 좋은 회사입니다.

employees so that they can succeed. That kind

그런 힘은 최고경영자에서 흘러 나옵니다. 느끼시게 되겠

of power comes from the CEO. You will realize

지만, 동화는 다른 기업과 그렇기에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soon that Dongwha is different from other

될 겁니다.

companies in this respect.

- 비전의 장 中, 신규입사자들에게 김종수 부사장. –

- From Vice President Kim Jong-su’s speech -

동화기업/패턴영업팀. 이재복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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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 아산, 여의도 등에 급식이 제공되는 동화의 전체 사업

Q. 앞으로 진행될 계획과 동화가족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

장에서 ‘잔반 줄이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5월 동안
실시된 캠페인 활동의 의미를 동화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A.6월1일부터는 급식업체와 함께 6개월간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
하게 됩니다.

A. 최근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
기가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지역전체의 식량생산량과 맞먹는다고 합
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 시
킬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꾸준히 이야기 되
어왔던 내용입니다.
레기 줄이기 운동의 메시지들이 언급되고 있기도 하구요.
동화에서도 2011년 2월부터 주도적으로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펼
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기업들이 사내 캠페인으로 진행 하였으
나, 저희처럼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기업이 앞장서 주도적으로 캠페인
을 펼치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고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한 잔반 줄이기는 ‘매
주 1회 잔반 없는 날’
과 ‘표어공모전 이벤트’
등으로 기존, 1인당 평
균 99g이었던 잔반량
이 5월달에는 50g대
로 줄어들어 약 50%
가량 잔반이 줄어드는
놀라운 절감실적을 보
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급식업체에서

“주말 저녁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늦게 들어가도 와이프가 드라마
에 혼이 빠져 뭐라 하지를 않네요. 저에게 자유와 평화가 온 거 같아
요.” 우스갯소리로 네티즌들에게 오르내렸지만, 실제로 올해 초, TV
를 통해 전국을 강타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몰고 온 여파는 대단
했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은 군대를 갔지만, 지금도 TV만 틀면 그
가 보인다.

‘잔반 앓이’로 동화를 강타한 ‘시클린 동화’
이 여세와 함께 동화가족들에게도 반가운 얼굴이 사업장에 보이기
시작했다. ‘시크릿 가든’을 패러디한 ‘시클린 동화’ 캠페인이 바로 그

끗이 비운 직원들에게 잔반 쿠폰스티커를 한 장씩 교부하고, 이를
다 모은 직원들에게는 맛있는 영양간식으로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활동입니다.
매일 먹는 식당 음식이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보다 즐겁고 유쾌

이 때문에 최근에는 TV에서 접하는 공익광고를 통해서도 음식물쓰

‘현빈 앓이’로 전국을 강타한 ‘시크릿 가든’

‘잔반 쿠폰제’가 그것인데, ‘잔반 쿠폰제’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

것. 국내 사업장 곳곳에는 극중 김주원을 패러디한 포스터와 배너들

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 등장하였고 배식구에는 길라임의 환청이 들릴 ‘다먹었숑’ 문구가

이며, 모두 동화 가족

보이기 시작하였다.

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천과 참여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

이는 동화가족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친환경 운동인 ‘잔반 줄이기’에

각됩니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활동이었다. ‘See! Clean!’으로

또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화의 ‘잔반줄이기 캠페인’은 단순히 음

‘잔반이 없는 깨끗한 식판을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화의 잔반

식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반을 줄여 절감

줄이기 캠페인은 2011년 한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임직원 환원캠페인이

이번 호에서는 6월을 맞아, 잔반 캠페인의 전반기 활동들을 리뷰해

며 win-win의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급

보고 향후 진행될 캠페인 내용을 동화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동화홀

식업체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식자재비가 절감되어 win할 수

딩스 총무팀 서석철 사우에게 ‘잔반 캠페인’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있고, 동화가족들은 적당한 음식조절로 다이어트와 더욱 품질 좋은

들어보았다.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 win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가는 동화의 실천 모습이기도 하구요.

한 한 끼를 즐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획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쿠
폰에 붙이게 될 스티커들은 타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붙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잔반을 남기지 않은 활동들에 대
해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과 음식물 쓰레기
를 만들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칭찬을 해주는 활동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한 끼는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만
은 아닐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식판과 친환경활동에 무언가 동
참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우리의 한 끼는 더욱 풍성하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잔반줄이기 캠페인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미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발견한 확실한 사실
은 동화가족들은 자연과 환경을 사랑할 줄 알며, 옳은 것은 반드
시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 많은 참여와 실천을 해주셔서 잔반이 0g이 되는 동화가 되었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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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s Food Waste
Reduction Campaign

result of “No Leftover Day” held once a month and slogan
contests. That means that our food leftovers are just
half the amount they used to be. Even our food delivery
firm was surprised by the results. It is all thanks to the
pro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Dongwha
members.

“See? Clean!”

The purpose of Dongwha’s food waste reduction campaign
is not simply to minimize food waste but also to provide
better meals to our employees by saving costs needed
to process food waste. It is a win-win strategy. Our food
delivery firm can benefit from our campaign by saving
material costs, while Dongwha employees can benefit

Hit TV series ‘Secret Garden’ taking Korea by storm
“It’s the most peaceful time in my home. Even when I
come home late, my wife doesn’t say anything because

Q. The food waste reduction campaign is under way
at Incheon, Asan and Yeouido business sites. What
results have been reaped in the February-May period?

by regulating their diet to keep their body weight under
FRQWURODQGHDWLQJKLJKTXDOLW\PHDOV7KHFDPSDLJQLV
also part of Dongwha’s efforts to become an eco-friendly
corporation.

their coupons by themselves to help them personally
evalua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campaign and give
credit to themselves for voluntaril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ducing food waste.
A happy meal is not just about tasty food. When the
employees see their clean lunch trays and realize their

she is engrossed in watching a TV drama. I finally feel

A.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amount of food

at peace and free.” This funny message was posted on

ZDVWHLQDIÁXHQWFRXQWULHVLVHTXDOWRWKHDPRXQWRIIRRG

the Internet early this year when the entire nation was

produced in the Sub-Saharan region in Africa. As we all

mesmerized by the hit TV drama ‘Secret Garden’ and its

know, food waste not only contributes to greenhouse gas

lead actor, who is now serving in the military but whose

emissions but also has a huge economic impact. That’s

popularity shows no signs of abating.

why campaigns aimed at reducing food waste are carried

A. We will begin a special event on June 1 in cooperation

out vigorously in Korea these days, including public

the right things. Let’s hope that soon we will reduce our

with our food delivery firm. It is about distributing

announcements on TV. Dongwha launched its food waste

food waste to zero grams.

coupon stickers to employees who leave no leftovers.

reduction campaign in February this year. So far, many

Those who collect all stickers will be able to exchange

corporations held

them into delicious and nutritious snacks. The event is

similar campaigns,

expected to help the employees enjoy their meals. What’s

but Dongwha was

important is that the employees will attach stickers to

‘See? Clean Dongwha!’ taking Dongwha by storm
Just when ‘Secret Garden’ was soaring in popularity
nationwide, at Dongwha all eyes were on the ‘See? Clean!’
campaign, whose title is a parody of the TV drama title.
Dongwha’s business sites all over Korea were adorned
with posters and banners showing a parody of the main
characters of the TV drama, Kim Joo-won and Gil Laim,
to help Dongwha employees join the environmental
campaign in an easy and fun way. The phrase ‘See?
Clean!’ refers to clean lunch trays without food leftovers.
The campaign will be carried out throughout 2011.
In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we take a look at the
progress made by the campaig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its future direction with the help of Seo Seokchul from Dongwha Holdings’ General Affairs Team.

the first company
receiving food
delivery ser v ices
to take the lead in
m i n i m i z i ng fo od
wast e. Si nce the
beg i n n i ng of the
campa ig n, per capita food leftovers
have de creased
from 99 grams
t o 5 0 g rams as a

contribution to protecting nature, their meals make them

Q. Tell us about the future goals of the campaign.

happy. Dongwha’s food waste reduction campaign has

Also,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 Dongwha

just begun but it is already halfway to its goal. There is

family?

no doubt that Dongwha employees care about nature and
the environment and have kind hearts that help the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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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션이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열정이 스마트 업무의 원동력을!
낯선 ‘비즈니스 캐주얼 문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사내모델들의 패션!

In-house fashion models demonstrating the “Business Casual” dress code

종이로 보는 영상!
이번 호에 소개드리는 "종이로 보는 영상"은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의 장
점을 쉽고 재밌게 풀어낸 영상입니다.
이번 홍보 영상은 단순히 제품 소개를 넘어 동화에 맞게 동화같은 스토리
를 가미하여 주목도를 높였고 실시공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디자인월'만의 장점을 표현한 것이 특징.

최상호 사우_
동화홀딩스 법무팀

이승준 사우_
동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안보신 동화가족여러분은 꼭 한번 감성하시고 '디자인월'의 특장점을 많이
퍼트려 주세요~
※ 그린넷 게시판, 한국자료 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서혜은 사우_
동화홀딩스 재무팀

김한나 사우_
동화홀딩스 채용팀

New Style, New Passion
New Passion, the Driving Force of Smart Work
“Fashion is Passion”

“Fashion is Passion”

5월 1일부터 시행된 ‘비즈니스 캐주얼’로의 복장변경은 창의적인 조직문화 활성화

Starting from May 1, all Dongwha employees,

와 업무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사내에서 기본적이고 자율적인 복장 에티켓을 확

excluding those whose work duties inevitably

립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4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기존 유니폼을 입

U HTX L U HEX VL QHVVVX LW V EHJD QIRO ORZ L QJ

는 직군 그리고 비즈니스 예의 상, 불가피하게 정장 슈트를 착용하는 영업 직군을

the “ Business Casual” d ress code. In the

제외하고는 모두 비즈니스 캐주얼로의 복장변화를 추진하였다.
모든 변화의 과정이 그러하듯이 변화의 초기는 익숙하지 않음에 낯설고 불편함
의 과정이 동반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은 동화가족 모두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해 익숙하게 적응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
는 조직 문화 창출은 물론,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무 적응력을 발휘하는 동
화를 기대해본다.

Video through Paper

beginning any change entails inconvenience

“ Video through Paper,” which is introduced in this edition,

and takes time to get used to. But one month

explains the advantages of the Dizainwall in an easy way. This

after the new dress code was introduced,

promotional video describes the Dizainwall through a fairy tale-

a l l D ong wh a employe es a l r e ady be c a me

like story and features the real examples of its installation. If

accustomed to it. It helped them embrace

you haven’t watched the video yet, make sure to check it out and

differences and respond to creative work tasks

publicize the advantages of the Dizainwall to others.

LQDPRUHHIÀFLHQW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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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for all ! All for one !
고객만족을 위해 뭉친,
그 화끈한 열기의 현장으로~
이어진 순서로 전 국가대표 농구감독 방열 원
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 특강을 통해 한마음
으로 향하는 팀웍의 중요성과 ‘고객만족’이라
는 하나의 목표에 대해 SM요원들의 열의가 더
욱 고조될 수 있었다. 이 후, 밤으로 이어진 시
간에는 SM들의 끼와 장기를 마음껏 볼 수 있
었던 단합 레크레이션 무대가 펼쳐졌다. 즉흥
적으로 펼쳐진 즉석댄스, 노래 대결에선 한바
탕 폭소가 이어질 정도의 장기들을 마음껏 뽐
냈으며, 힘과 자존심을 건 팔씨름 대결에선 모
든 참가자들이 얼굴이 붉게 상기될 정도로 혼
신의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해 주어 실내의 열기

를 뜨겁게 달궜다. 이렇게 열광적인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던 날엔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동화자연마루 SM들의
한마음, 한 뜻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명랑운동회 현장
이 이어졌다. 각 시공사별로 팀을 이뤄, 축구, 줄다리기,

한 마음, 한 뜻으로 최고의 고객만족
최고의 고객만족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동화자연마루 그린서비스팀은 현장에서 가장 솔직한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전국 6
개 시공사 그리고 본사의 동화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를
가졌다.
지난 4월 16(토)~17(일), 양일간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뭉친 이 열정의 현장은 동화자연마
루의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와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 현장에는 엄흥준 대표를 비롯, 6개의 전국 시공사 그리고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보여
준 우수 SM을 비롯한 그린서비스 A/S팀이 참가했다. 엄흥준 대표는 시장환경에 따른
절대적인 고객만족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노력들에 대한 격려로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
어 주었다. 이후 이어진 우수 SM(Service Master) 및 시공사에 대한 포상에서는 최
우수 시공사로 서비스동화 부산 최진환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공로상으로 서비스동화
FC 문종섭 대표가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 SM으로는 서비스동화 F.C 김동건 팀장
이 선정되어 부상으로 새로운 고객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갤럭시탭을 받았다.
우수 SM으로는 6개 시공사의 유형근, 김용태(제일), 김영호(부산), 이재신(부산), 조호
식(대구), 이철규(대전), 편선진(광주) 팀장이 영예를 얻었다.

족구 등의 다양한 운동경기를 펼쳐 하나된 화합의 장을 보
여주었다.
이틀 동안 펼쳐진 이번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서로의 끼
와 장기를 알 수 있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모으
는 과정들을 통해 동화자연마루에 대한 더 큰 자부심이 생
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
객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들에 있어서 더 큰 에너지를 얻어
갈 수 있어 좋았음을 입을 모아 말했다.
동화자연마루는 2011년 한 해, 직접 배송, 직접 시공의 현
장을 목표로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마루판매 1위 기
업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고객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도 귀를 기울여, 개선되고 더욱 성장하는 동화자연마루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올 3월부터 기존 3년의 무상품질
보증기간을 대폭 10년으로 확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고객서
비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화자연마루의 앞날에 이번
‘한마음 전진대회’는 더욱 힘찬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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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ssion to Serve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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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t Award. The Best SM Award went to Service Dongwha FC Team
Manager Kim Dong-gun, who received Galaxy Tab so that he can swiftly
respond to customers’ needs. The runner-ups were team managers Yoo Hyungkeun and Kim Yong-tae from Cheil, Kim Yong-ho and Lee Jae-shin from
Busan, Cho Ho-seok from Daegu, Lee Chul-kyu from Daejeon and Pyeon Seonjin from Gwangju.
Then, participants attended a lecture by former national basketball team
manager Bang Yeol. The lecture dealt with the importance of teamwork and
the determination to achieve the common goal of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evening, the service masters staged a performance where they displayed their
hidden talents. Improvised dancing and singing made everybody laugh. When
arm wrestling, all participants did their best to win, which was obvious from
the blushes on their faces and bulging veins on their necks.
On day two, which presented everyone with the warm, sunny weather,
Dongwha Nature Flooring service masters held an athletic event to strengthen
their solidarity. They split into teams and played soccer, tug-of-war and foot
volleyball. During the two-day event, the participants got to know one another
better and catch up as well as strengthen their pride in Dongwha. They also
said that they had received energy to overcome obstacles and serve customers
better.
Dongwha Nature Flooring has made a pledge to improve customer service
this year by delivering and installing its products directly. It also promises to
EHFRPHWKHEHVWVHOOLQJÁRRULQJEUDQGOLVWHQWRFXVWRPHUV·RSLQLRQVDQGJURZ

Impeccable customer service
Good customer service begins with listening to
what customers have to say. The Green Service
Team of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n event
on April 16-17 at the Suanbo Park Hotel for its
VL[LQVWDOODWLRQÀUPVQDWLRQZLGHDQGHPSOR\HHV
IURPWKH'RQJZKDKHDGTXDUWHUVWRLPSURYH
customer service.
Attended by CE O E om Heu ng - joon , the
representatives of six installation firms and
outstanding service masters, the event was
full of passion to provide impeccable services
to Dongwha Nature Flooring customers. CEO
Eom began the event by speaking about the
absolute importance of customer satisfaction
in line with market changes and encouraging
the participants’ hard work. Service Dongwha
B u s a n C E O C hoi J i n-hwa n r e c eive d t he
Best Installation Firm award, while Service
Dongwha FC CEO Moon Jong-seop won the

further. Starting in March, the company extended the warranty period for
its products from three to 10 years in a bid to satisfy its customers. The event
has brought Dongwha Nature Flooring employees closer together and laid a
springboard for the company’s brigh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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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에 무사하게
굽어 살펴 주시옵길⋯

산악동호회 ‘시산제’

051

시산제가 있는 중간중간 회원들은 오랫 만에 만나 근황을 묻고 가족들간에 인사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산제는 축문을 태워 하늘에 보내는 것으로 올 한해 평온한 산행을 기원하며 마무리
되었다.

비와 눈,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한번에 느낀 산행
마니산 정상 참성단(塹星檀, 468m)을 오르는 것으로 135차 정기산행은 시작되었다.
오전에 내린 비로 안개가 깊었지만, 여러 악조건에서도 안전한 산행을 유지해온 전통의 동화
산악회에게 마니산 산행은 어려울 게 없어 보였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더욱 강해진 비바람과 정상에 가까워지자 비가 눈으로 바뀐 상황도 있
었지만, 준비해온 간식들과 그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로⋯
그리고 중간중간 동료들과 가족들을 챙겨가며 모두 안전하게 정상에 설 수 있었다.
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다는 경관이 안개에 가려 정상에선 즐기지 못했지만, 하산을 하며 갑
자기 갠 날씨 덕에 서해바다의 장관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산행이 끝날 무렵엔 신기할 정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였다.
“산행 도중, 눈도 보고 비도 보며, 바람도 맞아보고⋯ 이렇게 봄까지 느끼게 되니, 올 한해 산
악회 회원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날씨도 경험하기 힘든데, 시산제 산행이라서 그런지 하늘이 선물을 주네요.”
실시간으로 바뀐 기후에 웃음꽃을 피우며 나눈 이야기들로 산행은 마무리 되었다.
회원들이 나눈 이야기처럼, 올 한해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산행을 기대
해 본다.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지난 즈음이지만, 2011년 동화 산악회
의 시산제가 있는 아침은 날씨가 궂다.
촉촉하게 내린 비로 겨울의 쌀쌀함이 물씬 풍긴 아침, 가족동반 산행을 위해 속속들이 모인
산악회 가족들은 찬 기운이 가득한 아침을 뒤로하고 시산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2011년 한 해, 산악회의 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의 오늘은 정기산행 135회차.
100회를 훌쩍 넘긴 숫자에서 매월 정기산행을 빠짐없이 진행해 온 동화산악회의 전통과 저력
이 느껴진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고, 주요 체전의 성화들이 채
화되는 마니산에서 시산제가 진행되었다.
하늘에 고하는 축문과 함께, 장원형 산악회 회장이 산신께 올리는 잔을 시작으로 모든 회원
들은 올 한 해, 개인과 온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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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Our Safety
Dongwha Mountain
Climbing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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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written prayer, the club chairman, Chang Won-hyung, offered a glass of
OLTXRUWRWKHJRGRIPRXQWDLQVDQGSUD\HGIRUWKHKHDOWKDQGVDIHW\RIDOOFOXE
members and their families. The club members had great fun chatting with
their coworkers after a long time. The ceremony ended by burning the written
prayer.

A climb amid rain, snow, wind and warm sunshine
The 135th ascend began by climbing Mount Mani, whose top is home to
Chamseongdan (468m). Despite the rain and thick fog in the morning,
PHPEHUVRIWKH'RQJZKD0RXQWDLQFOLPELQJ&OXEGLGQ·WIDFHPDQ\GLIÀFXOWLHV
climbing the mountain thanks to their experience. As they approached the top,
the wind and the rain became stronger and soon the rain turned into snow.

Around the time when frogs awaken from their winter sleep, members of

But the club members reached the mountain top safely and took time to enjoy

the Dongwha Mountain-climbing Club held a worship ritual on a chilly,

their snacks and catch up with their coworkers. Though the view from the

rainy morning. Despite the cold, the members and their families were busy

mountain top was blocked by the fog, the skies cleared up when the members

preparing for the ritual to pray for the safety of the club members in 2011. It

were descending the mountain, revealing a panoramic view of the Yellow

was the 135th ritual so far and it represents Dongwha’s old monthly tradition

Sea. When the members almost reached the foot of the mountain, the weather

of ascending high mountains. This year, the club members ascended Mount

suddenly became warm and sunny. The club members were happy to enjoy the

Mani, which is home to the Chamseongdan Altar, which was erected by

warm sunshine after the challenging climb, which was certainly a sign of a

Dangun, the founder of the Korean nation, and where a sacred Olympic torch

lucky year ahead for them. There is no doubt that this year’s ascent will bring

was lit.

them happiness and good luck.

ONGWHA Focus
엠파크 타워는 자동차매매부터 등록, AS까지 가능한 원스톱 쇼핑에 문화
까지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매매복합단지이다.
Business-2 엠파크 타워 준공 안전기원제

It is the M-Park Tower, which offers comprehensive car-related services
ranging from car sale and registration to after service and shopping.
Business-2 Ancestral Worship Rite for M-Park Tow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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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그레이 (Oasis Gray)

볼케이노(Volcano)

디자인월은 강화마루에 사용하는 HDF(High Density Fiber : 고밀도 목질
섬유판)에 특수 코팅 처리를 하여 강도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모양지를 입혀 디
자인 감각을 더한 신개념 나무 벽재이다.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5mg/L 이하인 E0급 동화에코보드를 사용하였으며 혀와 홈을 끼
워 맞추는 조립식 시공 방법으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다른 벽재보다 훨씬 친환
경적이다. 또한, 9mm 두께의 목질 자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면에서 나오는
독성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으며 벽지보다 때가 잘 타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멀바우 블록 (Merbau Block)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월 신규 패턴은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는 도
시 공간의 스타일이라는 ‘Ecological Urban Style’ 테마를 바탕으로 가공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옮겨온 듯한 Natural touch, 꾸미지 않은
듯 자유롭고 감각적인 Artistic upcycle touch, 절제되고 세련된 디자인의
Luxury modern touch의 3가지 컨셉을 반영한 총 6가지 패턴이며 각각 우
드, 집성목, 대리석의 질감과 느낌을 충실히 살리고 있다. 이로써 디자인월은 기
존 패턴까지 포함해 총 28종의 패턴을 운영하게 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규격은 210×790mm/90×790mm으로 넓은 폭
과 좁은 폭 2가지가 있어서 28가지 패턴과 2가지 규격을 조합하면 다양한 디자
인 연출이 가능하다.

나무가 숨쉬는 벽으로
디자인도 살린다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신규패턴 소개
•볼케이노(Volcano): 세련된 다크 그레이 컬러가
특징인 캘리포니아 선밸리 지역의 대리석 패턴
•에스닉 뱀부(Ethnic Bamboo): 이국적인 분위기

국내 최초의 친환경 나무 벽재
‘디자인월(dizainwall)’

연출에 좋은 독특한 매력의 대나무 패턴
•오아시스 그레이(Oasis Gray): 화사한 그레이 컬러
가 공간을 넓고 품격있게 연출해주는 대리석 패턴
•멀바우 블록(Merbau Block): 붉은 컬러가 공간에
활기와 화려함을 연출해 주는 집성목 패턴
•로즈 블록(Rose Block): 천연 원목 특유의 깊이감
과 다채로운 컬러가 돋보이는 집성목 패턴

동화자연마루, 친환경 나무 벽재 ‘디자인월(dizainwall)’ 2011년 신패턴 출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우드, 집성목, 대리석 신패턴 6종 선보여

•빈티지 화이트(Vintage White): 최신 유럽 트렌드
를 반영한 핸드메이드 느낌의 페인팅 우드 패턴

동화자연마루(대표 : 김정수, 엄흥준)는 지난 5월 3일(화), 4일(수) 양일간 디자인월 신패턴 발
표 기자 간담회를 여의도 본사 10층 디자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신패턴 소
개와 더불어,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이사의 인사 및 디자인월 소개, 향후 추진전략, 2011
년 벽재 트렌드 정보 공유 등을 겸하는 자리였다.
에스닉 뱀부 (Ethnic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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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블록 (3PTF#MPDL

Dongwha Nature Flooring (CEOs:

than 0.5mg/L of formaldehyde, which

the touch of natural and engineered

K im Ju ng -su, E om Heu ng - jo on )

causes the sick house syndrome.

wood and granite. So far, Dongwha

announced new Dizainwall patterns

It requires no chemical adhesives

has developed 28 patterns for the

o n M ay 3 a nd 4 at t he Ye o u id o

because it is assembled and installed

Dizainwall to meet diverse customer

headquarters. CEO Eom Heung-joon

using grooves. The 9mm-thick wood

needs. The product is available in two

greeted the press who attended the

boards used in the Dizainwall block

sizes: 210x790mm and 90x790mm.

news conference. He also introduced

toxic substances in concrete walls,

The product’s diverse specifications

the Dizainwall and outlined the

are easy to maintain as they are not

allow consumers to create various

company’s future business strategies

polluted easily, and help create a

interior designs.

a nd t h i s ye a r ’s wa l l de c or at ion

sophisticated interior design.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패턴 설명

trends.
Themed, “Ecological Urban Style,”
The Dizainwall is an innovative wall

the six new Dizainwall patterns

decoration material that is made

represent the desire of city-dwellers

by coating high density fiber used

to live in close touch with nature.

in laminate f looring with special

They feature a natural, unadorned

materials, enhancing its strength

and unrestrained yet sophisticated

a nd ador n i n g it w it h lu x u r iou s

and modern touch. Each pattern has

patterns. The product is made from
Dongwha eco-boards, which emit less

Enhancing Design with
Wooden Walls

New Dizainwall Patterns

Nation’s first eco-friendly wooden wall
product “Dizainwall”

t7PMDBOP"4VO7BMMFZHSBOJUFQBUUFSOPGUIF
sophisticated dark gray color
t&UIOJD#BNCPP"OFYPUJDCBNCPPQBUUFSO
t0BTJT(SBZ"HSBOJUFQBUUFSOPGUIFMJHIUHSBZ
color that creates a spacious and elegant
design

Dongwha Nature Flooring releases new patterns for eco-friendly wooden
wall product “Dizainwall.”
Six trendy patterns (wood, engineered wood, granite)

t.FSCBV#MPDL"OFOHJOFFSFEXPPEQBUUFSO
of the invigorating red color
t3PTF#MPDL"OFOHJOFFSFEXPPEQBUUFSO
with rich and diverse colors of natural wood
t7JOUBHF8IJUF"IBOEQBJOUJOHXPPE
빈티지 화이트 7JOUBHF8IJUF

pattern that reflects the latest Europea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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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마켓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
어섰다. ‘대한민국1호 글로벌 오토마
켓’ 엠파크 타워가 준공된 것. 엠파
크 타워는 자동차매매부터 등록, AS
까지 가능한 원스톱 쇼핑에 문화까
지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
동차매매복합단지이다. 최첨단 시설
로 세계적 기준을 제시하는 엠파크
타워는 카라이프 사업을 동화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나갈 국내 최
고의 비즈니스 공간이다.

엠파크 타워는 연면적 3만평(지하1층, 지상 9

표의 안내로 엠파크 타워 현장 투어에 나섰

층 규모)에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전시장,

다. 임직원들은 지하 1층 매매상사 사무실부

종합정비시설, 문화휴식공간, 각종 편의시설

터 9층 자동차 전시장까지 곳곳을 둘러보며

등을 갖춘 국내 최대의 자동차 비즈니스공간

최첨단 시스템에 감탄했다. 엠파크 타워는 직

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문에 들어서 여

원들이 사무실에서 전시장까지의 이동 동선

러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을 만큼 세심한 설

으로 접근성이 아주 높다. 중고차 매매상사

계를 자랑한다. 엘리베이터를 3곳에 분산 배

등 상주인구 2,000명에 하루 유동인구 4~5

치해 고객들은 최적의 동선으로 편리하게 자

천명을 예상하는 자동차 복합쇼핑공간이다.

동차 관련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엠파크 타워를 이끌 신현도 대표는 “업계에서

특히 지하 1층 간이공연장, 3층 야외테크, 9

엠파크 타워의 준공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

층 미니 정원 등은 고객의 쾌적한 쇼핑을 위

합니다. 임원 여러분의 성원과 직원들의 열정

해 마련한 문화 휴식공간이다. 4~9층 자동

덕분입니다. 카라이프 사업은 동화의 새로운

차 전시장은 4,000여 대의 자동차 전시가 가

미래입니다. 엠파크 타워로 카라이프 사업은

능해 다양한 차종을 둘러보며 선택할 수 있

성공 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며 기대했다.

다. 2층 주차장은 600대를 동시에 주차할 만

기원제가 끝난 후 동화 임직원들은 신현도 대

큼 넉넉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자동차 마켓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다

엠파크 타워 준공 안전기원제
지난 5월 20일 인천 가좌동 엠파크 타워에서는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엠파크 타워는 설계부터 남다르다. 다이나믹한 외관은 질주하는 자동

이날 행사에는 오토앤비즈 신현도 대표와 동화 임직원, 협력업체 대

차의 역동성을 상징한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를 설계한

표 등이 참석해 엠파크 타워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했다.

(주)시아플랜 건축사무소(대표 이한)에서 디자인했고, 포스코 건설에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해 약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5월 6

서 책임준공을 맡았다. 공사 시작 후 하루의 오차도 없이 준공허가를

일 준공된 엠파크 타워는 미래 가치와 최적의 입지, 최첨단 시스템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토앤비즈 직원들은 철저한 분석과 과학

로 벌써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적 시스템을 통해 최고, 최적의 공간을 완성하고 있다.

5층 전시공간에서 임직원들은 반 밀폐형으로

서 느낄 수 있듯이 엠파크 타워는 쇼핑몰 수

설계해 관리비를 절감한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준의 쾌적한 공간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엠파크 타워는 조명, 냉난방 등을 중

임직원들과 현장투어를 마친 신현도 대표는

앙 컨트롤 타워에서 섹션별로 원격 조정하는

“오늘 투어는 엠파크 타워가 동화의 신성장동

등 최첨단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효율을 더했

력으로 비상할 것을 확신하는 자리였다. 그랜

다. 국내 자동차복합단지에서는 최초다. 이 시

드 론칭 세러머니를 기대하라”며 강한 자신감

스템은 현재뿐 아니라 향후 운영 계획까지 고

을 나타냈다.

려한 최첨단의 시스템이다. 미래까지 예상한

엠파크 타워는 단순한 자동차 쇼핑센터가 아

치밀한 시스템이 바로 엠파크 타워의 강점이

니라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자동차

다. 여기에 평생 동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비즈니스 마켓이다.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랜

마케팅 지원을 받는 것 등 혜택도 다양하다.

드마크로, 국내 카라이프 사업의 성공을 주도

이러한 최첨단 시설에 동화의 친환경 인테리어

하며 글로벌 오토마켓으로 비상하는 그날을

가 더해져 산뜻하다. 중앙 보이드의 시원함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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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 the Landmark of Auto Marke

Ancestral Worship Rite for
M-Park Tower Safety
A new landmark has been built in the auto market. It is the M-Park Tower,
which offers comprehensive car-related services ranging from car sale and
registration to after service and shopping. Boasting high-tech faciliti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M-Park Tower is a superb business complex
that will make the car life business Dongwha’s main driving force.

encouragement we have received and

sealed space to save maintenance

the passion of our employees. The car

costs. L ighting, heating and ai r

life industry holds key to Dongwha’s

conditioning in the M-Park Tower

f ut u r e . T he M-Pa rk Tower w i l l

can be regulated remotely from the

make Dongwha’s car life business

central control tower to maximize

successful,” says Mr. Shin.

management eff iciency. It is the

A fter the ancestral worship rite,

nation’s first auto complex to boast

Dongwha employees and Mr. Shin

such facilities, which were designed

t o u r e d t h e M -P a r k T o u r, f r o m

not only for current use but also with

An ancestral worship rite was held

Biz employees analyzed and checked

offices in the basement f loor to an

the future use in mind. A nother

at the M-Park Tower on May 20 in

ever y deta i l t o ensu re a smooth

exhibition hall on the ninth f loor.

advantage of the tower is that it will

Gajwa-dong, Incheon to pra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Occupying

They were impressed by the tower’s

be managed and supported directly

safety and prosperity of the park.

an area of 99,000 square meters (one

f a c i l it ie s a nd it s we l l- pl a n ne d

by Dongwha. The tower’s high-tech

The event was attended by Auto &

basement and nine above-ground

design, which allows employees to

facilities are especially noteworthy

Biz CEO Shin Hyun-do, Dongwha

f loors), the tower is home to ca r

move fast from their offices to the

because of their eco-friendly interior,

employees and the representatives

dealing companies and is the largest

exhibition hall. The three elevators

which makes it look like an upscale

of partner-companies. Built after 18

auto business complex in Korea. It

in the tower allow customers to shop

shopping mall.

months of construction, the tower

has an auto exhibition hall, a car

at the park in the most convenient

After the tour, Mr. Shin said that the

was completed on May 6 and has

repair center, a resting area and

way. A p er for m a nc e h a l l i n t he

tour was proof that the M-Park Tower

already drawn significant attention

all kinds of convenience facilities.

basement floor, the Outdoor Tech on

is Dongwha’s new growth engine and

for its prime location and state-of-the-

It is also easy to access because

the third f loor and a small garden

that he looked forward to the grand

art facilities.

it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on the ninth f loor were created to

launching ceremony. The tower is

T he t ower has a u n ique desig n .

Incheon Free Economic Zone, which

maximize user convenience. T he

more than just a car shopping center;

Its dy namic exter ior symbolizes

is con nect ed t o h ighways. S ome

auto exhibition halls that occupy

it is also an innovative auto business

a running car. It was designed by

2,000 secondhand car dealers are

floors 4 to 9 allow to put on display

market where customers can relax

Siaplan Architects & Planners (CEO

expected to move into the tower and

more than 4 ,0 0 0 ca rs of va r ious

and find respite. We look forward to

Lee Han), which also designed the

4,000~5,000 people to visit the park

models, while the parking lot on

seeing the M-Park Tower becoming a

7RZHU3DODFH²DV\PERORIDIÁXHQFH

daily. “Auto industry insiders say

the second f loor can accommodate

new landmark and the leader of the

in Korea, and was built by POSCO

the completion of the M-Park Tower

600 cars. The exhibition hall on the

domestic car life industry.

Engineering & Construction. Auto &

is a miracle. That’s all thanks to the

fifth f loor was designed as a s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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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소재사업군 단체 산행

Dongwha Nature Flooring Sponsors TV Drama

SUMMER vol. 152

Dongwha Nature Flooring Holds
Meeting for Technicians

동화SFC하우징, 판교 3차 모델하우스 오픈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 meeting for technical workers

를 오픈했다.

on March 4 and 11.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discuss

동판교 단독주택단지 14블록에 선보인 판교 3차 모델하우스는 총

the market environment in 2011 and set business strategies.

273.9㎡(1층 108.33㎡, 2층 108.65㎡, 지하 56.93㎡) 규모로, 자연의

1BSUJDJQBOUT EJTDVTTFE WBSJPVT JTTVFT XJUI $&0 &PN )FVOH

편안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갖춘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1층은 거실, 주

joon and improved their understanding of company strategies.

방 및 게스트룸, 2층은 부부침실과 자녀방, 미니주방, 지하는 다목적실

동화SFC하우징은 3월 21일.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3차 모델하우스

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SFC하우징, 판교 2차 모델하우스 제품협찬
동화SFC하우징은 판교 2차 모델하우스(1층 133.23㎡, 2층 95.66㎡, 지
3월 12일(토), 강화도 마니산에서는 소재사업군의 단체산행이 있었다.
이번 산행은 팀원간의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산행이었으며, 산을
오르는 동안 팀원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팀웍을 다졌다. 산 정상에
서는 ‘2011년의 목표를 반드시 이룬다’는 다짐이 있었으며, 함께 하는
점심식사로 산행은 마무리 되었다.

Hiking Event for Dongwha
Enterprise’s Materials Sector

Dongwha Nature Flooring provided the Dizainwall for the
FQJTPEF ,#4 57 ESBNB i5IF 5IPSO #JSETw UP QVCMJDJ[F JUT
CSBOE5IF%J[BJOXBMMGFBUVSJOHXPPE i8PPETUPDLwBOEi.PEFSO 8BMOVUw  BOE TUPOF i4UPOF #FJHF w i4UPOF #SPXOw BOE

하 49.99㎡)를 통해 광고협찬을 진행하였다. Smart Life를 컨셉으로 진
행된 이번 촬영에서는 김지호를 모델로 동화SFC하우징의 프리미엄급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촬영분은 On/Off 라인을
통해 4월부터 협찬로고와 함께 노출된다.

i4UPOF%BSL#SPXOw QBUUFSOTXBTJOTUBMMFEPOUIFöMNJOHTFUPG

Dongwha SFC Housing Opens
3rd Pangyo Model House

UIFESBNB SFDFJWJOHGVMMFYQPTVSF

%POHXIB 4'$ )PVTJOH PQFOFE UIF UIJSE NPEFM IPVTF JO

동화자연마루 기술직 간담회 실시

1BOHZP (ZFPOHHJ1SPWJODFPO.BSDI-PDBUFEJO#MPDLPG

On March 12,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s materials

UIF&BTU1BOHZP)PVTJOH$PNQMFY UIFOFXNPEFMIPVTFNFB-

sector climbed Mount Mani on Ganghwa Island in Incheon. The

sures 273.9⽊ TU øPPS ⽊  OE øPPS ⽊, base-

event was aimed at bolstering camaraderie among team mem-

NFOU⽊). It features an ideal living environment against a

CFST8IJMF DMJNCJOH UIF NPVOUBJO  UIF FNQMPZFFT EJTDVTTFE

TDFOJDOBUVSBMMBOETDBQF5IFöSTUMFWFMDPOTJTUTPGBMJWJOHSPPN 

WBSJPVTUPQJDT8IFOUIFZSFBDIFEUIFTVNNJU UIFZNBEFBEF-

a kitchen and a guest room. The second level features a master

termination to achieve their goals for this year. The event ended

bedroom, a children’s room and a mini-kitchen, while the base-

with all participants having lunch together.

Dongwha SFC Housing Provides 2nd
Pangyo Model House for Advertisement

동화자연마루 PPL, 가시나무새 협찬

*%POHXIB4'$)PVTJOHQSPWJEFEJUTOE1BOHZPNPEFMIPVTF

동화자연마루는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과 함께 브랜드 홍보를 위해

동화자연마루에서는 3월 4일(금), 11(금), 기술직 사우들을 대상으로 간

KBS 20부작, 수목드라마 ‘가시나무 새’에 제품 협찬을 진행했다. 협찬

담회를 실시하였다.

내용은 드라마세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디자인 월’ 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1년의 시장환경과 전략방향 공유를 목표로 진행

품이며, 우드패턴(우드 스탁, 모던 월넛)과 석재패턴(스톤 베이지, 스톤

되으며, 엄흥준 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의 시간과 전략 방향의

브라운, 스톤 다크 브라운)이 주로 노출되었다.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TUøPPS⽊ OEøPPS⽊ CBTFNFOU⽊) for a

ment has a multi-purpose room.

인천광역시장상 표창 (동화기업 이정재 본부장)

DPNNFSDJBMBEWFSUJTFNFOU5IFNFEi4NBSU-JGF wUIFBEWFSUJTF-

2010년 3월 29일. 인천 계양구 서운체육공원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관,

NFOUGFBUVSFTBDUSFTT,JN+JIPBOEVOEFSTDPSFT%POHXIB4'$

『2011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

)PVTJOHTQSFNJVNJNBHF5IFBEWFSUJTFNFOUXJMMCFVOWFJMFE

이 행사에서 동화기업 이정재 본부장(보드생산본부)는 1사 1하천 가꾸

JO"QSJMBMPOHXJUIUIFDPNQBOZTMPHP

기 운동에 자발적 참여하고 버려지고 소각되는 폐목재를 PB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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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을 통해 동화자연마루는 애경산업과 함께 ‘스마트 체인지 이벤

하우징은 고객가치 차별화를 통한 고객의 감성과 경험 구현으로 마케

시 송영길시장으로부터 시장상을 수상했다.

트’라는 타이틀로 소비자 대상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첫

팅가치(전략/창조,고객/사회가치)와 성과(재무/시장성과)에서 높은 점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약 2,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로

단계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적극적으

수를 받았다.

친환경기업으로의 동화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회사의 위

로 진행 중에 있다.

상을 제고 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향후에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낙도 어린이집, 양노원 등 공간을 바꿔주

Pattern Sales Division Sets MFB Sales Record

는 기부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Incheon Mayor Award
(Lee Jung-jae, Dongwha Enterprise)

Dongwha SFC Housing Wins Korea Economic Daily
Marketing Award

0O.BSDI  BOFWFOUXBTIFMEBU4FPVO4QPSUT1BSLJO
*ODIFPOUPNBSL*OUFSOBUJPOBM8BUFS%BZ-FF+VOHKBFGSPNUIF

0O .BSDI   %POHXIB 4'$ )PVTJOH SFDFJWFE B NBSLFUJOH

Board Production Division of Dongwha Enterprise received an

Dongwha Nature Flooring Concludes
Partnership with Aekyung

BXBSE GSPN *ODIFPO .BZPS 4POH :PVOHHJM GPS IJT DPOUSJCVtion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form of taking care of
streams and recycling waste wood into particle boards to minimize CO2 emissions. The event was attended by some 2,000

FYQFSUT HBWF %POHXIB B IJHI TDPSF GPS JUT NBSLFUJOH WBMVFT
TUSBUFHZ DSFBUJWJUZ DVTUPNFST TPDJBMWBMVFT BOESFTVMUT öOBOcial and market results) that prioritize customer satisfaction.

5IF1BUUFSO4BMFT%JWJTJPOPG%POHXIB&OUFSQSJTFTPMEBOBMM

OFSTIJQ XJUI "FLZVOH *OEVTUSJBM GPS DPPQFSBUJPO JO TPDJBM QIJ-

time high of 369,138 MFB units in March this year. The feat is

lanthropy and business promotion. The two corporations have

moting Dongwha was an eco-friendly corporation.

all the more impressive because it comes amid the prolonged

MBVODIFE KPJOU NBSLFUJOH VOEFS UIF UJUMF A4NBSU $IBOHF &WFOU

stagn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achievement has

5IFöSTUQBSUPGUIFFWFOUFODPVSBHFTDVTUPNFSQBSUJDJQBUJPO

further strengthened Dongwha’s position in the wood board

PO'BDFCPPLBOEDPNQBOZ8FCTJUFT*OUIFGVUVSF %POHXIB

패턴 영업부문, MFB 역대 최대 판매량 달성

NBSLFU5IF1BUUFSO4BMFT%JWJTJPOBUUSJCVUFTUIFGFBUUPJUTDVT-

BOE "FLZVOH XJMM SBJTF GVOET UP SFOPWBUF DIJME EBZDBSFT BOE

동화기업 패턴 영업부문은 3월 369,138매를 판매하여 MFB 역대 최대

tomer-oriented business development strategy that prioritizes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s.

판매량을 달성했다.

proactive customer service.

가공보드시장에서 동화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GFTTPSTGSPNUIF,PSFBO.BSLFUJOH"TTPDJBUJPOBOENBSLFUJOH

0O "QSJM     %POHXIB /BUVSF 'MPPSJOH DPODMVEFE B QBSU-

people, including the Incheon mayor, and contributed to pro-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라 더욱 중요하며,

award in the VIP category from the Korea Economic Daily. Pro-

동화SFC하우징, 제13회 한경 마케팅대상 수상

의미를 지닌다.

동화자연마루, 애경과 협약식 실시

패턴영업부문은 ‘고객’ 지향적인 영업 전략이 주요했으며, 고객에게

2011년 4월 6일, 동화자연마루와 애경은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에서 동화SFC하우징은 VIP부분 마케팅 대상을 수상하였다. 마케팅

먼저 ‘실천’해 보임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사회공헌활동과 프로모션을 함께하기 위한 협약식 실시하였다. 이번

학회 소속 교수와 전문가들의 심사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동화SFC

2011년 3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개최된 제 13회 한경마케팅대

동화홀딩스, 팀장(M트랙) 및 현장관리자 리더십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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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홀딩스 인력개발팀에서는 사람, 조직, 성과관리에 대한 역량 향상

타겟의 세분화와 포지셔닝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판매현장에서의 의

동화의 소식', '채용관련 정보제공', '고객참여'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

을 위하여 팀장 및 현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

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으며, 이후 다양한 기업의 소식으로 컨텐츠를 다양화 할 계획에 있다.

Dongwha’s Recruitment Blog Launched

진행되었으며, 팀 구성원들이 진단한 리더십 진단결과에 대한 공유와

Dongwha Nature Flooring Holds Meeting on
New Dizainwall Patterns for Representative Stores

인적자원관리의 스킬, 그리고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으

On May 13,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 meeting at its

로 진행되었다.

tal Naver (blog.naver.com/dwrecruit) to provide news to peo-

:FPVJEP IFBERVBSUFST GPS JUT SFQSFTFOUBUJWF TUPSFT UP JOUSPEVDF

함께 이루어진 현장관리자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리더십역량강화

ple who aspire to join Dongwha. The blog currently provides

the new Dizainwall patterns and discuss ways to promote sales.

교육은 2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의 관리자 역할과 소통

overall information about Dongwha as well as the news about

The meeting was attended by the CEOs of Dongwha’s 14 top rep-

과 경청에 관한 감성리더십, 기술직 新인사제도와 변화관리를 중심으

the company’s worldwide operations, hiring ads and customer

resentative stores nationwide. They learned about the latest inte-

로 진행되었다.

feedback. In the future, information posted on the blog will be

rior trends and discussed in detail how to promote the Dizainwall.

EJWFSTJöFEPOBSFHVMBSCBTJT

"내 꿈에 동화(同和)되다"

5S Implementation Program

다. 경기도 오산의 외부 연수원에서 실시된 리더십교육은 본부장, 부
문장, 팀장등을 포함한 M트랙 전원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교육이

In March, Dongwha launched its recruitment blog on the por-

4 *NQMFNFOUBUJPO 1SPHSBN PO .BSDI  4 DBNF GSPN
UIF+BQBOFTFXPSET4FJSJ 4FJUPO 4FJTP 4FJLFUTVBOE4IJUTVLF
PSJO&OHMJTINFBOT4PSU 4FUJO0SEFS 4IJOF 4UBOEBSEJ[FBOE
4VTUBJO 5IF PCKFDUJWF PG UIJT QSPHSBN JT UP DSFBUF FNQMPZFF
BXBSFOFTTUPQSBDUJDF4UISPVHITUBHFTPGBQQSPBDIFT"4
committee for each site had been selected and all of them are
responsible for 5s implementation their area.

동화 말레이시아 리더십 미팅

Dongwha Holdings Holds Leadership Training
5IF)VNBO3FTPVSDFT%FWFMPQNFOU5FBNPG%POHXIB)PMEings provided leadership training for managers to bolster their
BCJMJUZ UP NBOBHF QFSTPOOFM  PSHBOJ[BUJPOT BOE SFTVMUT )FME
at a training center in Osan, Gyeonggi Province, the training
was provided in three sessions and targeted the entire M-track
personnel, including heads of departments, section chiefs
and team managers.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results of
leadership evaluations and learned how to manage human
resources and work stress. Training for worksite managers was
2011년 4월 14일, 동화말레이시아 머복공장에서는 전체 본부장과 팀

provided in two sessions to help them improve their manage-

장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리더십 미팅이 진행되었다. 이번 미팅에서

ment skills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underlings, appoint

는 현재 회사의 성과 및 이슈 그리고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관해 모든

technical workers according to the new personnel regulations

HOF(Head of Functions)와 TM(Team Managers)이 업데이트 된 정

and implement change.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신패턴 출시관련
대리점 사장단 간담회 실시

동화 말레이시아에서는 C&I팀과 모든 공장장들을 주축으로 5S 실행프

보를 공유하였다. 미팅 후, 교육 시간에는 인사본부장 김동성 상무가

로그램을 3월부터 진행하였다. 5S는 일본 원어로 Seiri(정리), Seiton(정

“How To Coach?: For Better One-to-One Session”이라는 주제로

돈), Seiso(청소), Seikets(청결)와 Shitsuke(습관화)를 의미한다. 이 프

코칭 스킬과 관련된 미니 워크샵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매니저들은 더

로그램은 전 직원들에게 5S의 의미를 새기며,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

나은 코칭 스킬에 대해 배우고, 실제 롤플레이를 통해 실천에 필요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4단계로 진행

구체적인 TIP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신패턴 출시와 더불어 매출 활성화 방안을 논

동화 채용블로그가 4월 오픈하였다.(http://blog.naver.com/dwrecruit)

되며, 각 현장 별로 추진되는 위원회는 정해진 구역의 5S 활동이 잘 이

의 및 공유하기 위해 디자인월 판매우수 대리점 사장단을 대상으로 제

블로그 오픈의 취지는 주요 기업들이 블로그를 통해 기업의 이야기를

뤄질 수 있게 유도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Dongwha Malaysia Quarter Leadership Meeting

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5월 13일,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전달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화에 입사를 희망하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14개 시판 디자인월 매출 우수 대리점

는 신입, 경력사원들에게 동화의 소식을 소프트한 컨텐츠로 진솔하게

5S Implementation Program

0O UI "QSJM   RVBSUFSMZ IFME -FBEFSTIJQ .FFUJOH UPPL

주를 대상으로 최근의 Interior trend 패턴과 새롭게 출시된 디자인월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설명하는 자리와 더불어, 디자인 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픈 초기의 블로그 컨텐츠는 '동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글로벌

4QPOTPSFECZ(FOFSBM.BOBHFS (. BOETUFFSFECZ$*5FBN
and all Plant Managers, Dongwha Malaysia had launched its

QMBDFJO.FSCPLBOEQBSUJDJQBUFECZBMM)FBEPG'VODUJPOT )P' 
and Team Managers (TM) of Dongwha Malaysia.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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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4
started at 9.55a.m with opening speech by General Manager

SVBSZ*UUPPLQMBDFBU,VMJN4QPSUTBSFOBBOEUIF PSHB-

(GM), Mr. Chae Kwang Byeong and coordinated by Ms. Kwon

OJ[FSJT4QPSUTBOE3FDSFBUJPO$MVCPG,VMJN1MBOUT,VMJN1MBOU

)ZVO-BOH

.BOBHFS  .S "INBE #VTV XBT BMTP QSFTFOUFE UP MBVODI UIF

*OUIJTNFFUJOH BMM)P'BOE5.XFSFVQEBUFECZBMMSFQSFTFOUB-

NBUDI5IFSFXFSFöWFUFBNQBSUJDJQBUFEJOUIFBOOVBMFWFOU

tives from every department on current issues as well as proj-

5FBNA#FSEFTVQXPOUIFöSTUQMBDFXIJMF5FBN$IJDLFO#SBOE

FDUVQEBUF"UUIFFOEPGUIFTFTTJPO .S,JN%POH4VOHIFME

and Team Cengei which consist of the management team won

B NJOJ XPSLTIPQ POi)PX5P $PBDI  'PS #FUUFS 0OFUP0OF

UIFTFDPOEBOEUIJSEQMBDF"MMXJOOFSTCSPVHIUCBDLBIBNQFS

4FTTJPOwUPDPBDIBMMUIF.BOBHFSTPOIPXUPDPOEVDUPOFUP

and trophy each.

one meeting with their subordinates. The meeting ended at

0OUI"QSJM ,VMJN1MBOUT4QPSUTBOE3FDSFBUJPO$PN-

5.30p.m

mittee again had organized a friendly badminton match between Kulim and Merbok employees. It was held at Kulim
4QPSUT"SFOB4JYEPVCMFTUPPLQBSUJOUIJTGSJFOEMZNBUDI

쿨림공장 사내 세팍타크로 및 배드민턴 대회 개최

SUMMER vol. 152

5S : PM walk and auditing
'PS  4 1SPHSBNNF   1MBOU .BOBHFS8BML 1.8BML  IBE
been done twice a month starting from second week of March.
5IF1.XBMLJTUIFQMBOUNBOBHFSTXBZUPCFJOWPMWFEJO4
implementation on the shopfloor. In Malay, we call it ‘turun
QBEBOH NFBOJOHAHFUEPXOUPUIFöFME"UUFOEFECZUIF1MBOU
.BOBHFSUPHFUIFSXJUIUIF4TJUFDPPSEJOBUPS $*SFQSFTFOUBUJWFBOEUIFBSFBPXOFST UIF1.8BMLGPSJOUFSOBMBSFBJTEPOF
FWFSZ TFDPOE XFFL PG UIF NPOUI XIJMF GPS FYUFSOBM BSFBT   JT
done on fourth week of every month.
*OBEEJUJPOUP1.8BML NPOUIMZ4BVEJUTDPNNFODFEJO"QSJM
4$VTUPEJBOUPHFUIFSXJUITJUFDPPSEJOBUPSQFSGPSNFE4BVditing sessions for all 4 designated sites – Kulim, Merbok, Nilai

5S활동 _ PM Walk(Plant Manager Walk)

JODMVEJOH,-PóDF BOE%$..'#-1.QMBOUT.FSCPL1MBOU
BVEJUJOH XBT EPOF PO OE "QSJM  ,VMJN 1MBOU PO UI "QSJM 
%$.BOE.'#1MBOUPOUI"QSJMBOEMBTUMZ/JMBJBOE,-PóDF
POUI"QSJM5IJTZFBS %POHXIB.BMBZTJBTUBSHFUTDPSFJT
PWFS  QPJOU CZ GPVSUI RVBSUFS8F IPQF PVS 4 1SPHSBN XJMM
not only meet the target but also being the working culture of
every employee in Dongwha Malaysia.

경비절감 로드투어
동화말레이시아에서는 그린넷으로 공지한 ‘경비절감’ 캠페인의 후속

쿨림공장은 2월 7일에 쿨림 스포츠아레나에서 세팍타크로 대회가 진

으로 ‘경비절감 로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행되었다. 레크레이션 클럽의 주관아래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공장
장 Mr. Ahmad Busu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다섯 팀이 참여한 가운데

3월, 5S프로그램 런칭 후, 매월 2, 4째주는 5s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Berdesup’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Chicken Brand’ 팀과 ‘Cengei’팀

공장장들의 현장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활동은 말레이시아어로는

은 2, 3등을 차지했다. 수상한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주어졌다. 또

“Turun padang”, 영어로는‘Get down to the field’라고 불려지고 있으

한 4월 15일에는 쿨림-머복 공장간 배드민턴 친선경기가 펼쳐졌으며,

며, 5S위원회는 각 사이트의 코디네이터, C&I 대표, 각 근무지역의 담

6개의 남성복식 조가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보여주었다.

당자가 참여하여 진행되며, 공장내부 진단은 2주째에, 외부는 4째주로
나눠 진단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Kulim In-house Takraw and Badminton
Friendly Match
Kulim Plant had organized an in-house takraw and also badminton match between all Kulim Plant employees on 7th Feb-

5S 활동에 대한 감사를 4월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머복에서 시작하여

로드투어 프로그램의 목표, 각 부서의 오너십, 회사운영비용과 현재의
경비 상태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는 많은 경비가 필요한 생산, 설비, 운반비뿐 만 아니라 전기, 수도, 통
신 요금 그리고 출장의 횟수 등을 줄이는 것과 같이 작은 노력이 경비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Cost Saving Road Tour

쿨림, 머복의 DCM/MFB/LPM 공장, 닐라이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사무

"GUFSUIFTPGUMBVODIJOHPGUIFQSPHSBNJOUIFDPNQBOZXFC-

실 순으로 진행되었다. 5s활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로 자

site, Finance Department of Dongwha Malaysia had taken a

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UFQGPSXBSEUPPSHBOJ[FB$PTU4BWJOH1SPHSBN3PBE5PVS

%VSJOHUIF3PBE5PVSTFTTJPO BMMFNQMPZFFTXFSFFYQMBJOFEPO
the details of the program such as target, initiatives that can be
EPOFCZFWFSZEFQBSUNFOU FWFSZJODVSSFEDPTUTBOEFYQFOTFT
in managing the company and also the current cost situation of
UIFDPNQBOZ/PUPOMZGPDVTJOHPOUIFNBJODPTUBOEFYQFOTFT
such as production, repair and maintenance, freight cost and
others, all employees can also contribute from small thing like
saving the electricity, water consumption and telephone usage;
SFEVDFUSBWFMGSFRVFODZBOENBOZPUIFST+VTUMJLF4 DPTUTBWing is also hoped not merely to be a program as itself but also;
it is aimed to be the culture of every employee in Dongwha,
either in workplace or in their lif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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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AL Dongwha
수상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론 이 상을 통해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저의 분야에 있어서 더욱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Global Report-2 말레이시아 ‘Achievement Award’ 수상자들. 그들이 전한 한국 방문기

Thank you to Dongwha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win this award. I will take this award as a motivation
for me to work harder and success more in my job.
Global Report-2 Malaysia Achievement Award Winners’ Impressions of Their Korea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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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말레이시아
풋살리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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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그는 한국 주재원팀, 베트남 서포트팀, 쿨림 DMM팀,

➋

머복 DFB팀, 그리고 머복 DCM Team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자유시간을 이용해 팀 별 연습과 경기를 꾸준히 소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리그는 나날이 흥미로워 지고 격렬해지
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닐라이 공장은 거리가 먼 관계로
이 리그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소식. 하지만 닐라이 공장은 뜨

“Dongwha Futsal International Friendly Game”

거운 열정과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공장 내외의 여러 팀과
연습 및 친선경기를 소화하고 있다고 하니, 언젠가 전 세계의

1. Merbok DCM team.
2. Merbok DFB + Vietnam Project Team

글로벌 동화식구들이 풋살로 하나되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➊

날도 오지 않을까? 오늘도 풋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3. Korean Expatriates + Vietnam Project Team

를 보내고 있을 동화말레이시아 가족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

4. Merbok DFB + Vietnam Project Team

수를 보낸다.

5. Vietnam Project Team
6. Kulim DMM + Vietnam Project Team
7. Korean Expatriates + Merbok DFB

➌

한국에선 축구와 야구가 대표 스포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일명
아저씨리그라 불리는 전통 깊은(?) 조기축구회를 필두로 최근에는 프로야구의 선풍적인

* 풋살

인기에 힘입어 사회인 야구가 한창 인기이기도 하다. 우리 동화에서도 축구동호회는 활발

먼저 풋살이란 용어는 축구를 뜻하는 스페인어 'Futbol' 과 실내를 뜻하는 프랑스어 'Salon' 이 합쳐진 말로 브라질

히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 중 하나인데, 동화말레이시아에서 국민적인 인기 스포츠 ‘풋살’이

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전세계로 전파된 경기이다. 축구황제 펠레나 베베토, 호나우도 등의 유명한 축구선수들도

친목 리그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동화가족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풋살선수 출신이다.

이 즐거운 소식은 현재 건설 중인 베트남 사업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

총 5명이 한 팀을 이루고 가로 20m, 세로 40m의 작은 경기장에서 가로 3m, 세로 2m의 골문에 공을 차 넣는 경

고 있는 ‘베트남 서포트팀’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Dongwha Futsal International

기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미니 축구'나 ' 길거리 축구'로 불리며, 공의크기는 일반 축구공보다 1호가 작은 것을 사용

Friendly Game’라는 풋살 리그가 설립되었다고 전해졌다.

하는 경기이다. (축구공 5호, 풋볼공 4호)
풋살은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축구를 즐길 수 있으며, 그 까닭에 속도감이 매우 뛰어난 경기로 빠른 순발력과
판단력 및 정교한 기술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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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y of Growing
into Global Talent in
Happy Dongwha

* Futsal
The word “futsal” is a combination of the Spanish word “futbol,” meaning “soccer,” and the
French word “salon,” meaning “indoors.” Futsal gained popularity in Brazil and later the world
over. Many famous soccer players, such as Pele, Bebeto and Ronaldo, used to play futsal in
the past. Each futsal team consists of five players, who play on a 20m x 40m field. The game
is played by scoring goals in a 3m x 2m gate. In Korea, it is known as “mini-soccer” and “street
soccer.” A futsal ball is one notch smaller than a soccer ball. Futsal can be played in small spaces
and requires agility, quick judgment and precision.

Soccer and baseball are among the most popular sports in Korea. That’s why there are many amateur soccer
and baseball clubs in the nation, including Dongwha’s soccer club. Recently, we received the news that Dongwha
Malaysia had set up a futsal club. Futsal is a popular sport in Malaysia.
The Dongwha Futsal International Friendly Game was established thanks to the encouragement of the Vietnam
Support Team, which has been working hard to ensure a successful start for Dongwha’s Vietnam business site,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The league comprises employees from Korea, the Vietnam Support Team,
the Kulim DMM Team, the Merbok DFB Team and the Merbok DCM Team. All teams have been practicing hard
and holding competitions in their free time. Thanks to their enthusiasm, the league keeps improving by the day.
But unfortunately the Nilai Factory was not included because of its remote location. Nevertheless, the factory
team has been holding goodwill competitions with other teams thanks to its passion and outstanding playing
skills. Hopefully, someday Dongwha employee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brought together by futsal. We want
WRVHQGRXUHQFRXUDJHPHQWWRWKH'RQJZKD0DOD\VLDHPSOR\HHVZKRNHHSÀWDQGGLVFRYHUWKHMR\RIOLIHWKURXJK
futsal.

➏

➐

084 Global Dongwha

Global Report-2

말레이시아 ‘Achievement Award’ 수상자들

그들이 전한 한국 방문기
창립기념식이 있었던 4월1일에는 한국 뿐 아니라 해외사업장 Great Achievement

085

Tan Sai Pheng_DMH / Logistic

Hairul Azmi bin Dolah_DMH / Western Region

“수상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론 이 상을 통해 더욱

먼저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저의 분야에서 더욱 성공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위해 여행을 준비해준 한국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직원 덕분에 한국 관광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
루를 더 연장해 주신 것 또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Thank you to Dongwha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가 해 본 경험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것이고 그들에게 더 열심

t o w i n th is awa rd . I w i l l t a ke th is awa rd as a

히 하는 201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많은 느낌과 경험들을 전해 줄

motivation for me to work harder and success more in

수 있었으면 합니다.

my job.

Award 수상자인 Tan Sai Pheng 과 High Achievement Award 수상자, Hairul
Azmi bin Dolah, Ng Seong Wooi, Norsharin Afzan binti Sharin @

한국 사업장 투어를 통해서 한국 공장의 프로세스와 사업 현황을

Ahmad, Tan Keng Khoon, Faridah Hanim binti Mohd Yusof, Tajuddin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bin Mat Isa, R Dhayalan a/I Ramiah, Ramli bin Awang Yahaya가 참석하

그리고 하루를 한국에 더 머무르며, 좀 더 많은 관광 기회와 다양한

여 글로벌 동화의 축하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들은 부상으로 한국본사 방문과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서울시내 문화탐방 → 동화기업 공장 투어 →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알 수 있게, 저와 같은 부서에

남산한옥마을 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 이태원 거리 등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경험해

서 일하는 한국직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보기엔 짧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기분 좋게 말레

같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모범사례들과 현재 시장 트렌드들에

이시아로 향했음을 함께 전해왔다.

대해 논의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irst, it was an honor to meet the Dongwha CEO. We
will treasure it as one of great moments in life. We

Malaysia Achievement Award Winners’

really enjoyed the trip and sightseeing thanks to a well
organized schedule between Korean and Malaysian

Impressions of
Their Korea Visit
The Achievement Award ceremony held on April 2, when Dongwha also marked its founding anniversary, many
of Dongwha’s overseas employees attended the ceremony. They included Tan Sai Pheng, Hairul Azmi bin Dolah,
Ng Seong Wooi, Norsharin Afzan binti Sharin @ Ahmad, Tan Keng Khoon, Faridah Hanim binti Mohd Yusof,
Tajuddin bin Mat Isa, R Dhayalan a/I Ramiah and Ramli bin Awang Yahaya. They had a chance to visit the
Dongwha headquarters and learn about Korean culture. During their three-day visit, the guests also toured the
Dongwha Enterprise factory and famous tourist sites of Seoul, such as the Namsan hanok Village, the National
0XVHXPRI.RUHDDQG,WDHZRQ,WZDVDVKRUWVWD\EXWWKH\KDGDFKDQFHWRH[SHULHQFH.RUHDQFXOWXUHÀUVWKDQG
and compare Dongwha’s business sites in Korea and Malaysia. They said they made good memories in Korea. Let’s
hear more about their impressions of Korea.

HR personnel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we cannot thank you more for extending our stay in
Korea for another day. We will share this experience
with others, hoping it will inspire them to work harder
in 2011.

D u r i n g t he pl a nt v i sit , we g ot a wel l- r ou nde d
u nder st a nd i n g of t he D on g wh a K or e a f ac t or y

Ng Seong Wooi_DMH / Western Region

processes and business. We were also happy when our
stay was extended so we had more time for sightseeing

한국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생산 체계를 더 깊이 알

and trying Korean food. However, it would have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een great to meet the Korean staff working in the

만약 한국의 영업부 직원들이랑 더 많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

same departments so that we can know better one

국 방문의 의미가 더 깊었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another and discuss how things are done in Korea and

동화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Malaysia and the latest marke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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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a good experience to visit Dongwha plants in

The trip to Korea has given us better knowledge and

Korea and learn about Korea’s manufacturing system.

experience of our company and its home culture. We

It would be very good if I also got to meet Korean

were really comfortable during our stay there, as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한국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

marketing employees to discuss work strategies.

the local tour guide had good English skills and we

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관광도 재밌게 해서 한국에 다시 갈 수

However, the trip was very enjoyable and I’m grateful

received attentive care and reception from the local

to Dongwha for this chance.

staff, including a follow-up event. It would be greater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를 준 동화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if we got a chance to visit other business sites and
factories.

Tajuddin bin Mat Isa_DFB / Production 2

It was a ver y good exper ience to v isit a factor y
i n K orea, wh ich was ver y clea n a nd qu iet. T he
sightseeing was also very interesting and made me
want to go to Korea again! I really would like to thank

Faridah Hanim binti Mohd Yusof_DMH / C&B

the company for giving me this chance.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들보다 더 큰 한국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현
장 안에 동화의 박물관도 같이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상행사와 회장님을 존경하는 한국직원들의 모습을 아주 감
탄해서 제가 아주 매우 큰 상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R Dhayalan a/I Ramiah_DFB / Mechanical
Ramli bin Awang Yahaya_DMM / Mechanical

it was still an interesting experience for us to visit it

한 서울에서의 관광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또

한국에서 한달 동안 파견 근무를 해봐, 한국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after receiving training there before. Overall we were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새롭진 않지만, 좋은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한국여행에 대해

YHU\VDWLVÀHGDQGKDSS\WRKDYHKDGWKLVFKDQFH

아주 만족스럽고 이 기회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orsharin Afzan binti Sharin @ Ahmad
_DMH / Western Region
정말 좋고 잊지 못할 소중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다!!!!!!!!!!!
It was a very great and memorable trip. Thank you so
much!!!!!!!
It was a really memorable trip to one of Dongwha

Tan Keng Khoon_DMH / Western Region

factories in Korea as it is much bigger than the
factories in Malaysia. It was also impressive to see

한국여행은 우리에게 회사와 한국의 가정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Dongwha’s own museum at the factory. Besides that, I

깊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영어가 아주 유창한 가이

was impressed by the well-organized awards ceremony.

드와 친철하고 따뜻한 대접을 해 주신 한국 직원들 덕분에 편하고

Seeing how the employees really respect the CEO, I felt

재밌는 시간 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사업

like I was receiving a very big award. I also enjoyed the

장들과 현장들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더 깊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ven though it was our first visit to Dongwha Korea,

sightseeing as I got to learn a lot about the history of
Korea. Each of us really hopes that we can go to Korea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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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느낀
애틋함을 그대로⋯

From the Bottom of the Heart…

동화 ‘희망 비타민’.
아픔 겪은 바다건너 이웃에게~

Giving Hope to Our Neighbors
Across the Sea through Vitamins of Hope
- From messages of hope –

- 희망의 메시지 中 –
공일곤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일곤(10알)+공세영(10알)+김혜숙(10알) =
저희 가족은 30알 기부합니다.

김윤근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저의 비타민으로 조금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알 쾅!!! 힘내세요~

김철주

10알 보냅니다. 7일간의 기적 처럼 작은 희망의 비타민이 아주 큰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랩니다.

유성진

저는 수년동안 일본의 산림자원과 재활용 시스템을 견학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야기현 피해지역은 2년전 다녀온 곳입니다. 저도 희망의 비타민 100알 보냅니다.

박용우

누구나 모두가 걸려 넘어질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 누리와 나리를 포함 가족 이름으로 20알 기부합니다.

김현주

태어난지 300일 된 저의 아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으로 30알 작지만 큰 정성 보내드립니다.

박혜영

보드영업본부의 사랑스러운 소녀시대 5인방 태연 박민지, 윤아 박혜영, 유리 김영민, 티파니 최누리,
서현 강수진 5알씩 작지만 보탬이되고자 합니다. 다른분들도 많이많이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김한나

우리 동화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군요~~ 앞으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동화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예비동화인들을 대신하여 20알 전합니다~!!

신양호

일본 대재앙 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어요.. 싫든 좋든 일본의 대재앙이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희망의 비타민 20알 동참하겠습니다..

홍승우

요화(10알), 산화(10알), 리화(10알), 그리고 엄마아빠(20알) = 울가족이 50알 보냅니다..감사합니다.

Kong Il-gon

We hope that this will be like seeds of hope to you. Kong Il-gon (10 vitamins)+Kong Se-young (10 vitamins)+
Kim Hye-sook (10 vitamins) = 30 vitamins from our family.

Kim Yoon-keun

Japan is a close yet distant country. I hope these vitamins of hope will help us become closer to each other.
I donate 10 vitamins! Cheer up!

Kim Chul-joo

I’m sending you 10 vitamins. I hope this small hope will grow big.

Yoo Sung-jin

I received much help from Japan when I was learning about its forest resources and recycling system for many years.
I stayed for two years in Miyagi Prefecture, which bore the brunt of the tsunami. I’m sending you 100 vitamins.

Park Yong-woo

Nobody is protected from danger. But we can get back to our feet because of hope.
My children, Noo-ri and Na-ri, and my family are sending you 20 vitamins.

Kim Hyun-joo

I want to teach my 300-day-old son the joy of sharing. We’re sending you 30 vitamins in the tiny hands of my son.

Park Hye-young

The five beautiful gals of the Board Sales Division are sending five vitamins each. We are Park Min-ji,
Park Hye-young, Kim Young-min, Choi Noo-ri and Kang Soo-jin. We hope that others will donate much, too.

Kim Han-na

It’s good to know that so many people at Dongwha want to share their help. With the hope that many more
kindhearted people will join Dongwha in the future, I donate 20 vitamins on behalf of aspiring Dongwha employees.

Shin Yang-ho

Seeing the terrifying scenes of the Japan tsunami on TV, I was scared and confused at the same time. No matter if
we like Japan or not, this devastating earthquake was not a problem of Japan only. I’m sending 20 vitamins of hope.

Hong Seung-woo

Yo-hwa (10 vitamins)+ San-hwa (10 vitamins)+ Ri-hwa (10 vitamins)+Mom and Dad (20 vitamins) =
50 vitamins from my family. Thank you!

On March 11 the entire world was shocked by a deadly

Vitamin of Hope from the Dongwha family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that grabbed news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shared their warm

headlines worldwide. “ Worst Earthquake in 140

hearts with the victims of the deadly earthquake.

Years,” “ Ten-meter Tsunami Hits Japan,” “Death

The Vitamins of Hope charity campaign was held

Toll Soars, Earthquake Damage Incomprehensible,”

March 25-April 2 to encourage Japanese people and

“ Nuclear Crisis in Fukushima, Radiation Fears

raise funds for them on an in-house bulletin board.

Spread”… News outlets worldwide covered the Japan

(Each Vitamin of Hope is created through a 1,000

earthquake extensively as Japan was scrambling to

won donation). Dongwha employees, including those

cope with the disaster. Whether to help Japan, Korea’s

working overseas,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지난 3월 11일. 각종 언론의 긴급속보로 재난 영화 속에서만 보던

동화가족 ‘희망비타민’을 쏘다

장면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왔다. ‘140년만의 최악의 강진’ ‘10미터

그저 바라보기엔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났던 일본을 위해, 동화가족들

쓰나미 일본강타’ ‘강진 사상자 속출, 피해규모 예측불가’ ‘후쿠시마

의 따뜻한 마음 또한 함께 했다. ‘‘희망 비타민’ 기부 캠페인은 3월

원전 비상, 방사능공포 확대’. 각종 언론에서는 쉴 새 없이 이웃나라

25일~4월 2일, 약 일주일 동안 펼쳐졌으며, ‘힘내라 일본’이라는 메

일본의 피해상황을 알리기 시작하여,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시지와 함께 ‘희망 비타민’을 자발적으로 사내게시판을 통해 기부하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의 일본을 보도했다.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희망 비타민 1알 = 1,000원 기부). 이

closest neighbor, or not was a controversial issue

voluntarily and raised 4,951 Vitamins of Hope. They

그저 동조하기에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은 뼈아픈 역사의 한 장

기부캠페인에서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동화가족 모두가 자발적으로

given the painful history between the two nations.

were donated to Dongwha’s partners and employees

면과 함께한 나라이기에 여러 여론들이 있었지만, 자연재해 앞에 힘

참여하여, 희망비타민 4,951알이 모금되었으며, 회사의 지원금액을

Nonetheless, many people in Korea rushed to help the

in Japan along with the donation from Dongwha

없이 무너진 사람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여러 기부 운동

합쳐 일본 협력사 동화가족에게로 전달되었다.

devastated country and its people.

management. Here are the excerpts from messages

들이 국내에서도 펼쳐졌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동화가족들의 메시지를 함께 하며, 장기간 지

written by Dongwha members to earthquake victims

속될 일본지진피해자들에게 동화의 마음을 함께 전달한다.

in Japan.

IFE & Culture
그 꿈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꿈을 꿔야 한다. 누구나 꿀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꿈은 더욱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Discovering Innovation 동화여 그대여, 꿈으로 세상을 바꿔라!

That is why we have the obligation to have a dream.
No matter how trivial our dreams are, we must pursue them.
Anyone can have a dream and anyone can turn them into reality.
This kind of hope creates positive energy that makes
our dreams all the more precious.
Discovering Innovation A Relentless Dream That Change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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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소리나는 업무를 자랑하는 동화기업 여성직원 6명은 매혹적인 걸그룹으로 변신했다. 동

동화 최고의 꿈과 열정의 슈퍼스타D
매력발산을 그 연습현장으로~
꿈꾼다!

화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오! 미키’ 치어리딩 연습 현장에서 만난
동화기업 여성직원들은 상큼발랄했다. 이날 동화기업 기획관리팀 이정원ㆍ박민지 사우, 메이
커팀 노하얀 사우, 보드영업2팀 박혜영 사우, 패턴영업팀 최누리, 영업1팀 강수진 사우는
치어 댄스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아파” “힘들어” 한숨이 나왔지만 “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
다. 빠른 템포에 한 박자씩 동작을 놓치면 까르르 웃고 다시 시작했다. 오랜 연습으로 녹
초가 되었으련만 “한 번 더!”를 외치며 동화인의 열정과 근성을 보여주었다. 이정원 사우는
“우리 다시 힘을 내자는 희망의 메시지, 모두 즐겨주세요”라며 싱긋 웃었다.

"슈퍼스타D"를 차지한 김지훈,김윤근 사우

김지훈 사우도 동화 임직원의 즐거움을 위해 달라졌다. 평소 멋진 스타일을 자랑하는 동화기
업 기획관리팀 김지훈 사우는 동화 가족을 위해 색다르게 변신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로
트로 도전장을 낸 것. 이른바 곤드레만드레 행복 버전으로 후배 김윤근 사우와 환상의 호흡
을 준비했다.

백지훈 사우의 "Basket case" 연습현장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에 매진한 이들은 인도의 춤을 연상케 하는 난해한 동작부터 바닥을
구르는 아크로바틱 동작까지 척척 호흡이 맞았다. 김지훈 사우와 김윤근 사우는 “재미있게
즐긴 이 행복을 동화 사우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슈퍼스타 D는 바로 우립니다!’라며 현란한
스텝을 자랑했다.
백지훈 사우는 음악으로 열정을 전했다. 고등학교 밴드부 출신의 추억을 살려 현란한 일렉트
릭 기타 연주를 준비한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백지훈 사우는 포즈도 당당하게 바꾸고 단어에
액센트를 넣으며 Basket case의 신나는 분위기를 살렸다. 5월 14일 신부 김한나 씨와 결혼
이 예정되어 있는 백지훈 사우는 “계열사가 많이 나눠져 있어 모르는 사람이 많아 좋은 날 모
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웃었다.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요즘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등 경쟁 오디션에 대
한 열기가 뜨겁다. 지난 4월 23일. ‘2011. 열정 한 마당’ 야외 열린광장 행사에선 이 열기
를 토대로 동화 최고의 스타를 뽑는 슈퍼스타 D가 열렸다.
이날 수많은 동화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춤과 노래도 매혹적이었지만 더욱 멋진 건,
치열했던 예선과 이틀 동안 업무와 연습을 함께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었다.
예선을 통과한 슈퍼스타 D 참가자들은 동료들과 열정과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동화 가족들과 함께 무대를 빛낸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스타였다.
다재다능하다. 슈퍼스타 D 연습 현장에서 동화 사우들을 만난 순간, 역시 동화인이라는 탄성
이 절로 나왔다. 4월 20일과 21일. 인천과 서울, 두 곳의 연습현장은 열혈 동화인이 발산하
는 끼와 열정으로 뜨거웠다. 이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연습으로 땀을 흘리며 슈퍼스타 D를
통해 동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웃었다.

매혹적인 안무로 무대를 장악한 "동화의 꽃미녀들"

진솔한 노래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최명윤 사우는 임재범의 애절
한 발라드 ‘너를 위해’를 준비했다. 최명윤 사우는 “형제처럼 지내는
현장 사우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이 마음을 들려주고 싶다”며
웃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슈퍼스타 D 본선에 참여하지 못
해 아쉬웠지만, 최명윤 사우는 “내년에는 꼭!”이라며 다음을 기약했
다. 동화의 슈퍼스타 D 연습현장에서 만난 네 팀은 모두 힘들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라며 활짝 웃었다. 이들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넘치는 끼를 가진, 무엇보다 동료 사랑이 최고인 이
시대의 진정한 프로이며, 이들이 바로 동화의 슈퍼스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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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hoon from the Planning Management Team, who is known for his
stylish looks, underwent a makeover to make his coworkers laugh. He sang a
trot song along with Kim Yoon-keun. The two practiced hard with the help of
LQVWUXFWRU&KXQJ.\XQJFKDH7KHLUSHUIRUPDQFHIHDWXUHGGLIÀFXOWPRYHV
reminiscent of an Indian dance and even the elements of acrobatics, such as
UROOLQJRQWKHÁRRU´:HZDQWWRSUHVHQWRXUFRZRUNHUVZLWKIXQDQGMR\:H
are the superstars D!” said the two Kims.
Baek Ji-hun from the 2nd Board Sales Team of Dongwha Enterprise
conveyed his passion through music, because he used to play in a band when
he was in high school. He staged an impressive electric guitar performance.
His instructor even taught him how to strike the right pose and perform
“Basket Case” in a more exciting way. Baek, who got married on May 14,
says he wanted to express his thanks to all Dongwha members through his
performance, as he rarely gets a chance to meet with Dongwha employees
from other subsidiaries.

Auditioning TV shows such as “Superstar K” and “I’m a Singer” are all
the rage these days. At the latest Agora on April 23, the Superstar D
competition was held to unearth the hidden talents of Dongwha members.
Participants staged enrapturing performances that took Dongwha
PHPEHUVE\WKHVWRUP7KH\SUDFWLFHGKDUGIRUWZRGD\VWRZLQWKHÀHUFH
competition and make it to the final round. The finalists staged diverse
performances to share their passion and hope with their coworkers. They
are our genuine superstars.
“Versatile” is the word to describe competitors who we met in the two
rehearsal rooms of “Superstar D” in Incheon. They displayed their talent
and passion to the fullest during the two days of rehearsal on April 20 and
21. They did their utmost despite their busy work schedules in order to
present their coworkers with joy.
Six female Dongwha Enterprise employees who are known for their
diligence were transformed into a luring girl band. To present their
coworkers with hope, they practiced hard their cheerleading program
entitled “Oh, Mickey!” on April 20. They are Lee Jung-won and Park Minji from the Planning Management Team, Noh Ha-yan from the Maker
Team, Park Hae-yeong from the 2nd Board Sales Team, Choi Nu-ri from
the Pattern Sales Team and Kang Su-jin from the 1st Sales Team. They
learned the choreography of their program from instructor Lee Ye-ji.
Though they were tired and their legs hurt, nobody stopped practicing.
Dancing to a fast rhythm was a challenge but they overcame hardships
with smiles and kept practicing even when they were exhausted. “This is
our message of encouragement,” said Lee Jung-won.

Technician Choe Myoung-yun tried his luck by singing a moving ballad.
He received the help of instructor Cho Yong-soo and staged a performance
through which he wanted to thank his coworkers for their strong support.
8QIRUWXQDWHO\KHZDVXQDEOHWRFRPSHWHLQWKHÀQDOURXQGEHFDXVHKLVPRWKHU
suddenly fell ill, but he says he will take another chance next year.
All four teams that we met in the practice rooms of “Superstar D” had a hard
time practicing but they all say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They are
genuine professionals, who do their best in their workplaces, have many hidden
talents and receive strong support from their coworkers. They are Dongwha’s
super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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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이벤트는 근래의 잘못들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행복 동화 가족 이벤트 1탄 _ 크루즈 여행
Happy Dongwha Family Event Part 1 _ Cruise Trip

‘아내를 위한 오붓한 부부여행’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은

opportunity.

어버이날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내도 달래고 장인 장모님도 기쁘

I originally thought of the upcoming trip as a chance for

게 해드리자!’라는 기특한 생각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떠나는

me to make up for all my mistakes to my wife. But May

1박2일 가족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is also when Parents’ Day is. So I decided to invite my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곳으로

parents-in-law to join us to make both my wife and my
parents-in-law happy. The most memorable place of our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two-day trip was the sea off Tongyeong and Geoje Island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that we saw from the top of Mount Mireuk, which we

미륵산정상에서는 한 눈에 들

FOLPEHGLQDFDEOHFDU:HDOVRJRWWRVHH+DQVDQ,VODQG

어오는 통영·거제도의 바다를

where Admiral Yi Sun-shin held one of his major battles,

볼 수 있어 눈이 즐거웠다. 이

and Japan’s Tsushima Island, which was seen vaguely

순신장군의 한산도 대첩지와

from behind the horizon.

수평선 넘어 어렴풋이 보이던 일본 대마도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In the vicinity of a central market we visited a village

근처 중앙시장 위쪽 골목에는 '동피랑'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집집마

called Dongpirang. All houses in the village are adorned

다 동심으로 그려진 벽화들로 가득했다. 마치 동화 속에 있는듯한 착

with wall paintings featuring scenes from famous fairy

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 원래 재개발로 사라질 마을이었

tales. The entire village is like a beautiful fairyland.

지만, 인근 대학생들이 동네를 도화지 삼아 하나하나 벽화를 그리기

The village almost disappeared once because of urban

시작하면서 차츰 통영의 명소로 변했다고 한다.

development, but local college students protected it

동피랑을 떠나 드라이브 코스로 들른 몽돌 해수욕장과 ‘바람의 언덕’이

by painting wall paintings. Now it’s a famous spot in

란 곳은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Tongyeong. A fter leaving Dongpirang, we drove to

잡은 운무가 마음까지 평온하게 해줘 신비스러운 기분 마저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여 이번 이벤트로 마련해준 크루
즈여행은 저녁 6시 30분에 출항, 뷔페와 디너쇼까지 포함해 3시간에
걸쳐 거제도의 바다를 돌아보는 코스였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백미
로 장식될 크루즈여행을 ‘깜짝 이벤트’로 꾸미고 싶은 마음에 즉석에

거제의 푸른 바다와 함께 떠난 가족사랑 여행기

want to thank the Dongwha family for giving me this

0RQJGRO%HDFKDQGWKH+LOORI:LQGZKHUH\RXFDQ
feel the breath of nature. The mist hovering between
mountains and the sea made us feel relaxed amid the
mysterious surrounding.
At 6:30 p.m., we began our three-hour cruise trip, which
LQFOXGHGDEXIIHWGLQQHUDQGDGLQQHUVKRZ:HHQMR\HG

서 모시고 가는 것으로 연기를 했으나, 이벤트 팀의 세심한 배려로 테

the picturesque sea off Geoje Island. I wanted the cruise

이블에는 ‘동화홀딩스’라는 예약패널이 당당히 올려져 있어 결국 ‘깜

trip to be a surprise for my loved ones, but my plans

짝 이벤트’는 꼼짝 없이 무산되었다.

collapsed when everyone saw a tag reading, “Dongwha

Family Trip to Scenic Geoje Island
동화자연마루. 마루시판2팀. 강남규 사우 Kang Nam-kyu, 2nd Flooring Sales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이런 에피소드로 시작된 3시간 동안

Holding,” on the table. Our fascinating trip ended after

의 크루즈 여행은 맛있는 저녁식사

a nice dinner, an entertaining show and beautiful

와 재미있는 공연, 그리고 선상에서

ÀUHZRUNVDJDLQVWWKHQLJKWVHD

펼쳐진 화려한 불꽃놀이와 아름다

On the way to Geochang, the hometown of my wife, my

일년 열두 달 중 5월은 나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달이다. 그래서 4

May is a special month for me for a number of reasons.

운 밤 바다를 선사하며 이번 여행의

parents-in-law showered me with praise for the amazing

월 초 사내 공지를 보고 ‘행복가정의 달’ 사보이벤트에 사연을 접수

A fter seeing an announcement from the Corporate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주었다.

trip. I felt sorry for not treating them better and made a

했고, 반가운 당첨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4월 말과 5월 초에는 나

Culture Team in early April, I applied for the “Happy

와 아내의 생일이 있고, 5월 중순에는 결혼기념일이 있기에, 이벤트

Family Month” event by submitting a story about my

에 당첨되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을까? 이 자리를 통해 나에게 기회

family. Soon I was notified that I had been selected

를 준 동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to participate in the event. I was really lucky because
my wife’s and my birthdays are in late April and early
May, while our wedding anniversary is in mid-May. I

처가가 있는 거창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위 덕에 1박2일 동안 정말 호
강했다는 칭찬을 들으며, 그 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
과 함께 앞으로는 종종 장인·장모님과 여행을 가야겠다는 새로운 다
짐도 하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만이 줄 수 있는 달콤하
고 행복한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여행에 다시 한번 감
사 드린다.

determination to travel with them from time to time in
the future. I am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take my
family on a wonderful trip and receive the much-needed
energy and inspiration that only a family trip can gi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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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이 여자 친구의 생일이기도 하고 만난지 10주년이 됩니

and with my child on weekends. I want to ask for the

다.^^ 오랫동안 교제한 것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

chance to watch the musical. If you give me this chance,

고 싶습니다. 하지만 20일날 회사 워크샵으로 같이 있지 못합니다.

I will probably be more dedicated to my company. This

평소 전하지 못한 행복사연과 함께~

또한 대전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도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큽

\HDUP\KXVEDQGDQG,PDUNWKHÀIWKDQQLYHUVDU\RIRXU

니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wedding, so we would like to spend quality time together

가족사랑 뮤지컬 원효

– 박지훈 사우 –

행복 동화 가족 이벤트 2탄 _ 가족 뮤지컬 관람
Happy Dongwha Family Event Part 1 _ Family Musical

by watching the musical.
– Hong Yun-jung -

M ay 2 0 is my g i rl f r iend’s bi r thd ay a nd the 10 th
anniversary since we met. I want to present my girlfriend

“시험공부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좋은 공연으로 마음에 여유로움

with something special after the long period of dating.

을 선물로 주고 싶네요.

But I can’t spend that day with her because I have to

꼭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평소 마음은 굴뚝같지만,

attend a company workshop. I also feel sorry to her

- 김성희 사우 -

이런 저런 이유들로 실천하지 못한 뮤지컬 관람.

because we often have to be apart, as we live in different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화에서는 모처럼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cities. Please give me a chance to make it up to her!

I want to present my boyfriend, who is studying for an

뮤지컬 관람 이벤트가 있었답니다.

– Park Ji-hoon -

exam, with a chance to relax by watching a good musical.
Please give us the opportunity to watch it together!

그 동안 전하지 못한 사연들과 함께 해 더욱 의미 깊었던 뮤지컬 관람.
동화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주중엔 회사에

– Kim Sung-hee -

주말엔 아이에게 묶여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없었네요. 이렇게 회사

Best 감상 후기!

에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꼭 응모해보고 싶고요~ 저에

“얼마 전 와이프 생일인데 챙겨주지 못해 마음에 걸렸는데, 뮤지컬

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더 애사심 발동할것 같아요~~올해로 결

를 좋아하는 와이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청합니

혼한지 만 5년째인데 5년 만에 신랑과 오붓한 뮤지컬 데이트 해보고

다.”

싶어요~~~”

– 최채홍 사우 –

Untold Stories of Happiness and

- 홍윤정 사우 -

Family Musical "Wonhyo"

I used to enjoy watching performances, but since I got

prepare anything for her and I still feel bad about that.

married and had a child, I had no opportunity to attend

I am requesting this chance for my wife, who likes

cultural events, because I’m busy with work on weekdays

musicals.

It was my wife’s birthday a few days ago, but I didn’t

– Choi Chae-hong Taking their loved ones to a musical is what many Dongwha employees
want to do but can't for various reasons.

“내일 5월 16일(월요일)에 저희 와이프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날입

To mark the Month of Family, which is May in Korea, Dongwha organized

니다 ~ (유도 분만이예요 ;;) 벌써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a musical-watching event for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y

없고, 아기 몸무게가 3.8Kg 이나 된다고 합니다. ^ _ ^

members.

자연분만 할수 있을지 ... 항상 맘조리며, 걱정하는 와이프에게 큰

The event wa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inspired Dongwha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대 근무이다 보니, 주말에도 출근하는

members to share their moving stories about their loved ones.

날이 많아 항상 미안했고, 저 대신 부모님께서 늘 밑반찬 같은것도
챙겨주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늘 고생하
고, 잘 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뮤지컬
신청해 봅니다 ~ 10개월 동안 고생한 와이프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내일 우리 꿍투(태명) 순산도 기도해 주세요~”

신호철 사우의 자녀. 신연주

- 이대재 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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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ime. Back then, my wife was a musical actress.

까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딱히 잘 해준게 없어서 공연을 좋

“이번에 남친이랑 사귄지 7주년이거든여. 그동안 잘해준 거 없어서..

be induced labor). Her due date has passed but our baby

But since she gave birth to our child, she had to take care

아하는 집사람과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꼭 보고싶다던 뮤지컬 한편 보게 해주세요 이번 이벤트로 이쁨 받아

hasn’t arrived yet and it already weighs 3.8 kilograms.

of our baby on her own because I was busy adapting to

- 정승관 사우 -

서 저 올해는 시집가게 해주세요 ㅠ.ㅠ”

I doubt she’ll be able to give natural birth. I want to

my new workplace and studying in the evening. My wife

present my wife with a special gift because she is very

likes musicals, but I haven’t taken her to musicals since

worried about our baby. I feel sorry to her because I often

we got married. Our child is five years old already, and

have to work weekend shifts and I’m grateful to my

it was my wife’s birthday a few days ago, but I didn’t get

parents for helping my wife by cooking for her. I also feel

her a decent gift. I want to win this chance to watch the

bad about my inability to help her when she had a hard

musical with my wife, holding each other’s hands.

time because of morning sickness for a whole month. I

- Lee Sung-ho -

- 홍정수 사우 I’m a bad father who doesn’t have time to play with his
children on Sunday because of work. This could be a good

This year marks the seventh anniversary since my

chance for me to fulfill my role as a parent. I’ll never

boyfriend and I met. I never did anything special for him,

forget this opportunity.

so I want to take him to this musical, which he always

- Chang Seung-kyu -

wanted to see. Please, help me receive more love from my
boyfriend and get married this year!

request a chance to take her to the musical, so that my

– Hong Jung-soo -

wife, who is exhausted by her pregnancy, and my whole

“아이들도 크고, 지난 5월11일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와이프가 일한

family can have fun together. Also, please pray for our

다는 이유로 별다른걸 준비하지 못했네요, 이번 기회가 된다면 아이

EDE\.NXQJWX EDE\·VQLFNQDPH 
– Lee Dae-jae -

들한테는 색다른 경험과 와이프에게는 지금까지 같이해준 고마움을

Best 소감과 인증샷!

표현하고 싶습니다.”
- 박한진 사우 –

“지금 제가 임신 5개월째인데 뱃속에 있는 울 아가를 위해서 아직까

Best 감상후기

지 제대로 된 태교 한번 못했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태교를 해주고

Our children have grown and I didn’t prepare anything

뮤지컬을 보러 갔다. 두 여인들은 뮤지컬에 상당히 매료되어 어머,

싶어요..신청인원은 2명이지만 울 아가까지 3명이 볼 수 있는 기회를

for my wife on our wedding anniversary on May 11

어머 감탄사가 나오고 있었으나, 반대로 남자 둘은 가만히 못 있고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 드릴꺼예요~~^^ ”

because she had to work. Through this opportunity I

뼈마디가 쑤셔서 이리 저리 몸을 움직이며 약간은 괴로웠다 ^^. 하

- 백미선 사우 –

want to present my children with a new experience and

지만 이게 어디겠나? 회사서 공연을 보여주고 이걸로 가정의 평화

express my gratitude to my wife for spending all these

와 행복이 온다면 몸이 약간 쑤신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PÀYHPRQWKVSUHJQDQWEXW,KDYHQ·WKDGDFKDQFHWRGR

years with me.

와이프에게 들은 좋은 이야기중의 백미는 우리회사는 참 좋은 회사

something for my to-be-born baby. I want to do something

- Park Han-jin -

라는 이야기이다. 가족들까지 배려하는 ⋯..

that my baby will remember for a long time. I request

- 송정출 사우의 감상후기 中 -

two tickets to the musical, but in fact it’s three people,

“매번 회사일로 일요일에 마땅히 놀아주지도 못하는 못난 아버지로

including our baby. I would appreciate it very much.

써 이번에 모처럼 제대로 부모 노릇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그

– Baek Mi-seon -

은혜 잊지 못할 듯 합니다^6^”

신호철 사우의 인증샷

- 장승규 사우 “2005년 11월 입사, 2006년 1월 결혼 .
입사와 결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결혼 당시 저의 와이프는 뮤

I’m a bad father who doesn’t have time to play with his

지컬 배우였습니다. 새로 옮긴 직장에 적응하랴, 밤에 학교 다니랴.

children on Sunday because of work. This could be a good

바쁜 일상이 계속되었고, 아기 낳고 거의 혼자서 애기를 키우다 시

chance for me to fulfill my role as a parent. I’ll never

피한 저의 아내에게 그렇게 좋아하던 뮤지컬 한편 보여주지 못한 것

forget this opportunity.

같습니다.

- Chang Seung-kyu -

애기가 당첨되어 아내와 함께 손 맞잡고 보러가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VRG 동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공장

- 이성호 사우 -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그린넷 접속하는게 어려워 잘 들어오지 못

I joined Dongwha in November 2005 and in January of

하는데 오늘 운 좋게 접속되어 게시판을 보다가 좋은 공연을 가족에

the following year I got married. It all happened at almost

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연락 드립니다. 벌써 일년 가

박한진 사우의 인증샷_ '우리 절대 싸운건 아니에요~'.

송정출 사우의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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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네 두루치기

동화 맛집
내비게이션

주소: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57 번지
연락처: 031) 461 – 4921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A급 생고기!
분쇄육 인스턴트를 쓰지 않은
천연조미료!
국내산 돼지뼈로 10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를 자랑하는 맛집

그리 넓지는 않은 공간이지만,
깔끔한 흰 벽면에 아기자기한 장식들로
볼거리를 마련한 내부 인테리어.
밑반찬

‘두루치기’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볶은 두루치기가 아닌 ‘김치찌개’에
더 가까워 약간은 놀라게 만든 ‘만수네 두루치기’
국내산 고급 사골로 우려내 .
뒷맛이 맵지만 개운했던 육수가 인상적.

CHANGE LEADER & READER

두 번째로 떠난 동화 맛집 탐방편은
사전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선정되었다.
4월 야외열린광장 행사 준비로 사전답사를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오는 길,
식사 때가 되어 기업문화팀 박강헌
사우의 즉흥 추천으로 가게 된
만수동 즉흥맛집! ‘만수네 두루치기’!

꿈과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을 무거운 질문들입니다.
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통해 오늘 그 답을 얻어 볼까요?

아직 하지 못한 말
안길수 저 | 중앙BOOKS

때로는 웃음 같고 때로는 눈물 같은 내 가족에게
이문열, 주철환, 조선희, 박지성, 김영세, 박원순⋯
우리 시대 ‘아이콘’이 된 명사들의 특별하고 애틋한 가족사. 대한민국의 명사 15인과 실제 인터뷰를 통해
읽는 ‘나의 가족’ 이야기. 화려한 성공의 뒤에 가려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눈물겨운 가족의 이야기들을 이
제 세상에 꺼내놓는다.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73개의 꿈을 쓰고 세계에 도전하다)
김수영 저 | 웅진지식하우스

첫 실업고 출신 골든벨 우승자의 73가지 꿈 이야기!
1999년 KBS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 실업고 출신으로는 첫 골든벨을 울린 김수영의 꿈과 도전의 기
록이 담긴 책이다. 73가지 꿈 리스트에는 ‘발리우드 영화 출연하기’, ‘중매쟁이 되기’, ‘뮤지컬 무대에 서기’,
‘나의 예술작품 전시회 갖기’등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된다고 말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전한다.

가슴이 시키는 일 (꿈과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마음의 명령)
김이율 저 | 판테온하우스

지금, 당신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평범함을 뛰어넘어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
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힘이 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질타와 무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와 꿈을 바꾸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삶과 경영 이야기)
이나모리 가즈오 저 | 홍성민 역 | 더난출판사

세상에 나를 이기는 역경은 없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 쇼이치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존경 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힌 이나모리 가즈오
의 인생특강.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경영 현장에서 변치 않는 절대적 원칙으로
활용된 저자의 인본주의 경영철학과 인생의 마음가짐을 담은 책이다. 가난한 시골 집안 출신의 저자가 세
계 100대 기업 중 하나인 교세라(京セラ)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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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여 그대여,
꿈으로 세상을 바꿔라!
A Relentless Dream That
Changed the World
요즘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말은 그저 먼 옛날이야기가

Born into poverty but…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적 읽었던 드라마틱한 위인전의

Lula is the 35th president of Brazil, where one-fourth of
the public used to live in utter poverty. Lula used to be
an illiterate boy who hardly made ends meet. Even the
word “poor” is not enough to describe the dire straits he
lived in. He had to drop out of elementary school. Lula
even said once that he “never had his childhood.” But he
emerged from a boy who sold peanuts and oranges on the
street into the president of Brazil.

위인들은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멸종생물이 된 것일까? 그런데 ‘어
쩔 수 없이’ 결정되는 것들 중 하나인 가난을 꿈으로 승화시켜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인구 1억 9천만 명의 브라질 대통령이
었던 룰라. ‘룰라는 내 우상이다. 그를 깊이 존경한다.’ 라며 찬사를 보
낸 오바마를 통해 그가 얼마나 큰 꿈을 이루었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
들의 행복을 만들어 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The old saying “Rags to riches” is considered outdated by

꿈꾸기를 멈추지 마라

many. Then, is it true that prominent people about whom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룰라에겐 꿈이 있었다. 선반 노동자 시절

we learned as children have become extinct these days?

엔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작은 꿈이 있었고, 손가락이 잘려나가 아무

In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which is themed after

것도 할 수 없던 장애인이 되어선 엄청난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신음하

“dreams,” we take time to discover people who have made

던 브라질을 개혁해야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 만약 룰라가 작은 꿈과

a difference in the world. Brazilian President Luiz Inácio

희망마저도 없는,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다면 대통령이라는 큰 꿈을 감

Lula da Silva, who is popularly known as “Lula,” turned his

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공장의 유능한 기술자가 되는 작은 꿈

desperate poverty into a dream and earned strong respect

이 멀어졌을 때도, 손가락이 잘려 차별 받는 장애인이 된 가혹한 현실

from some 190 million Brazilians. Even U.S. President

속에서도 그는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가장 사랑받고

Barack Obama expressed his respect and admiration

존경받는 대통령’ 룰라가 될 수 있었다. 룰라는 묻는다. 지금 당신은

for Lula. Let’s learn more about how this man turned his

열망할 수 있는 꿈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지...

Never stop dreaming!
전체 국민의 1/4이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던 브라질의 35대 대통령
룰라. 그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글도 모르는 가난한 소년에 불과
했었다. ‘가난한’ 이라는 표현이 과분할 정도로 찢어지게 빈곤한 유년
시절을 보낸 룰라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글도 읽지 못하는
까막눈. ‘나는 유년시절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했던 룰라를 땅
콩과 오렌지를 파는 거리의 소년에서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
력은 무엇이었을까?

꿈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룰라는 자신처럼 하루 1달러로 근근이 살아가는 4천만 명의 또 다른
룰라를 보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같이 울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
지 않았다. 꿈을 꾸게 된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 대통
령이라는 꿈을...

Dreams emit light on their own
: KHQ/X ODIRX QGRXWWKDWVRPH PL O O LRQRIK LV
compatriots lived in utter poverty and subsisted on one
dollar a day, he cried. But he didn’t stop at just crying and
sympathizing with them. He helped them set a high goal
– to become the president of Brazil.

오늘을 초월하는 힘

/XODKDGQRWKLQJEXWKLVGUHDPV:KHQKHZDVZRUNLQJ
at a factory, his dream was to become a good technician.
:KHQKLVÀQJHUZDVFXWDQGKHEHFDPHGLVDEOHGKHIDFHG
sever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which prompted
him to set his goal at changing things in Brazil. Had he
given up on his dreams and hopes, he would have never
imagined himself becoming a president of his nation.
Even when his dreams seemed too distant and he had
to deal with the harsh reality, he never once stopped

rid of poverty and make Brazil a better place. Lula kept his
promise by helping people who were standing at the edge of
a cliff called “poverty.” He also offered living subsidies called
“Bolsa Familia” to help some 20 million people improve their
quality of living and become the middle class. Thanks to his
efforts, one-fourth of Brazilian people were able to receive
the subsidies. During his tenure, Brazil repaid its national
debt and became the world’s eighth largest economy. If you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you acquire the courage and
passion to overcome any failures and eventually make your
dreams come true and pursue even bigger dreams.
Some people express their anger over poverty through crime.
But Lula’s poverty helped other people pursue their dreams
and regain hope. Neither his disability nor his illiteracy
stopped him from turning his poverty into someone else’s
dream. On the contrary, they inspired him to deliver on his
promises that he made to himself and to his nation. His is a
story that helps us realize the importance of dreams.

보잘 것 없는 그의 학력과 출신 때문에 자질을 의심 받았으며,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추측 속에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어려움과
수모도 겼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빈민이 없는 나라, 새로운 브
라질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약속대로 빈곤이라는
벼랑 끝에서 국민들을 구해냈다. 룰라는 ‘볼사 파밀리아’라는 생활 보
조금 정책을 마련하여 2,000만 명의 빈민을 중산층으로 도약시켰고,
브라질 국민의 4분의 1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적을 만
들기도 하였다. 결국 룰라의 임기 동안 브라질은 모든 국가부채를 해
결하고 세계 경제 대국 8위까지 오르게 된다. 꺼지지 않는 꿈이 있다
면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열정이 생기고, 결국 그 꿈
은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그 꿈은 더 큰 꿈을 꾸게 한다.
어떤 이는 ‘가난’이라는 불평등의 분노를 범죄 행위로 표출한다. 그러
나 오히려 룰라의 ‘가난’은 다른 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거듭났다.

동화여 그대여 꿈을 꾸자
꿈은 위대하다. 꿈을 꾸고 이를 이루려는 과정을 통해, 세상은 바뀌고
혁신되어 오질 않았는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수한 꿈들이 이
뤄낸 놀라운 결과들을 향유하며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모두 꿈을 꿀 의무가 있다. 내가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다
하여도, 그 꿈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는 꿈을 꿔야 한다. 누구나 꿀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꿈은
더욱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 보잘 것 없는 사
람이 품었던 작은 꿈으로 2억 명의 희망을 이뤄낸 룰라는 동화가족들
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과 회사의 꿈들은 상상할 수 없
는 힘을 낼 수 있게 한다고⋯’

‘가난’을 다른 누군가에게 ‘꿈’으로 돌려주려 했던 그에게는 잘려나간
손가락도, 저학력이라는 꼬리표도, 읽지 못하는 영어도 걸림돌이 되

dreams into reality and made many people happy.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지만⋯

dreaming. That is the reason he was able to become the
most loved and respected president of Brazil.

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의 약속,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꿈’에
다가서기 위한 자극제이자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룰라는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만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꿈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고 있다.

The power that transcends today
:KHQKLVFUHGHQWLDOVZHUHGRXEWHGE\PDQ\DQGZKHQ
foreign investors rushed to withdraw their capital from
Brazil following his election as president, Lula didn’t fall
into despair. He had a big dream of helping his country get

The power of dreams
Dreams can work wonders. By dreaming and trying
to make them come true, we change the worl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odern people enjoy the amazing
results of many dreams. That is why we have the obligation
to have a dream. No matter how trivial our dreams are, we
must pursue them. Anyone can have a dream and anyone
can turn them into reality. This kind of hope creates
positive energy that makes our dreams all the more
precious. The small dreams of a small person named Lula
gave hope to 200 million people. If he had a chance to meet
us, he would probably say, “The dreams of individuals,
families and organizations have unimaginable power.”

Epilogue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싣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겪은 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d*UHHQ'RQJZKDbLVDERXW\RX,I\RXZDQWWRVKDUH\RXUVWRULHVZLWKRWKHU'RQJZKDPHPEHUVRUSRVW\RXU
SKRWRJUDSKVIHHOIUHHWRFRQWDFWXVDQ\WLPH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RQJZKDbVUHSUHVHQWDWLYHVWRUHVDUHDOVRWKHPHPEHUVRIWKH'RQJZKDIDPLO\:HDUHUHDG\WROLVWHQWR\RXU
IHHGEDFN,I\RXKDYHDQ\VWRULHVWRVKDUHZLWKXVRUZDQWWRUHFRPPHQGDQ\VSHFLrFVWRUHSOHDVHFRQWDFW
WKH35DQG&RUSRUDWH&XOWXUH7HDPRI'RQJZKD+ROGLQJV:HDVNIRU\RXUDFWLYHSDUWLFLSDWLRQ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FRPHDSDUWRI*UHHQ'RQJZKD*UHHQ'RQJZKDKDVYDULRXVHYHQWVLQVWRUHIRU'RQJZKDHPSOR\HHV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팀 혹은 가족 단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RXDUHLQWHUHVWHGLQWDNLQJSDUWLQWKHHYHQWVPHQWLRQHGDERYHSOHDVHVHQGDQHPDLOWR*UHHQ'RQJZKD
:HZLOOEHORRNLQJIRUZDUGWR\RXUDFWLYHSDUWLFLSDWLRQ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기업문화팀 문성연 대리

&RUSRUDWHFXOWXUH'RQJZKD+ROGLQJV
7HO(PDLOPV\#GRQJZKDPKF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