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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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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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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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핵심 가치는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와 혁신, 윤리투명경영입니다.
이 가치들이야 말로, 지난 60년간 “성공의 DNA”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여는데 뒷받침 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환경을 헤치지 않는 지속가능성은
동화에게는 최대로 중요한 요소였고, 지금도 역시 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주 봄발라 제재소 확장 기공식 기념사 中.

'RQJZKD·VFRUHYDOXHVDUHKDSSLQHVVWUXVWYDOXLQJWDOHQWHG
SHRSOHFKDQJHDQGLQQRYDWLRQDQGHWKLFDOPDQDJHPHQW
,WLVWKHVHYDOXHVWKDWKDYHEHHQEHKLQGRXUJURZWKLQWKHSDVW
VL[GHFDGHVHYHQWXDOO\EHFRPLQJRXU´VXFFHVV'1$µZKLFK
KDVSDYHGWKHZD\IRURXUVXVWDLQDEOHGHYHORSPHQW
6XVWDLQDELOLW\²IRURXUFRPPXQLWLHVDQGWKHHQYLURQPHQWKDV
EHHQDQGFRQWLQXHVWREHRISDUDPRXQWLPSRUWDQFHWR'RQJZKD
Groundbreaking ceremony of TASCO Saw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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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단지 그랜드 오픈
03DUN*UDQG2SHQLQJ&HUHPRQ\
가을밤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10월 21일 금요일.
인천 가좌동 엠파크 랜드에서는 600여명의 내외빈이 함께한 그랜드 오픈식과
7000여명의 동화가족, 엠파크 상사, 딜러, 지역주민들이 한 곳에
어울려 엠파크의 오픈과 성공을 축하하는 엠파크 하모니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6RPHJXHVWVDQG'RQJZKDDQG03DUNPHPEHUV
DQGORFDOUHVLGHQWVDWWHQGHGWKH03DUN+DUPRQ\)HVWLYDOLQ*DMZDGRQJ
,QFKHRQWRFHOHEUDWHWKHJUDQGRSHQLQJRI 03DUN/DQG

customer
happy. To
achieve that
dream, we have
worked hard so far,
taking on new challenges
and continuing to innovate. Today’
s ceremony is also part of the realization of Dongwha’s
dream.
M-Park is not just any large-scale auto park. It is
happy a workplace for all CEO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Dongwha members who work hard at the park and
pursue success. It is also a place that excites customers
and helps them shop happily.

파크 단지가 위치한 이곳은 과거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

음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Many consumers prefer to shop at department stores and

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의 꿈을 한창 키워가던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70년

large supermarkets because they offer a pleasant and

70년대 초, 동화는 갯벌과 바다를 메운 이 곳에 목재산업

대 초, 국내 목재산업의 기반을 열었던 이 자리를 대한민국 넘버원

fun shopping environment. M-Park strives to become

단지를 만들고, 국내 목재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힘든 역

(No.1)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최고의 자동

a happy workplace for those who work there and visit

경을 극복하며 아시아 최고의 목질자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동화는

차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

it. That is our aspiration that is in line with Dongwha’s

63년의 역사와 함께, 한결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들이 즐겁

리 모두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 되고, 중고 자동

dream, which it has pursued for 63 years.

게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과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회사를 만들

차 산업의 역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Our journey can be full of obstacles. We must pull

엠

자는 꿈이었습니다.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난 세월

<M-Park Grand 오픈식 승명호 회장 기념사 中>

together because one step made by ten people is more

에는 변하지 않는 도전의지와 혁신의 땀방울이 동화인 모두의 마음속

valuable and meaningful than ten steps made by

에 깊이 배여 있습니다.

one person. Today I want to propose a new dream for

오늘 엠파크 단지 오픈도 역시 이러한 동화의 꿈이 실현되는 또 하나
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엠파크 단지는 그저 규모가 큰 또 다
른 매매 단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엠파크 단지에서 함께 일하는 상
사 대표님과 종사원들, 그리고 동화 임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성

0

Dongwha: turn this area, which laid a foundation
-Park is located on a former wetland. In

for the domestic lumber industry back in the

the early 1970s, when Korea was dreaming

early 1970s, into Korea’s number-one used

of economic prosperity, Dongwha built a

car complex and top automotive cluster. Each

공을 꿈꾸는 행복한 일터이며, 또한 고객 분들이 행복한 기대로 찾아

lumber complex in this area and opened new horizons

step that we make together will bring

오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쇼핑 공간이기도 합니다.

in the domestic lumber industry. Dongwha overcame

about change and innovation and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공

numerous hardships to become Asia’s leading

become part of the

간, 이것이 바로 엠파크 단지가 지향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manufacturer of wood-based materials. Throughout

history of

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렵고 힘든 여정

its 63-year history, it has pursued one dream: creating

the used

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

a happy workplace for its employees and making its

car industry.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공간,
이것이 바로 엠파크 단지

03DUN*UDQGRS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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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 1: 엠파크

단지 그랜드 오픈

1

1
1.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자리를 빛내주신 600여명의 귀빈들
6RPHJXHVWVZKRWRRNWLPHIURPWKHLUEXV\
VFKHGXOHVWRDWWHQGWKHFHUHPRQ\
2. 엠파크 단지 오픈 축하와 건승을 기원하는 테입 컷팅
7DSHFXWWLQJWRFRQJUDWXODWHDQGZLVK03DUNVXFFHVV

1

2
1

1
1

1

3. 목재회사를 넘어, 새로운 꿈으로 도전하여 중고매매차
단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승명호 회장의 기념사
&(26HXQJ0\XQJKR¶VDGGUHVVFRPPHPRUDWLQJWKH
ODXQFKRI'RQJZKD¶VXVHGFDUEXVLQHVV

3

03DUN*UDQGRS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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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9. 공로패 수상, 정대원 동화오토앤비즈 대표
$FKLHYHPHQWDZDUG&KXQJ'DHZRQ'RQJZKD
$XWR %L]&(2
10. 동화가족 모두가 엠파크의 오픈과 건승을 기원
'RQJZKDPHPEHUVZLVKLQJ03DUNSURVSHULW\

4
4. 축사와 함께 축하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송영길 인천시장
&RQJUDWXODWRU\VSHHFKHVE\,QFKHRQ0D\RU6RQJ<RXQJJLO

7. 9인조로 구성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FRQJUDWXODWRU\SHUIRUPDQFHE\WKH6HRXO3KLOKDUPRQLF
2UFKHVWUDFRQVLVWLQJRIQLQHPHPEHUV

5. 민주당 김교흥 인천지역위원장
,QFKHRQUHJLRQFRPPLWWHH.LP*\RKHXQJ

11. 엠파크 타워의 웅장한 시설을 함께 둘러보는 내외빈
*XHVWVWRXULQJ03DUN7RZHU

8. 뮤지컬 공연
3HUIRUPDQFH0XVLFDO

6. 인천서구 전상주 부구청장
9LFHFKLHIRI,QFKHRQ6HRJX-HRQ6DQJMX

7

8

11
11

11

03DUN2SHQLQJ+DUPRQ\)HVW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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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단지 그랜드 오픈
하모니 페스티벌
03DUN2SHQLQJ+DUPRQ\)HVWLYDO
the local community.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support that

안

녕하십니까! 쌀쌀한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엠파크 단지 하모

has helped Dongwha become what it is today. Over the

니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신 동화 가족 여러분과 엠파크 단지 가

past 63 years, Dongwha Holdings and its subsidiaries

족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have grown steadily by developing particle boards,

오늘 이 행사는 동화가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 넘버원(No. 1) 중고 자

MDF, eco-friendly wood materials, flooring and interior

동차 매매단지인 엠파크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

decoration materials. Dongwha has grown into a leading

다. 특별히 감회가 더욱 새로운 것은 7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한창이던

manufacturer of wood-based materials in Asia with a

시절 바다를 매립해 목재산업단지를 처음 만들었던 이 곳에 , 저희 동화와

presence in Malaysia, Vietnam, New Zealand, Australia

엠파크 단지 가족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꿈의 터전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and Hong Kong. Our impressive growth was possible

지역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thanks to your dreams and passion as well as the support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of the local community.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s you have seen in the video, M-Park is the largest used

지난 63년의 역사 동안 저희 동화홀딩스를 포함한 자회사는 파티클 보드

car complex in Korea. But in addition to its impressive

및 MDF로 대변되는 친환경 목질자재와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이라는 바

scale and equipment, it also strives to stand apart from

닥재 및 인테리어 자재를 기반으로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말레

other used car complexes in terms of customer trust by

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까지

preventing fraud and presenting customers with higher

사업장을 둔 아시아 최대의 목질자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values. To make that happen, we need cooperation on

성장의 밑바탕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화 가족 분들의 꿈과 열정이 있

the part of the CEOs of car dealership firms and their

었기에 가능했으며, 또한 관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

employees. I hope that today’s event will bolster our

했다고 생각합니다.

크 단지 가족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중고 자동차 유통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선진 자

*

reetings! I would like to thank all Dongwha

collaboration in leading Korea’s used car market, setting

members, members of our M-Park family and local

new trends and creating jobs as members of our local

residents for coming to the festival today despite

community.

사랑하는 동화 및 엠파크 단지 가족,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엠파크 단

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

지는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의 규모로만 본다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

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엠파크 단지는 단지의 규모와 시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화 및 엠파크 단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

the chilly weather. Today’s event was organized to celebrate

I ask all Dongwha members, members of the M-Park

스템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기존 중고 자동차 유통 시장의 호객행위나 허

분께서도 끊임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새로이 출발

the opening of M-Park, whose goal is to become Korea’s

family and local residents to give us your support. I wish

위매물 등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고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엠파크 단지의 번성과 상사 대표님 이하 종사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number-one used car complex. Today’s event is especially

M-Park and its firms prosperity, and I hope that today’s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엠파크 단지가

오늘 이 자리는 동화 가족과 엠파크 단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가 하

meaningful because it is held in an area that back in the early

festival will bring us closer to one another. The dream of

되고자 합니다.

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70s, when the Korean economy had just begun growing,

one person will always be just a dream, but the dream of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동반자로서 엠파크 호에 승선하신 상사 대표님 이하,

한 사람의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was a wetland that was reclaimed to build a lumber complex.

many people comes true. Let’s create a better tomorrow

종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우리 모두 함께 힘찬 내일을 열어갑시다.

It was here that Dongwha first began pursuing its dream of

together.

뜻을 함께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화는 엠파

감사합니다.

creating a workplace for its employees and contributing to

Thank you.

03DUN2SHQLQJ+DUPRQ\)HVW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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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뮤지컬 배우들

Part 2: 엠파크

하모니 페스티벌

5 5
5

5
5

1. 변화하는 동화를 예술의 경지로 보여준
샌드애니메이션
6DQGDQLPDWLRQDERXWFKDQJHV
DW'RQJZKD
2.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불꽃축포
)LUHZRUNVPDUNLQJWKHEHJLQQLQJ
RIWKHRSHQLQJFHUHPRQ\

2

5

1
3

4. 끝을 알 수 없이 가득찬 축하 관객
6FRUHVRIJXHVWVZKRFDPHWR
FRQJUDWXODWH03DUN

4

3. 동화오토앤비즈 대표와 엠파크 발전위원회
'RQJZKD$XWR %L]&(2
DQG03DUN&RPPLWWHIRUJURZWK

5. 변화하는 동화의 저력을 몸소 선보인 동화 뮤지컬배우
'RQJZKDPHPEHUVVWDJLQJDPXVLFDOSRUWUD\LQJ
'RQJZKD¶VSXUVXLWRIFKDQJH

5

5

03DUN2SHQLQJ+DUPRQ\)HVW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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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딜러 합창단

7. 뜨거운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궈준
축하가수 공연
(씨스타, 김범수, DJ.DOC)
$FRQFHUWIHDWXULQJWRS.SRSVWDUV
6LVWDU.LP%XPVRR'-'2&

6

7

7

7

8
8. 풍성한 가을, 가득한 행운의 기회까지⋯
동화가족과 지역주민들
/RFDOUHVLGHQWVWDNLQJKRPH
ERXQWLIXOSUL]HV

6

9. 잊지 못할 가을밤 엔딩 불꽃축제
$¿QDOH¿UHZRUNVVKRZWKDWPDGHWKH
IHVWLYDOXQIRUJHWWDEOH

6

6. 한 마음 한 뜻으로 열광의 무대를
선보인 엠파크딜러 합창단
$FKRLURI03DUNGHDOHUVSXWWLQJXSDQ
LPSUHVVLYHSHUIRUPDQFH

9

8

6
6
6



호주 봄발라 제재소
확장 기공식 기념사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와 혁신

동

화의 회장으로서 이 곳 봄발라 제

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소의 확장을 시작하는데 자리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목재 제품을 개발하고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성이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된

윤리χ투명경영
이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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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KDLUPDQRI'RQJZKD

:HORRNIRUZDUGWREHLQJDQDFWLYH

VHYHUDOSHRSOHFDQEHFRPHUHDOLW\

,DPGHOLJKWHGWREH

SDUWRIWKH%RPEDODFRPPXQLW\DQG

2QEHKDOIRI'RQJZKD,ORRNIRUZDUG

KHUHLQ%RPEDODIRUWKH

KHOSLQJWKHFRPPXQLW\JURZDQG

WRZRUNLQJDORQJVLGH\RXDVRXU

FRPPHQFHPHQWRIWKHH[SDQVLRQRI

SURVSHULQWKH\HDUVDKHDG

GUHDP3URMHFW1$08EHFRPHV

WKH%RPEDODPLOO

,WLVRXUGXW\WRGHYHORSQHZWLPEHU

UHDOLW\

'RQJZKDZDVIRXQGHGLQDVD

SURGXFWVIRURXUFXVWRPHUVDQGKHOS

7KDQN\RX

VPDOOVDZPLOOLQJFRPSDQ\LQ.RUHD

GHOLYHUWKHPHVVDJHWKDWVXVWDLQDEOH

%DFNWKHQ'RQJZKDVWULYHGWR

WLPEHULVDQH[FHOOHQWEXLOGLQJ

LPSURYHRXUFXVWRPHUV·TXDOLW\RI

SURGXFW7KURXJKHGXFDWLRQ

OLYLQJE\GHYHORSLQJHFRIULHQGO\

UHVHDUFKDQGGHYHORSLQJQHZ

DQGSHRSOHIULHQGO\SURGXFWV²D

DSSOLFDWLRQVIRUWLPEHUSURGXFWVRXU

SKLORVRSK\WKDWFRQWLQXHVWRGD\

DPELWLRQLVWRKHOSFUHDWHDFOHDQHU

'RQJZKDKDVQRZEHFRPHRQHRI

KHDOWKLHUDQGVDIHUHQYLURQPHQWIRU

WKHPDMRUZRRGEDVHGSURGXFW

WKHJHQHUDWLRQVWRFRPH

PDQXIDFWXULQJFRPSDQLHVLQWKH

7KHGUHDPRIRQHSHUVRQLVMXVWD

ZRUOGZLWKDFXUUHQWJOREDOWXUQ

GUHDPZKHUHDVDGUHDPVKDUHGE\

동화는 1948년 대한민국에 작은 규모로 설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

립된 목재 기업입니다.

니다. 우리는 교육, 연구, 목재 제품을 위한

당시, 동화는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새로운 사양 개발을 통해 미래를 위해 보다

제품들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

더 청정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

력했으며, 이 경영철학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는데 일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

동화는 지금 세계 주요 목재 기반의 제조사

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

들 중 하나이며, 현재 대한민국, 홍콩, 말레이

니다.

*HHORQJVDZPLOOLQ'RQJZKD

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미국, 호주에서 운영

동화를 대표하여, 우리의 꿈 ‘나무 프로젝트’

KDVEHHQVHHNLQJRSSRUWXQLWLHVWR

되고 있고, 국내외 총매출액이 대략 10억 달

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JURZLWVEXVLQHVVLQ$XVWUDOLDDQG,

러에 달합니다.

갈 것을 기대합니다.

DPQRZSOHDVHGWRWDNHWKHÀUVWVWHS

동화는 1996년 질롱 제재소에 투자를 한 이

감사합니다.

WRZDUGLWLQ%RPEDODWRGD\

후로, 호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고
있었으며, 오늘 봄발라라는 곳에서 이를 실현

DNA입니다.

GROODUVDQGRSHUDWLRQVLQ6RXWK
.RUHD+RQJ.RQJ0DOD\VLD1HZ
=HDODQG9LHW1DPWKH8QLWHG
6WDWHVDQG$XVWUDOLD
6LQFH'RQJZKDKDVLQYHVWHGLQWKH

'RQJZKD·VFRUHYDOXHVDUHKDSSLQHVV
Tasco 제재소 확장 기공식 현장에서⋯

하기 위해 한 발 나설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동화의 핵심 가치는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

60년 성공의

RYHURIDSSUR[LPDWHO\ELOOLRQ

WUXVWYDOXLQJWDOHQWHGSHRSOH
FKDQJHDQGLQQRYDWLRQDQGHWKLFDO

2011년

승명호

PDQDJHPHQW

화와 혁신, 윤리·투명경영입니다.

,WLVWKHVHYDOXHVWKDWKDYHEHHQ

이 가치들이야 말로, 지난 60년간 “성공의

EHKLQGRXUJURZWKLQWKHSDVWVL[

DNA”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여

GHFDGHVHYHQWXDOO\EHFRPLQJRXU

는데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회

´VXFFHVV'1$µZKLFKKDVSDYHGWKH

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성은 동화에게는 최

ZD\IRURXUVXVWDLQDEOHGHYHORSPHQW

대로 중요한 요소였고, 지금도 역시 그에는 변

6XVWDLQDELOLW\²IRURXUFRPPXQLWLHV

함이 없습니다.

DQGWKHHQYLURQPHQWKDVEHHQ

우리는 봄발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DQGFRQWLQXHVWREHRISDUDPRXQW

되어 앞으로 다년간 지역사회의 성장과 번영

LPSRUWDQFHWR'RQJZKD

Groundbreaking ceremony of TASCO Sawmill

CEO Seung Myung-ho,
Dongwha Holdings

난 8월 13일 토요일 봄발라에서는 6천 9백만 호주달러가 투자되는 제재소 확장 기공식이
공식이 진행되었다. Tasco와 동화 인터내셔널,
인터내
내셔널,
셔널,
셔널
널, 80여명의
80여명
80
여명의 고위관리와
고위관리와
고위
와 기공식
기공식 행사를
행사를
를 위해
위해 특별히
히 초대된
초대
대된 관계자들이
관계
계자
계자들
자 이 간절히
간절히 기다린
기다린 지역에
지역
지역에 대한
대한 투
투자와
자와 그 중요성을 함께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게 되었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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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asco,
신규 제재소 기공식 현장
동화와 봄발라의
화창한 미래를
느낄 수 있었던
제재소 확장 기공식이었다.
공사기간, 이후 제재소의 생산량과 변화의 방향
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공사 중

[프로젝트 나무 개요]

60여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봄발라 지역

- 영어명 프로젝트 ‘Namu’:

전체에 기여되는 혜택을 강조하는 연설을 가졌
다. 연설의 마지막에는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투
자 가능하게 만든 많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의
미를 전달하였다. 이어진 연설에선 하원의원인

- 투자 가치: 6천 9백만 호주 달러
- 공사 내용

Monaro John Barilaro가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제재소와 사회기반시설

지역 발전에 대한 언급과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

(보일러, 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해 주는 자리를 가졌다.

동화홀딩스, 이병언 사장 / 존 바릴라로 하원의원
/ 동화홀딩스, 승명호 회장 / 봄발라 지역단체, 밥스튜어트 시장 (좌→우)

한국어로 나무를 뜻함

새로운 사무실, 주차장

난 8월 13일 토요일 봄발라에

지

세 번째로는 봄발라 지역 단체시장, Bob

서는 6천 9백만 호주달러가 투

Stewart가 지역의 번영으로 돌아오는 이번 프

자되는 제재소 확장 기공식이

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

60여명의 공사 간접 고용 효과

진행되었다. 동화 임직원과 현

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한 낙후된 지역발전

지 고위 관리 등 기공식 행사를

책임자인 Crawley에 대해선 험난하게 시작하고

위해 특별히 초대된 80여명의 하객들이 오랫동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

안 기다린 지역에 대한 투자와 그 중요성을 함께

력이 결국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었음에 대해

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격려하기도 하였다.

Tasco의 Managing Director, Bart

마지막 축하연설에선 동화홀딩스 승명호 회장이

2013년 19만톤 / 2014년 25만톤

Crawely는 기공식 기조 연설에서 2012년 12

회사경영의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번영에 도

/ 2015년 30만톤

월에 완고예정인 프로젝트 ‘나무’에 대한 개요,

움이될 수 있기를 기대함을 언급했다. 

- 효과 : 87명의 직접 고용인원 유지

- 공사기간
2011. 8월~ 2012. 12월
- 원목 투입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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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breaking Ceremony
for Tasco

Project Namu at a glance
3URMHFW1DPX.RUHDQIRU´WUHHµ
,QYHVWPHQWYDOXHRIPLOOLRQ
&RQVWUXFWLRQRIQHZJUHHQ

Australia's New Sawmill

PLOOSODQHUDQGWLPEHUWUHDWPHQWSODQW
DQGDVVRFLDWHGLQIUDVWUXFWXUH ERLOHUV
NLOQVZDVWHZDWHUPDQDJHPHQW
V\VWHPQHZRIÀFHDQGFDUSDUN 
([SDQVLRQZLOOLQFUHDVH

'RQJZKD&KDLUPDQ0\RQJ+R6HXQJ

6RIWZRRGORJLQSXWIURP

*

WRWRQQHVSHU\HDU
7UHDWHGWLPEHUIURPP

5($7DSSODXVHZHQWXSDVWKHÀUVWVRGZDV

WRPSHU\HDU

WXUQHGRQDPLOOLRQVDZPLOOH[SDQVLRQ

(PSOR\PHQW

SURMHFWLQ%RPEDODRQ6DWXUGD\$XJXVW

:LOOUHPDLQDWDURXQGHPSOR\HHV

7KH$XVWUDOLDQ6DZPLOOLQJ&RPSDQ\ 7DVFR DQGLWV

GLUHFWFRQVWUXFWLRQ

SDUHQWFRPSDQ\'RQJZKD,QWHUQDWLRQDOZHOFRPHG

MREVZLOOEHFUHDWHG

GLJQLWDULHVDQGVSHFLDOJXHVWVWRWKHRQVLWHFHUHPRQ\ZKLFK

&RQVWUXFWLRQWRFRPPHQFH

PDUNHGDQLPSRUWDQWDQGORQJDZDLWHGLQYHVWPHQWLQWKHDUHD
7DVFR0DQDJLQJ'LUHFWRU%DUW&UDZOH\

03 0HPEHURI3DUOLDPHQW -RKQ%DULODUR

%RPEDOD&RXQFLO0D\RU%RE6WHZDUW

2QWKHPRPHQWRXVGD\7DVFR0DQDJLQJ'LUHFWRU%DUW&UDZOH\RXWOLQHGWKHH[SDQVLRQ

7KHVHZRUGVZHUHHFKRHGE\%RPEDOD&RXQFLO0D\RU%RE

NQRZQDV3URMHFW1DPXJLYLQJDFRPSOHWLRQGDWHRI'HFHPEHU

6WHZDUWZKRVDLGWKHSURMHFWZRXOG´VHHSURVSHULW\UHWXUQWR

0U&UDZOH\H[SODLQHGWKDWWKHSURMHFWEDVLFDOO\LQYROYHVWKHFRQVWUXFWLRQ

WKHDUHDDQGJLYHFRQÀGHQFHEDFNWRWKHFRPPXQLW\µ

RIDQHZJUHHQPLOOSODQHUWLPEHUSODQWDQGDVVRFLDWHGLQIUDVWUXFWXUH

0D\RU6WHZDUWZDVFRPPHQGHGE\0U&UDZOH\IRUKLVWLUHOHVV

DOORZLQJIRULQFUHDVHGSURGXFWLRQRYHUDWKUHH\HDUSHULRG

HIIRUWLQKHOSLQJWKHSURMHFWPRYHIRUZDUGIROORZLQJPDQ\

+HVSRNHRIWKHFRQVWUXFWLRQMREVLWZRXOGFUHDWHDQGWKHEHQHÀWV

IDOVHVWDUWVIURPRWKHUFRPSDQLHVRYHUWKH\HDUV

IRUWKH%RPEDODFRPPXQLW\RYHUDOODFNQRZOHGJLQJWKHPDQ\SHRSOH

7KHÀQDOVSHDNHURIWKHGD\ZDV'RQJZKD+ROGLQJV&KDLUPDQ

ZKRKDGVXSSRUWHGWKHSURMHFWDQGPDGHWKHLQYHVWPHQWSRVVLEOH

0U0\RQJ+R6HXQJRI.RUHDZKRJDYHDQRXWOLQHRIKLV

+HUH0HPEHUIRU0RQDUR-RKQ%DULODURZDVLQWURGXFHGFRQJUDWXODWLQJ'RQJZKD

FRPSDQ\·VRSHUDWLRQVDQGVDLGKHZDVORRNLQJIRUZDUGWREHLQJ

DQG7DVFRRQWKHSURMHFWZKLFKKHVDLGUHSUHVHQWVJUHDWFRQÀGHQFHLQWKHUHJLRQ

DSDUWRIWKHDUHDDQGKHOSLQJLWSURVSHULQWKHIXWXUH

$XJXVW
(VWLPDWHGSURMHFW
FRPSOHWLRQ'HFHPEHU
/RJLQWDNH9ROXPH
3URGXFWLRQHVWLPDWH
SHUÀQDQFLDO\HDU 
²WRQQHV
²WRQQHV
²WRQQHV
,QFOXVLYHRIIRUSROH
SRVWSURGXFWL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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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asco,
신규 제재소 기공식 현장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asco

Australia's New Sawmill
7KHVDZPLOOFRQVWUXFWLRQSURMHFW³:RRG´LVFRQWULEXWLQJJUHDWO\
WRWKHGHYHORSPHQWDQGSURVSHULW\RIWKH%RPEDODFRPPXQLW\
DQGKHOSLQJ'RQJZKDH[WHQGLWVJOREDOUHDFKZKLFKQRZ
LQFOXGHV.RUHD0DOD\VLD+RQJ.RQJ1HZ=HDODQG9LHWQDP
WKH8QLWHG6WDWHVDQG$XVWUDOLD

이번 ‘나무’ 프로젝트(신규제재소 증설)는
호주 봄발라 지역사회의 성장, 번영과 함께한다.
또한 대한민국,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미국 그리고 호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동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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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하면 떠올리게 되는 모든 장면을 잊게 만든,
소박하고 귀여우며 정겹기까지 한 봄발라 공항!

%RPEDOD

%RPEDOD$LUSRUWLVVLPSOHDQGFR]\
,WGH¿HVWKHFRQYHQWLRQDOFRQFHSWRIDQDLUSRUW

동화의 미래를 여는 호주 Tasco의 봄발라 지역
봄발라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모나로 지역의 도시.
호주 수도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485km, 쿠마 타운에서 80k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봄발라라는 이름은 호주원주민의 언어로 ‘물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봄발라 강변에 위치,
약 1200여명의 인구가 거주(2006년 기준)

%RPEDODLVORFDWHGLQWKH0RQDURUHJLRQRIWKH
VRXWKHDVWHUQ1HZ6RXWK:DOHVNLORPHWHUV
IURP6\GQH\DQGDERXWNLORPHWHUVIURP
&RRPD,WWDNHVLWVQDPHIURPWKHDERULJLQDO
ZRUG³ERPEDOD´PHDQLQJ³PHHWLQJRIWKH
ZDWHUV´%RPEDODLVQHVWOHGDWWKH%RPEDOD
5LYHUDQGKDVDSRSXODWLRQRI DVRI 

봄발라 주민들의 얼굴에 항상
행복한 미소와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HKRSHWKDWWKHKDSS\VPLOHVRI
%RPEDODUHVLGHQWVZLOOVWD\RQWKHIDFHVIRUHY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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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U9R4XRF9LHW3URGXFWLRQ3ODQQHU
+LP\QDPHLV9RTXRF9LHWP\SRVLWLRQ
LVD3ODQQHUSURGXFWLRQWHDP,KDYH
ZRUNHGLQ95*'21*:+$VLQFH$XJXVW
$VRQHRIWKHÀUVWPHPEHUVRI95*
'21*:+$IRUDOPRVW\HDUV,IHHOOLNHWKLV
LVDUHDOIDPLO\LQZKHUH,DPDPHPEHU
95*'21*:+$LVDELJDQGORQJKLVWRU\
FRPSDQ\,KDYHPDQ\FKDQJHVWRXSJUDGH
P\NQRZOHGJHDERXWZRRGEDVHGWHFKQRORJ\
LQJHQHUDODQG0')SURFHVVLQSDUWLFXODUE\
'RQJZKDVWDIIVZKRWHDFKHGPHDOOZKDWWKH\
KDYHH[SHULHQFHGZLWKDIXOOKHDWHGDWWLWXGH
,IHHOSURXGRIP\VHOIIRUEHLQJZRUNLQJLQ
VXFKFRPSDQ\
/DVWEXWQRWOHDVW,
WUXHO\EHOLHYH95*
'21*:+$ZLOOEH
RQHRIWKHOHDGLQJ
FRPSDQLHVRQZRRGEDVH
EXVLQHVVLQWKHZRUOG
LQDQHDUIXWXUH%(
%$6,&%(67521*
7+$1.<28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기획
을 담당하고 있는 Vo quoc
Viet 이며, 2008년 8월
VRG DONGWHA에 입사

VRG DONGWHA NEWS

하였습니다.
저는 VRG DONGWHA에 초창기 멤버로 3년 가까
이 일해오면서 제가 이 회사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느
끼고 있습니다.
VRG DONGWHA는 크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
입니다. 열정적이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동료들로부
터 목재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식뿐 아니라, MDF

베트남의 풍부한 원재료와 동화의 친환경 생산 노하우가 결합되어
최상의 시너지를 확보. 이를 통해, 아시아 목질 판상재 업계 1위는
물론 세계 속에 동화를 각인 시킬, VRG DONGWHA MDF공장
건설 현장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동화
가족들이 미래 VRG DONGWHA의 포부를 함께해주어 이를 같이
전한다.

9LHWQDP VDEXQGDQWUHVRXUFHVDQG'RQJZKD VHFRIULHQGO\

공정에 대한 모든 이론과 경험을 전수받아 많은 것을

SURGXFWLRQH[SHUWLVHDUHH[SHFWHGWRFUHDWHDV\QHUJLVWLF

배우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회사에서 일

HIIHFW7KHUHIRUHWKHFRQVWUXFWLRQRI95*'21*:+$ V
0'))DFWRU\LVLQIXOOJHDUWRPDNH'RQJZKDWKHWRS
PDQXIDFWXUHURIZRRGEDVHGPDWHULDOVQRWRQO\LQ$VLDEXW
WKHZRUOGRYHU+HUH VZKDW'RQJZKDPHPEHUVKDYHWR
VD\DERXWWKHIXWXUHRI95*'21*:+$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머지않아
VRG DONGWHA가 세계 목재 산업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BE BASIC, BE STRONG!
감사합니다.



0U%XL4XRF/XDW
0HFKDQLFDO$VVLVWDQW
,JHWWKHEHOLHIWKDW95*
'21*:+$ZLOOV\PEROL]H
WKHVXFFHVVRIFRRSHUDWLRQ
EHWZHHQ9LHWQDPDQG
.RUHDLQWKHQHDUIXWX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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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
협력,
효율성,
팀 노력 등을
기반으로
최고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0V+D7KL%LFK+DQK([HFXWLYHRI:RRG5DZPDWHULDOWHDP
,WLVVRH[FLWLQJEHLQJKHUHZLWKP\FROOHDJXHVDQGVHHLQJWKH
PRYHPHQWVRIFRQVWUXFWLRQHYHU\VLQJOHGD\$FRXSOHRIPRQWKV
WRJRWKHQWKHUHZLOOEHWKHÀUVWVHULHVRIRXUSURGXFWODXQFKHG
,·PSOHDVHGWRWHOOWKDW,HQMR\HYHU\PLQXWHZRUNLQJZLWK\RX
DOO*RDKHDG95*'21*:+$HUV/HW·VVHL]HWKHGD\VLQFHZH
KDYHQRLGHDKRZLWFRXOGEHWRPRUURZ
매일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회사가 건설
되는 과정을 본 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흥분되는 일입

95*'21*:+$KDYH

니다. 2달 여가 지나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생산이 시

EHFRPHRQHRIWKHEHVW

작될 예정입니다.

FRPSDQ\LQ9LHWQDP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매 순간 순간을 즐겁게

PDUNHWEDVHGRQPXWXDO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전진합시

UHVSHFWFRRSHUDWLRQ

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을 정복

HIIHFWLYHQHVVDQGWHDPHIIRUW7KDW·VDOVR

합시다!

ZK\,ÀQG95*'21*:+$EHDEHVWSODFH
WRZRUNDQGGHYHORSP\FDUHHUSDWK
0U3KDP9DQ+RL(P&KLHI$FFRXQWDQW
;LQFKDR(YHU\ERG\,WLVJUHDWWREHKHUHWKH$VLDQ
저는 VRG DONGWHA가 가까운 미래에 베트

ELJJHVW0'))DFWRU\ZKLFKZDVEXLOWIURPWKH95*DQG

남과 한국 합작회사로 성공한 상징적인 사례를 남

WKH'21*:+$WKHELJJHVW$JULFXOWXUDO,QGXVWULDOLQ

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VRG

9LHWQDPDQGRQHRIWKH:RUOG7RS7HQWK0'),QGXVWULDO

DONGWHA는 상호 존중, 협

0\QDPHLV3KDP9DQ+RL(PLQFKDUJHRI)LQDQFHDQG

력, 효율성, 팀 노력 등을 기반

$FFRXQWLQJ,DPSURXGEHLQJKHUH95*'21*:+$

으로 베트남 시장 내에서 최고

ZKHUHFDQEHIDFHGZLWKVRPHFKDOOHQJHVWKHQRYHUFRPH

0U0DL&KDX0')3URGXFWLRQ6XSHUYLVRU

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

,WLVJUHDWWRSUHVHQWDQGGHYHORSP\VHOI

95*'21*:+$SURMHFWLVWKHELJJHVWRQHRI0')PDQXIDFWXULQJDUHDLQ$VLD
,W·VUHDOO\JUHDWKRQRUWREHFRPHDPHPEHURI95*'21*:+$IDFWRU\

는 VRG DONGWHA는 일하
기 좋은 최고의 회사이며, 더불

안녕하세요. 여러분!

)RUFRPSDQ\·VZRUNLQJHQYLURQPHQW\RXFDQVHHWKHSURIHVVLRQIURPPRGHUQ

어 제 경력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곳은 VRG와 동화가 함께 건설하는 아시

PDWHULDOIDFLOLWLHVWRLQGXVWULDOZRUNLQJEHKDYLRU,QDGGLWLRQWKHVLPLODU

믿기 때문입니다.

아에서 가장 큰 MDF 공장입니다. 또한 베

WUDGLWLRQDOFXOWXUHEHWZHHQ.RUHDQDQGYLHWQDPHVHLVPRUHVXSSRUWIRUDIULHQGO\

트남에서 가장 큰 농공업 지대이며 세계 10

FORVHO\HQYLURQPHQWDQGLWVZLOORSHQDEULJKWIXWXUHIRUFRPSDQ\·VGHYHORSPHQW

위안에 드는 MDF 공장이기도 합니다. 저
의 이름은 Pham Van Hoi Em이며, 재

VRG DONGWHA 프로젝트는 아시아 MDF 공정 중에 최고로 큰 프로젝

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

트 입니다. 제가 VRG DONGWHA에 일원이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는 VRG

저는 2010 11월 13일 동화에 입사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몇 가지 느

DONGWHA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낀 점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환경에 있어서는 최신제조공정으로부터

이는 저에게 큰 선물이며, 저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까지의 전문적인 영역을 볼 수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
의 유사한 전통 문화로 더욱 우호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회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적용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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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베트남 VRG DONGWHA
Construction of Vietnam VRG DONGWHA near completion
어느덧 1년여가 지난, 2010년의 기공식
2QH\HDUDOUHDG\JURXQGEUHDNLQJFHUHPRQ\

아시아 목질 판상재 업계 1위,
세계 4위의 MDF
생산 기업으로 뻗어나갑니다
%HFRPLQJ$VLDƍVWRSSURGXFHU
RIZRRGVKHDWKLQJ
PDWHULDOVDQGZRUOG V
WKODUJHVW0')SURGXFHU

교육장 출입구 (QWUDQFHRI(GXFDWLRQ2I¿FH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VRG DONGWHA’ 건설현장 시찰

교육장 2I¿FHRIHGXFDWLRQ

사무동 2I¿FH%XLOGLQJ
&RQVWUXFWLRQQHDUFRPSOHWLRQ
95*'21*:+$FRQVWUXFWLRQVLWHWR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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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플랜트 3ODQWRIHQHUJ\

&RQVWUXFWLRQQHDUFRPSOHWLRQ
95*'21*:+$FRQVWUXFWLRQVLWHWRXU

VRG DONGWHA는 아시아 목질 판상재
업계 1위에 걸맞게 독일, 스웨덴 등
세계 최고의 최신 설비를 자랑한다
95*'21*:+$ERDVWVKLJKWHFK
IDFLOLWLHVEH¿WWLQJLWVVWDWXVDV
$VLD¶VWRSPDQXIDFWXUHURI
ZRRGVKHDWKLQJPDWHU

프레스 (press)

사무동 2I¿FH%XLOGLQJ

'2'5($0

'21*:+$

엠파크는 약 7,000대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150여 개의 매매 상사가 입점하는 ‘엠파크’는 그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메머드급 자동차 매매 단지이다.
국내 최대·최고 시설의 자동차 매매 단지 ‘엠파크’ 오픈 기자 간담회 中.

03DUNFDQSXWRQGLVSOD\DERXWFDUV
VLPXOWDQHRXVO\03DUNLVKRPHWRPRUHWKDQ
FDUVHOOHUVDQGLVWKHODUJHVWLQVL]HLQ.RUHD
News Conference on the Opening of M-Park



나의 에너지, 너의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가 만들

힘찬 동화의 미래

Do Dream Dongwha 

다함께

“승승장구”동화!

“글로벌 기업의 강점은 첫째, Openness 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이 굉장히 인정되고 존중됩니다.
포용성이 상당이 크지요.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으로 가져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
는 일들이 회사와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도 안으로 끌고 들어와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포커스를 넓게 가
집니다. 두 번째는 Initiative 입니다. 일단 먼저 말을 꺼내 제안하여 전개를 하는 진취성을 갖고 있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반응도 없는 것이지요. 진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개인주의는 없으나 사생활은 존중됩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회
사를 위한 일이 되지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는 이 일을 프로답게 해야 하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Dongwha Nature Flooring, CEO.
Eom Heung-joon

는 겁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4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갖자” 입니다. 격
정적으로 사랑한다면 상처는 입어도 인생을 사는 멋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 에너지
가 넘치도록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Energize” 입니다. 사실 내가 에너지를 가지면 누군
가에게 배터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바이러스를 줄 수 있는 에너자이져들
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Execution” 입니다. 이 단어는 action 보다 강한 뜻이지요. 확실한
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일에 대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Edge” 있게 일하자 입니다. 공사를 확실 구분해서 원칙대로 윤리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스스로가 비전을 세우고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훗날 모두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는 이곳은 임원릴레이 인터뷰 현장이다.
통합된 동화자연마루의 이미지답게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별하게
진행된 임원릴레이 인터뷰 현장은
직원과 임원간의 소통이 두드러졌다.

어울림의 소통으로 꽃을 피운

‘행복’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떠나질 않았던 동화자연마루의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은 소중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겼다. 즐거운 시간들이 더해질수록 함께할 힘찬 미래를 향한 각오도 단단해져 간다. 우리는 ‘승

승장구’ 하는 사랑하는 동화가족들이다.

“동화자연마루가 금번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단연코 ‘시너지’효과를 노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더불어 더 좋은 것을 창
조해 낼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동화의 강점은 직원들이 동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열티가 좋지요. 또 하나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동화인들과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된 자신을 예로 들며 수용성이 뛰어난 기업문화에
대한 칭찬 또한 잊지 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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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s
Future
Created by
Our Energy
7KLVFR]\SODFHZLWKDPHOORZDWPRVSKHUHLVZKHUH
UHOD\LQWHUYLHZVZHUHKHOGIRUH[HFXWLYHV7KH
LQWHUYLHZVZHUHKHOGLQDIUHVKDWPRVSKHUHEH¿WWLQJ
'RQJZKD1DWXUH)ORRULQJ VLQWHJUDWHGLPDJH

Growing
in unison!

´7KH ELJJHVW VWUHQJWK RI D JOREDO FRPSDQ\ LV RSHQQHVV 3HRSOH LQ D JOREDO FRPSDQ\ NQRZ
KRZWRHPEUDFHGLIIHUHQFHVDQGUHVSHFWWKHP(YHU\WKLQJWKDWKDSSHQVRXWVLGHLVEURXJKWLQ
(YHQ VRFLDO LVVXHV WKDW KDYH QRWKLQJ WR GR ZLWK WKH FRPSDQ\ DUH EURXJKW LQ DQG GLVFXVVHG
E\HPSOR\HHV7KHVHFRQGVWUHQJWKRIDJOREDOFRPSDQ\OLHVLQWKH LQLWLDWLYH,WVHPSOR\HHV
FRPH XS ZLWK LGHDV DQG VXJJHVWLRQV RQ WKHLU RZQ DQG KDYH WKH DELOLW\ WR LPSOHPHQW WKHP
:LWKRXWWKDW\RXFDQ·WHYHQJHWDUHVSRQVH,WWDNHVFRXUDJHWRLPSOHPHQWWKLQJV3HRSOHLQ

Happiness
flourishing in communication

JOREDOFRPSDQLHVDOVRUHVSHFWSULYDF\HYHQWKRXJKWKH\GRQ·WQXUWXUHLQGLYLGXDOLVP,QWKH
ORQJUXQZRUNLQJIRU\RXURZQVHOIPHDQVZRUNLQJIRU\RXUFRPSDQ\·VZHOOEHLQJDVZHOO%XW
LW·VLPSRUWDQWWRZRUNLQDSURIHVVLRQDOZD\

´7KURXJK WKLV PHUJHU 'RQJZKD 1DWXUH )ORRULQJ VHHNV WR
SURGXFHDV\QHUJLVWLFHIIHFW,WLVDQRSSRUWXQLW\IRUXVWREURDGHQ

´,KRSH\RXZLOOUHPHPEHUWKHQH[WIRXUZRUGVWKURXJKRXW\RXUFDUHHU7KHÀUVWRQHLV´HQHUJ\µ

RXU SHUVSHFWLYHV DQG SXUVXH RXU EXVLQHVV JRDOV LQ D PRUH

7KHUHLVDVD\LQJWKDWORYLQJVRPHRQHSDVVLRQDWHO\PDNHVOLIHZRUWKOLYLQJHYHQLI\RXDUHKXUW

FRQVLVWHQWZD\,WZLOOKHOSXVEHQFKPDUNRQHDQRWKHUDQGFUHDWH

PXFKLQWKHHQG,KRSH\RXZLOOZRUNZLWKDOO\RXUSDVVLRQQRPDWWHUZKDW\RXGR7KHVHFRQG

EHWWHUWKLQJVµVDLG0U(RP´'RQJZKD·VDGYDQWDJHOLHVLQ

RQHLV´HQHUJL]Hµ:KHQ\RXKDYHHQHUJ\\RXFDQJLYHLWWRRWKHUVOLNHDEDWWHU\6REHOLNH

WKHVWURQJSULGHRILWVHPSOR\HHV7KH\DUHOR\DOWRWKHLU
FRPSDQ\DQGWKH\DUHUHFHSWLYHµ

HQHUJL]HUVIRURWKHUVWRVKDUH\RXUHQHUJ\7KHWKLUGRQHLV´H[HFXWLRQµ7KLVZRUGLVHYHQ
VWURQJHUWKDQ´DFWLRQµEHFDXVHLWLPSOLHVPRUHFHUWDLQW\,KRSH\RXZLOODFTXLUHWKHDELOLW\WR

0U (RP WROG WKH HPSOR\HHV DERXW KLV RZQ H[SHULHQFH DV D

H[HFXWHWKLQJVLQDVXUHZD\7KHIRXUWKZRUGLV´HGJHµ,W·VLPSRUWDQWWREHDEOHWRVHSDUDWH

QHZFRPHU DW 'RQJZKD DQG KRZ KH ERQGHG ZLWK 'RQJZKD

ZRUNIURPSHUVRQDOOLIHDQGDELGHE\UXOHVDQGSULQFLSOHV)LQDOO\\RXPXVWKDYH\RXURZQ

PHPEHUV LQ QR WLPH WKDQNV WR 'RQJZKD·V UHFHSWLYH FRUSRUDWH

JRDOVDQGYLVLRQ7KLVZD\DQ\RQHRI\RXFDQEHFRPHD&(2µ

FXOWXUH

7KHVHLQYDOXDEOHWHDFKLQJVZLOOVRRQEHDUIUXLWDQGSURGXFHUHVXO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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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홍보사절단,

마루니아 5기
발대식 현장 속으로

마루니아 5기. 이주연 주부
5th Marunia. Mrs. Lee.

마루니아 5기. 김은정 주부
5th Marunia. Mrs. Kim.

마루니아 5기. 최상미 주부
5th Marunia. Mrs. Choi.

지난 8월 11일 동화홀딩스 여의도 사옥 10층의 쇼(Show)룸은 여인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했다. 이른바 민간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마루니아
5기의 발대식현장, 바로 그 환호의 소리였다. 마루니아는 마루(maru) + 매
니아(mania)의 합성어로 동화자연마루를 직접 체험한 후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할 주부 체험단을 뜻한다. 여인들의 향기로운 웃
음이 울려 퍼진 그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본다.

앞으로 120여 일의 시간, 마루니아로 살다

지 못했어요. 당시 아쉬움 마음이 컸지만

각각의 사연 공모를 통해 마루니아로 선발

이렇게 마루니아 5기로 선발되니까 그 기

된 24명의 주부들은 120만원 상당의 친환

쁨이 더 큰 것 같아요. 평소 광고를 통해서

경 강화마루 ‘클릭’과 나무벽재인 ‘디자인

마루니아 제품이 친환경이라는 건 알고 있

월’을 무료로 시공 받게 된다. 시공 후 동

었지만, 이렇게 좋은 줄은 여기 와서 더욱

화자연마루의 제품을 사용해본 소감을 담

자세히 알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

은 꼼꼼한 모니터링을 홈페이지에 개진하

장에서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고, 온라인에 전파, 제품이 시공된 자신의

이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집에 지인들을 초대해 자연마루를 체험해

번에 시공될 제품들도 모두 아이들 방을 위

볼 장을 마련해주는 사명을 지니게 된다.

주로 시공을 해줄 생각이에요.

마루니아, 그 향기로운 울림을 위하여

이윤숙 (28세, 주부, 인천거주)

24명의 마루니아가 저마다의 사명감에 한

“평소 집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인테리어

껏 긴장된 순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마

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침 바닥재와 벽재

련됐다. 플로라앤코 정소영 플로리스트의

를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루니

지도로 플라워센터피스 만들어보기. 러시

아 체험단 모집 소식을 알게 됐어요. 워낙

안셔스, 그린수국, 아이베리컴, 천리향,

경쟁이 치열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

유칼립투스를 이용한 센터피스 만들기는

데,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뻐요. 사실

모두가 처음이었지만, 특유의 센스를 발휘

결혼 전 동종(비슷한) 업계에서 일을 했었

해 전문가 못지 않은 작품들이 탄생했다.

는데, 동화자연마루의 제품이 가장 좋다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는 2시간여의 발대

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눈 여

식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

겨 보고 있었죠. 저희 집에 시공될 동화자
연마루 제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답니다.

마루니아 미니 인터뷰

앞으로 마루니아 5기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나열 (43세, 주부, 분당거주)

활동할 자신도 있고요!

“저는 1전2기 마루니아예요. 지난 2007년
마루니아 1기 때 도전을 했었는데, 선발되

마루니아 5기. 이윤숙 주부
5th Marunia. Mrs. Lee.



“Marunia”
Launch of Private PR S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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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as Marunia members for 120 days

7KHUHZDVQRWLPHWREHERUHGDW
WKHWZRKRXUODXQFKLQJFHUHPRQ\

7KHKRPHPDNHUVZKRZHUHFKRVHQ
EDVHGRQWKHLUVWRULHVZLOOKDYHWKH

Mini-interviews with “Marunia” members

ODPLQDWHÁRRU´&OLFNµDQGWKHZRRG

/HH1D\HROKRPHPDNHU

ZDOOSURGXFW´'L]DLQZDOOµZRUWK

IURP%XQGDQJ

PLOOLRQZRQLQVWDOOHGLQWKHLUKRPHV

´,DPDPHPEHURIWKHQG¶0DUXQLD·

IUHHRIFKDUJH$IWHUWKHLQVWDOODWLRQ

VTXDG,PDGHWKHÀUVWWU\LQ

WKH\ZLOOSRVWWKHLUSURGXFWUHYLHZV

EXW,ZDVQ·WFKRVHQ,WZDVYHU\

RQWKHFRPSDQ\·V:HEVLWHDQGLQYLWH

GLVKHDUWHQLQJDWÀUVWEXW,PDGH

WKHLUIULHQGVDQGDFTXDLQWDQFHV

LWWRWKHWK¶0DUXQLD·7KDW·VZK\

WRWKHLUKRPHVWRGHPRQVWUDWH

,·PVRPXFKKDSSLHUQRZ,NQHZ

'RQJZKD·VÁRRULQJSURGXFWV

IURPDGYHUWLVHPHQWVWKDW'RQJZKD
SURGXFWVZHUHHFRIULHQGO\EXW,

A strong sense of mission

OHDUQHGPRUHDERXWWKHLURXWVWDQGLQJ

'XULQJDEUHDNWKH´0DUXQLDµ

TXDOLW\KHUH$VDPRWKHU,DP

PHPEHUVWULHGWKHLUKDQGDW

DOZD\VZRUULHGDERXWP\FKLOGUHQ·V

PDNLQJDÁRZHUFHQWHUSLHFHZLWK

VDIHW\6R,WU\WRXVHHFRIULHQGO\

WKHKHOSRI)ORUD &RÁRULVW

SURGXFWV7KHSURGXFWVWKDWZLOOEH

&KXQJ6R\RXQJ,WZDVWKHLUÀUVW

LQVWDOOHGLQP\KRPHWKLVWLPHZLOO

WLPHPDNLQJDFHQWHUSLHFHXVLQJ

EHLQVWDOOHGLQP\FKLOGUHQ·VURRPV

OLVLDQWKXVHVK\GUDQJHDVGDSKQH

마루니아 5기. 이나열 주부
5th Marunia. Mrs. Lee.

DQGHXFDO\SWXVHVEXWWKH\DOO

/HH<RRQVRRNKRPHPDNHUIURP,QFKHRQ

GLVSOD\HGRXWVWDQGLQJVNLOOVDQG

´,OLNHWRGHFRUDWHWKLQJVDQG,·P

FUHDWHGDEHDXWLIXOPDVWHUSLHFH

LQWHUHVWHGLQKRPHLQWHULRU,ZDV
WKLQNLQJDERXWUHSODFLQJWKHÁRRULQJ

마루니아 5기. 김정희 주부
5th Marunia. Mrs. Kim.

DQGZDOOGHFRUDWLYHPDWHULDOVLQ
P\DSDUWPHQWZKHQ,KHDUGDERXW
¶0DUXQLD·,GLGQ·WKROGP\KRSHV

2Q$XJXVWWKHVKRZURRPDWWKH'RQJZKD+ROGLQJV
KHDGTXDUWHUVZDV¿OOHGZLWKODXJKWHU,WZDVWKHODXQFKLQJ
FHUHPRQ\RIWKHWKSULYDWH35VTXDG³0DUXQLD´7KHQDPH
³0DUXQLD´LVDFRPELQDWLRQRIWKHZRUGV³PDUX´PHDQLQJ³ÀRRU´
DQG³PDQLD´ZKLFKUHIHUVWR³DUGHQWIDQV´7KHVTXDGZLOOXVH
'RQJZKD1DWXUH)ORRULQJSURGXFWVLQWKHQH[WIRXUPRQWKVDQG
SRVWUHYLHZVRQ,QWHUQHWEORJV

KLJKEHFDXVHFRPSHWLWLRQZDVÀHUFH
EXW,ZDVSLFNHGDQG,·PYHU\KDSS\
WRMRLQWKHVTXDG,XVHGWRZRUNLQ
WKLVLQGXVWU\EHIRUH,JRWPDUULHG
VR,RIWHQKHDUGDERXWWKHVXSHUE
TXDOLW\RI'RQJZKD1DWXUH)ORRULQJ
SURGXFWV7KDW·VZK\,ZDWFKHGWKHP
FORVHO\,·PYHU\H[FLWHGWRKDYHWKHP
LQVWDOOHGLQP\KRPH,DPFRQÀGHQW
WKDW,FDQGRZHOODVDPHPEHU
RIWKHWK¶0DUXQLD·VTXDG

마루니아 5기. 정혜원 주부
5th Marunia. Mrs.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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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최고 시설의 자동차 매매 단지

편리한 자동차 쇼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한 차량 입출고 관리 시스템 구축

엠파크는 고객의 편리한 자동차 쇼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

한편, 엠파크는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한 차량 입출고 관리 시스템을

‘엠파크’ 오픈 기자 간담회

비스를 갖추고 있다. 주차가 가장 편리한 지상 2~3층에 800대를 수

구축, 중고차 거래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판매 등록이

용할 수 있는 고객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고객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원천적으로 엠파크 단지 내부에 들어올 수 없

를 최대한 고려했으며, 음식점, 편의점, 오락 시설 등 가족 단위 방문

으며, 매매 상사를 통해 판매 완료가 확인되어야만 차량이 단지 밖으

지난 8월 30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자동차 매매 단지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엠파크 홍보영상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엠파크 타워와 랜드를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아직은
동화가족들에게도 낯선 M-Park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객들의 휴게 공간도 충분히 마련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중고차를 검

로 나갈 수 있어 단지 내 전시장에는 100% 실제 매물만이 존재한다.

색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인 ‘디지털 키오스

이러한 단지 내 차량 정보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

크(Kiosk)’를 40대 이상 설치해 가격, 연식, 주행거리 등 원하는 차

화되어 엠파크의 온라인 사이트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량의 세부 정보 검색은 물론, 매매상사 정보, 단지 내 편의 시설 및

키오스크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의 원천적인

층별 안내 등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차단이 가능하다.

연면적 15만㎡, 차량 전시 대수 7,000대, 150여 개 매매 상사 입점,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지난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엠파크’는 연면적 9만 9,873㎡, 지하 1층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화오토앤비즈 정대원 대표는 “가좌동 목재 단지는 동화홀딩스의 역사이자, 국내 목

~ 지상 9층 규모의 백화점식 복합 매매 단지로 지어진 ‘엠파크 타워’와

재 및 가구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한 곳이며 동화오토앤비즈는 엠파크를 기반으로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50,000㎡의 넓은 부지 위에 마련된 실·내외 전시장과 국내 최초의 시승

산업 지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사업 진출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어 “엠파크를 통해 구축된 유통

트랙을 갖춘 ‘엠파크 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약 7,000대의 차량을 동시에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2012년 연간 차량 거래 대수 6만 대, 거래 규모 7,000억 원,

전시할 수 있으며, 150여 개의 매매 상사가 입점하는 ‘엠파크’는 그 규모

매출 2,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밝혔다.

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메머드급 자동차 매매 단지이다.

동화오토앤비즈. 정대원 대표의 엠파크 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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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onference
on the Opening of M-Park,
the Nation’s Largest Auto Park
7KHQDWLRQ¶VODUJHVWDXWRSDUN03DUNRSHQHGRQ$XJXVWZLWKDQHZVFRQIHUHQFH
7KHHYHQWIHDWXUHGWKHVFUHHQLQJRIDSURPRWLRQDOYLGHRDERXWWKHSDUNDQGD4 $
VHVVLRQ3DUWLFLSDQWVDOVRWRXUHGWKH03DUN7RXUDQG03DUN/DQG7KLVHGLWLRQRI
*UHHQ'RQJZKDLQWURGXFHV'RQJZKDPHPEHUVWR03DUN

The largest in the nation:
150m² in area, 7000 cars on
display, over 150 car s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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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HV\HDURIPDQXIDFWXULQJDQGUXQQLQJGLVWDQFH

WHVWGULYHWUDFN,WFDQSXWRQGLVSOD\DERXW
FDUVVLPXOWDQHRXVO\03DUNLVKRPHWRPRUHWKDQ

,QIRUPDWLRQ
RQFDUVVROG
LQWKHSDUN
LVPDQDJHGE\DQ
LQWHJUDWHGGDWDEDVHDQGLV
WUDQVPLWWHGLQUHDOWLPHWR03DUN·V
:HEVLWHVPDUWSKRQHDSSOLFDWLRQVDQGGLJLWDONLRVNV
$WWKHQHZVFRQIHUHQFH'RQJZKD$XWR %L]&(2&KXQJ
GDHZRQVDLGWKDWWKHWLPEHUFRPSOH[LQ*DMZDGRQJ

Car warehousing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fraud

,QFKHRQZDVSDUWRI'RQJZKD+ROGLQJV·KLVWRU\DQGWKH

03DUNKDVDOUHDG\HDUQHGFXVWRPHUWUXVWE\WKRURXJKO\

SOHGJHGHIIRUWVWRFUHDWHQHZWUHQGVLQWKHVHFRQGKDQGFDU

Divers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convenient shopping

PDQDJLQJFDUZDUHKRXVLQJWRSUHYHQWIUDXGXOHQW

LQGXVWU\LQOLQHZLWKWKHGHPDQGVRIWKHVWFHQWXU\DQG

WUDQVDFWLRQV8QUHJLVWHUHGFDUVDUHEDQQHGIURPHQWHULQJ

UDLVHWKHDPRXQWRIVROGFDUVWRWKHWUDQVDFWLRQ

03DUNLVHTXLSSHGZLWKGLYHUVHIDFLOLWLHVDQGRIIHUV

03DUNLQWKHÀUVWSODFHDQGRQO\FDUVWKDWKDGEHHQVROG

DPRXQWWRELOOLRQZRQDQGVDOHVWRELOOLRQZRQ

DZLGHUDQJHRIVHUYLFHVWRPD[LPL]HFXVWRPHU

OHJDOO\DQGFRQÀUPHGE\WKHFDUVHOOHUFDQOHDYHWKHSDUN

E\EDVHGRQ03DUN·VGLVWULEXWLRQSODWIRUP

FDUVHOOHUVDQGLVWKHODUJHVWLQVL]HLQ.RUHD

FUDGOHRIWKHGRPHVWLFWLPEHUDQGIXUQLWXUHLQGXVW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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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진담 生生 Talk

각국 주재원의 땀방울

글로벌 동화의 보석으로 빛나리!

방상배 차장
(동화기업 / 보드공장)

인천의 한 식당, 만 3년의 주재원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돌아온 노재남, 권현랑, 방상배 주재원들의 귀국 축하와 격려의
조촐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들이 전한 주재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동화 가족들과 함께한다.

Bang Sang-bae, Board Factory,
Dongwha Enterprise

주재원은 ‘동그랑땡’ 동그란 모양 만들기 어려워도
요리 후엔 모든 이 좋아해⋯
방상배 차장은 회사의 발령통보를
받고 가족들이 적잖이 고민했다고
한다.
그렇게 떠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
며, 한창 재롱을 부리는 자녀와 사랑스런 아내, 그리고 몸담고 있던 현장을 떠나 물
설고 낯선 말레이시아 생활에 적응하는데만 적어도 1년은 걸린 것 같다고 한다. 방
차장에게 주재원생활은 동그랑땡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
“주변이 온통 네모난 환경 속에서 동그란 모양을 내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
다. 귀국해서도 동그랑땡을 만드는 것은 역시 힘들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
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Live Talk

Turning the Sweat of Expatriate into

Dongwha’s Gemstones
1RK-DHQDP.ZRQ+\XQODQJ
DQG%DQJ6DQJEDHZKRMXVWUHWXUQHGWR.RUHDDIWHU
VSHQGLQJWKUHH\HDUVRYHUVHDVJDWKHUHGDWDUHVWDXUDQW
LQ,QFKHRQWRFRQJUDWXODWHRQHDQRWKHURQWKHLU
VXFFHVVIXOFRPSOHWLRQRIH[SDWULDWHGXWLHV
7KH\FDXJKWXSDQGVKDUHGVWRULHVDERXWWKHLUH[SHULHQFH
RIZRUNLQJDEURDG

“Expatriate's life is like meatballs. It’s hard to make their
round shape, but once cooked, everyone likes them.”
0U%DQJVD\VKLVIDPLO\ZDVLQDGLOHPPDZKHQKHZDVGLVSDWFKHG
WRZRUNDEURDG,WWRRNKLPDZKROH\HDUWRJHWXVHGWROLIHLQ0DOD\VLD
DZD\IURPKLVIDPLO\+HPLVVHGKLVDGRUDEOHFKLOGUHQDQGORYLQJ
ZLIH7KDW·VZK\KHFRPSDUHVZRUNLQJRYHUVHDVWRPDNLQJPHDWEDOOV
´0DNLQJDURXQGVKDSHZKHQHYHU\WKLQJDURXQGLVVTXDUHLVQRWHDV\
7KLQJVDUHQRWHDV\HYHQZKHQ\RXFRPHEDFNKRPH%XW,·PKDSS\WR
EHKRPHEHFDXVH,KDYHDORYLQJIDPLO\ZKRDSSUHFLDWHVZKDW,GR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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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생활은 ‘도전’ -

노재남 수석부장
(동화그린켐 / plantation 팀)
Noh Jae-nam, Plantation Team,
Dongwha Greenchem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 결과 얻었다

“Expatriate's life is like a challenge. They take on new challenges
and produce results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동화 역사상 첫 여성 주재원으로 파견된 권현랑 부

0V.ZRQZDVWKHÀUVWIHPDOHHPSOR\HHDW'RQJZKDWREHGLVSDWFKHG

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우선 사회가 흔히말하

RYHUVHDV6KHGHÀHVWKHJHQGHUELDVDQGVD\VWKDWVKHZDVGLVSDWFKHG

는 ‘여성 性’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회사에서는 남

EHFDXVHWKHFRPSDQ\FKRVHKHUDVWKHPRVWVXLWDEOHSHUVRQIRUKHU

녀의 구분 없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 주재원으로

GXWLHVUHJDUGOHVVRIJHQGHU´7KHEHVWZD\WREUHDNGRZQEDUULHUV

파견한 것이다”고 못 박은 후 말레이시아 적응기를

EHWZHHQXVDQGIRUHLJQHPSOR\HHVLVE\DWWHQGLQJLPSRUWDQWRFFDVLRQV

들려주었다. “현지인과의 벽을 허물기에 가장 좋은

RIORFDOHPSOR\HHV6KHVD\VVKHZDVYHU\LPSUHVVHGE\DWUDGLWLRQDO

것은 관혼상제와 관련한 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

0DOD\VLDQZHGGLQJWKDWVKHKDSSHQHGWRDWWHQG7KHWKUHH\HDUV

는 것이다”며 사례로 말레이시아 현지의 전통결혼

WKDWVKHVSHQWZRUNLQJDEURDGZHUHOLNHRQHELJFKDOOHQJH´,

예식에 참석해 감동 받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다.

OHDUQHGDORWZKLOHZRUNLQJH[SDWµVD\V0V.ZRQDGGLQJWKDWVKH

권현랑 부장에게 3년의 주재원생활은 “일생일대의

LVDOZD\VUHDG\WRJRZRUNDEURDGLIWKHFRPSDQ\QHHGVKHUKHOS

가슴 벅찬 도전이었으며, 주재원 생활을 하는 과정
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며 회사가 원하면 다시

Learning while working abroad

달려갈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줬다.

6RPHSHRSOHDUHZRUULHGWKDWZKLOHZRUNLQJRYHUVHDVWKH\PLJKW
PLVVWKHRSSRUWXQLW\WRSUHSDUHIRUFKDQJHDQGLWZLOOEHGLIÀFXOWIRU

주재원은 ‘등대’ 정작 자신은 어둡지만 타인을 위해 빛을 발한다

현지생활, 공백 아닌 ‘공부’

WKHPWRFDWFKXS%XW0U1RKVD\VWKDW\HDUVVSHQWDEURDGPXVWLQ

노재남 부장은 여러 해외사업장의 경력자답게 한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에

QRZD\EHYLHZHGDVD´JDSµLQRQH·VFDUHHU+HVD\VWKDWPHPEHUVRI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초창기 주재원으로 고생 끝에

서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수년간 외국에서 생

*OREDO'RQJZKDPXVWIXOÀOOWKHLUUHVSRQVLELOLW\UHJDUGOHVVRIZKHUH

나름대로 현지생활의 ‘달인’이 된 모습이었다. 그러

활하다 돌아오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을

WKH\DUHDQGFRQWLQXHWROHDUQWRSUHSDUHIRUFKDQJH7KHVHWKUHH

나 노재남 부장에게선 여전히 주재원생활을 대비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주재원의 근무기

SHRSOHZKRKDYHDFFRPSOLVKHGWKHLUGXWLHVGXULQJWKHLUWKUHH\HDU

준비하고 현지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부단히 노

간은 결코 ‘공백’이 아니라는 것을 노재남 부장의

VWD\RYHUVHDVUHSUHVHQWWKHEULJKWIXWXUHRI*OREDO'RQJZKD

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가르

이야기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글로벌 동화’의 일
원으로서 어디에 있던지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

치거나 우리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자세가 아니라 양

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변화에 대비하는 비결이라

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재원으로서 뜻 깊은 이야기를

“Expatriate's life is like lighthouses. They work in
darkness but they light up the way for others.”

들려주었다.

0U1RKORRNVUHOD[HGEHFDXVHKHKDVZRUNHGLQYDULRXVFRUQHUVRIWKH

치고 돌아온 노재남, 권현랑, 방상배 세 사람의 주

그는 “등대는 먼 곳으로 빛을 발하지만 바로 아래는

JOREH+LVÀUVWH[SHULHQFHRIZRUNLQJDEURDGZDVTXLWHGLIÀFXOWEXWLW

재원들에게서 글로벌 동화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어둡다. 주재원생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

KHOSHGKLPGHYHORSWKHNQDFNRIDGDSWLQJWROLIHDEURDG1RQHWKHOHVV

있었다.

신을 돌아보며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HYHU\WLPHKHKDVWRJRZRUNDEURDGKHSUHSDUHVWKRURXJKO\WRGLVSOD\

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세로 서로에게서 배우는 마

고 정리해 주었다. 만3년의 근무기한을 충실히 마

KLVVNLOOVWRWKHIXOOHVW´:HDFWQRWDVWHDFKHUVEXWDVPHGLDWRUV
글로벌 동화, 변화에 대비하라

EHWZHHQ.RUHDDQGIRUHLJQFRXQWULHV:HOHDUQIURPHDFKRWKHUµVD\V

HR팀 주재원으로 근무한 권현랑 부장과 방상배 차

0U1RK´$OLJKWKRXVHOLJKWVXSWKHZD\IRURWKHUVEXWWKHSODFHULJKW

장은 업무 분야가 달랐지만 역시 현지에서 느끼고

EHQHDWKLWLVGDUN7KDW·VZKDWZRUNLQJDEURDGLVOLNH7KDW·VZK\ZH

배운 점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방

PXVWORRNEDFNRQRXUVHOYHVDQGKRQHRXUVNLOOVµDGGV0U1RK

차장의 경우 귀국해 현장의 낯선 생산시스템과 제
품들이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Preparing for change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느낀 점

0V.ZRQDQG0U%DQJDOVROHDUQHGWKHVDPHOHVVRQZRUNLQJDEURDG

은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는 것이다. 세계인들이

HYHQWKRXJKWKH\ZRUNHGIRUGLIIHUHQWWHDPV%XW0U%DQJVD\VLWZDV

인정할 만큼 한국은 역동적인데, 동화의 발전은

KDUGIRUKLPWRJHWDFFOLPDWHGWRWKHSURGXFWLRQV\VWHPDQGSURGXFWV

이보다 한발 앞서 가고 있다고 주재원들은 입을

XVHGDEURDG:KLOHZRUNLQJRYHUVHDVDOOWKHVHSHRSOHUHDOL]HGKRZ

모았다.

IDVW.RUHDZDVFKDQJLQJDQGKRZUDSLGO\'RQJZKDZDVGHYHORSLQJ

권현랑 부장
(동화홀딩스 / 인사지원부문)
Kwon Hyun-lang, HR Service
Department , Dongwha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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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커팅식 후 박창배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가장 좋은 위치에 4차 모
델하우스가 건립되기까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를 계기로 판교에서
맞춤형 단독주택 부동의 1위 시공업체로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더 많
은 열정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화홀딩스 이병언 사장은 “오늘
오픈식에 참석해 판교에서만 29개 동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감개무량
하다. 앞으로 남은 1,000여 필지에서 50% 마켓 쉐어를 목표로 더욱 힘써주
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덧붙여 “그동안 용인동백지구부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박창배 대표이사의 공로를 높이 사고 싶다”며 동화SFC하우징의 성
공을 기원했다.

“판교 단독주택 1위
시공업체 계기 될 것”
동화SFC하우징 판교4차 모델하우스 오픈

모델하우스의 공간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
로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
었다. 가족 공용 공간이 많고 모든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또한 동화의 최첨단 건축
소재로 시공되었으며 세련된 인테리어와 미
니주방, 지하 1층의 수납공간인 다락 등은
실용적인 공간 활용으로 손꼽히고 있다.

동화SFC하우징은 9월 23일 뜻 깊은 ‘판교4차모델하우스 오픈식’을 가졌다. 이
날 모델하우스 오픈식에는 동화SFC하우징 박창배 대표와 동화홀딩스 이병언 사
장,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를 비롯하여 장기완 고문, 스미토모업 오히나타 카
주히코 차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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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HUWKHWDSHFXWWLQJFHUHPRQ\&(2

'RQJZKD+ROGLQJV&(2/HH%\HRQJ

7KH QHZ PRGHO KRXVH KDV WZR ÁRRUV

3DUN&KDQJEDHLQKLVFRQJUDWXODWRU\

HRQIRUKLVSDUWVDLGKHZDVLPSUHVVHG

DERYH WKH JURXQG DQG RQH EDVHPHQW

VSHHFK WKDQNHG DOO WKH HPSOR\HHV IRU

WRVHH'RQJZKD6)&+RXVLQJ·VHIIRUWV

ÁRRU'HVLJQHGIRUDIDPLO\RIIRXUWKH

WKHLUHIIRUWVWRZDUGRSHQLQJWKHIRXUWK

WR EXLOG  KRXVHV LQ 3DQJ\R DORQH

KRXVHKDVGLYHUVHVSDFHVWREHVKDUHG

PRGHO KRXVH LQ DQ LGHDO ORFDWLRQ DQG

DQG HQFRXUDJHG WKH FRPSDQ\ WR GR

E\ DOO IDPLO\ PHPEHUV $OO SDUWV RI

VDLG WKDW WKH IHDW ZRXOG VHUYH DV

LWV EHVW WR H[SDQG LWV PDUNHW VKDUH

WKH KRXVH DUH LQWHUOLQNHG QDWXUDOO\

D VSULQJERDUG IRU 'RQJZKD 6)&

WR  SHUFHQW +H DOVR ODXGHG &(2

KHOSLQJ LWV UHVLGHQWV VSHQG TXDOLW\

+RXVLQJIRUEHFRPLQJDOHDGHULQWKH

3DUN &KDQJEDH IRU KLV VXFFHVVIXO

WLPH WRJHWKHU 7KH LQWHULRU ZDV DOVR

3DQJ\R VWDQGDORQH KRXVLQJ PDUNHW

LPSOHPHQWDWLRQRIWKHKRXVLQJSURMHFW

PDGH ZLWK KLJKWHFK FRQVWUXFWLRQ

+H DOVR HQFRXUDJHG HPSOR\HHV WR

LQ <RQJLQ DQG ZLVKHG 'RQJZKD 6)&

PDWHULDOV7KHVRSKLVWLFDWHGGHFRUWKH

FRQWLQXHWRGRWKHLUEHVW

+RXVLQJPRUHVXFFHVV

PLQLNLWFKHQDQGWKHVWRUDJHVSDFHLQ

Paving the Way for
Becoming a Leader in
Pangyo Standalone
Housing Market
4th Model House Opens in Pangyo
On September 24 Dongwha SFC Housing marked the opening of its
4th model house in Pangyo. The event was attended by Dongwha SFC
Housing CEO Park Chang-bae, Dongwha Holdings CEO Lee Byeongeon, Dongwha Nature Flooring CEO Eom Heung-joon, adviser Chang Kimoon and Sumitomo Forestry Kazuhiko Ohinata, among others.

WKH EDVHPHQW DOORZ IRU WKH HIÀFLHQW
XVHRIVSD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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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S
동화홀딩스, 팀장 및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신패턴 출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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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with nature. They feature a natural, unadorned and u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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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ed yet sophisticated and modern touch. Each pattern has

resentative stores nationwide. They learned about the latest

the touch of natural and engineered wood and granite. Press

interior trends and discussed in detail how to promote the

releases about the new Dizainwall patterns appeared in major

Dizainwall.

dailies during the first week of May and will be published in
magazines and journals in June.

동화오토앤비즈, M-park 타워 입주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대리점 사장단 간담회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신패턴 출시와 더불어 매출 활성화 방안을 논
동화홀딩스 인력개발팀은 사람, 조직, 성과관리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

동화자연마루(대표 엄흥준)는 양일간 디자인월 신패턴 발표 기자 간담

하여 관리자 및 현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를 여의도 본사 10층 디자인센터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오산의 외부 연수원에서 실시된 리더십교육은 본부장, 부문장,

이번 기자 간담회는 신패턴 소개와 더불어,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팀장등을 포함한 M트랙 전원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교육이 진행

이사의 인사 및 디자인월 소개 및 향후 추진전략, 2011년 벽재 트렌드

되었으며, 팀 구성원들이 진단한 리더십 진단결과에 대한 공유와 인

정보 공유 등을 겸하는 자리였다.

적자원관리의 스킬, 그리고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중점으로 교육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월 신규 패턴은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

국내최대(연면적 30,218평)규모의 자동차매매 복합단지인 M-Park 타

이 진행되었다.

는 도시 공간의 스타일이라는 ‘Ecological Urban Style’ 테마를 바탕으

워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함께 이루어진 현장관리자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리더십역량강화

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옮겨온 듯한 Natural touch, 꾸

지하1층, 지상 9층으로 이루어진 M-Park 타워는 자동차 매매 복합단

교육은 2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의 관리자 역할과 소통

미지 않은 듯 자유롭고 감각적인 Artistic upcycle touch, 절제되고 세

지로 중고자동차 시장의 재편성과 국내 최초, 최고의 카비즈니스 사업

과 경청에 관한 감성리더십, 기술직 新인사제도와 변화관리를 중심으

련된 디자인의 Luxury modern touch의 3가지 컨셉을 반영한 총 6가지

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동화오토앤비즈는 M-

로 진행되었다.

패턴이며 각각 우드, 집성목, 대리석의 질감과 느낌을 충실히 살리고 있

Park타워의 운영, 관리, 마케팅등에 직접 참여하여 조속한 활성화와 소

Dongwha Holdings Holds Leadership Training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eam of Dongwha Holdings provided leadership training for managers to bolster their
ability to manage personnel, organizations and results. Held

의 및 공유하기 위해 디자인월 판매우수 대리점 사장단을 대상으로 제

다. 해당 관련 기사는 5월 첫째 주에 일간지를 중심으로 게재되었으며,

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실시된 이

비자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잡지와 전문지에는 6월에 게재되어 홍보될 예정이다.

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14개 시판 디자인월 매출 우수 대리점주를 대상

연간 약 50,000대의 중고차 매매 활성화와 인천의 랜드마크 그리고 지

으로 최근의 Interior trend 패턴과 새롭게 출시된 디자인월을 설명하

역상권의 전체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Dongwha Nature Flooring Announces New
Dizainwall Patterns at News Conference

는 자리와 더불어, 디자인 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타겟
의 세분화와 포지셔닝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판매현장에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Dongwha Auto & Biz Opens M-park for Businesses
The nation’s largest auto sales park M-park (99,720 square me-

at a training center in Osan, Gyeonggi Province, the training

Dongwha Nature Flooring (CEOs: Eom Heung-joon) announced

was provided in three sessions and targeted the entire M-track

new Dizainwall patterns at the Yeouido headquarters. Af-

personnel, including heads of departments, section chiefs

ter greeting the press, CEO Eom Heung-joon introduced the

and team managers.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results of

Dizainwall and its new patterns and outlined the company’s

leadership evaluations and learned how to manage human

future business strategies and this year’s wall decoration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 meeting at its Yeouido head-

innovative car business services. Dongwha Auto & Biz will di-

resources and work stress. Training for worksite managers was

trends. Themed, “Ecological Urban Style,” the six new Dizainwall

quarters for its representative stores to introduce the new

rectly participate in M-Park’s management, maintenance and

provided in two sessions to help them improve their manage-

patterns represent the desire of city-dwellers to live in close

Dizainwall patterns and discuss ways to promote sales. The

marketing to ensure its smooth and swift activation an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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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s) has begun accepting businesses. Consisting of one basement and nine above-ground floors, the M-park Tower seeks to
overhaul the secondhand car business and provide top-notch

ment skills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underlings, appoint

quality services. The purpose of the park is to sell about 50,000

technical workers according to the new personnel regulations

secondhand cars annually and become one of Incheon’s land-

and implement change.

marks as well as bolster regional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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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S
동화노동조합 조별 체육대회

[Global Tour for Children of
Dongwha Malaysia and Korea Employees]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일향농원에서는 동화노동조합 조별 체

운권 추첨시간이 어우러져 더욱 뜨거운 열기로 하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Dongwha Labor Union Sports Festival Venue of Passion

lucky draw . The festival bolstered employees' solidarity by
bringing them together.

and Malaysia employees will have

따라서 팀장들은 팀원들과의 정기적인 1:1 개별 면담을 통해 팀원들의

an opportunity to gain internation-

목표수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코

al experience to help them boost

칭을 제공함으로써 올 한 해 남은 기간중 계획된 목표를 성공리에 달성

their pride in Global Dongwha and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점검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sample Korean and Malay culture.

이번 6월에 끝난 2분기에는 84%의 팀장 및 팀원들이 원투원 미팅을

Fifteen Korean and Malaysian chil-

완료했다. 6월말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2분기의 원투원 미팅을 끝낼

dren, from fourth graders to sec-

것으로 보여지며, 원투원 미팅을 홍보하기 위해 본부장과 팀장들에게

ond-year high school students, will

미팅의 진행 상황 그리고 미팅을 잘 하기 위한 노하우와 기술들을 2주

be chosen for the tour. They must

간격으로 공유한다.

they want to participate in the tour and what meaning it has

Dongwha Malaysia One To One Meeting

for them.

Starting from April 2011, initiated by Group BP, One to One

▶ Tour schedule

Dongwha Nature Flooring will overhaul its Web site to promote

Meeting was introduced to Dongwha Malaysia. The objective

- Malaysia trip for Korean children – August 8-12, 2011

its differentiated image and provide customer-oriented informa-

of One to One Meeting is for the superior have continuous com-

- Korea trip for Malaysian children – July 25-29, 2011

tion in a bid to improve customer understanding about Dong-

munication with to monitor whether the goal settings set dur-

wha products. The Web site will be operated as an integrated on-

ing early of the year are align with company’s goal and to know

line marketing hub. It will also hold online events to attract more

whether subordinates are facing any difficulties or obstacles

customers and spread information about Dongwha products.

and how to overcome them.

▶ Web site launching event

Therefore, through a regular one to one individual meeting,

1. June 7-July 3, 2011

the team leader can review the progress status of their subordi-

2. Event description

nates thus to provide appropriate feedback and coach for them

[동화자연마루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온라인 이벤트 실시]
동화자연마루는 자연마루 제품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노출
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확산을 통해 동화자연마루에 대한 이
해와 선호를 높이고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향후 통합 온라인 마
케팅 활동의 Hub로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홈페이지로의 소비자 유입을 극대화하고

동화말레이시아-한국, 직원자녀 부모직장 글로벌 투어

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Manager와 팀원 간의 끊임없
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이다.

of employees' different work shifts. It featured foot volleyball,
the traditional Korean game "yutnori," rope jumping and a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목표 달성의

The children of Dongwha Korea

The Dongwha Labor Union held a sports festival at the Ilhyang
Farm in Incheon The event was held in three sessions because

[Dongwha Nature Flooring’s Web Site Renewal &
Online Event]

send their letters describing why

육대회가 한창이었다. 교대 근무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체육
대회에선 족구를 비롯해 윷놀이와 단체 줄넘기 등의 팀웍시합과 행

AUTUMN vol. 153

제품 정보를 전파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6월 홈페이지 런칭 이벤트

한국-말레이시아 동화자녀들에게 글로벌 동화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1. 일정 : 2011년 6월 7일(화) ~ 7월 3일(일)

양국의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함양구축을 위한 글로벌

2. 이벤트 내용

체험행사가 실시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디자인월] 제품 알리기

의 직원 자녀로 ‘행사 참여의 이유와 의미’에 관한 사연 심사를 통해 말

- 동화자연마루만의 차별점 알리기

레이시아, 한국 각각 15명의 자녀들이 선발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 동화자연마루의 지향 이미지 학습 시키기

▶ 투어일정

- 모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유입 경로 확보하기

- Informing consumers about novel products (“Dizainwall”)

so that they will be motivated to achieve the planned goals for

- Publicizing Dongwha Nature Flooring’s advantages

the rest of the year.

- Educating consumers about Dongwha Nature

This One to One Meeting is held quarterly and for the second

Flooring’s image
- Diversifying customer participation channels, such as
mobile web pages

quarter ended this June, 84% of employees had completed
their One to One Meeting with their team managers. By end
of June, 100% of employees are expected to finish their One to
One Meeting. To help in promoting One to One Meeting, email
to all Head of Functions and Team Managers is sent every two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 원투원 미팅

week to share with them the current progress of One to One
Meeting and also some tips or skills to handle One to One Meet-

동화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4월부터 그룹 BP의 주도하에 분기별, 원

- 한국자녀의 말레이시아 체험. 11년 8월 8일~12일

투원 미팅을 진행했다.

- 말레이시아자녀의 한국 체험. 11년 7월 25일~29일

원투원 미팅의 목적은 회사와 개인의 목표 , 연초 설정했던 목표를 향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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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S
동화자연마루 ‘E0 강화마루’ 아토피 개선효과 입증
2010년 5월부터 1년간, LH공사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국내 첫
임상실험인 “친환경 건축자재와 아토피와의 관계(청정주택PJT)” 실험
에서 E0 강화마루가 ‘아토피 개선효과가 있음’이 입증 되었다.

households with atopic dermatitis patients. Their flooring was re-

choose places that need to improve their interiors and are the

placed with eco-friendly laminate flooring to check and compare

most recommended by consumers. Dongwha Nature Flooring

its effectiveness on the skin disease and on improving the quality

technicians, the employees of both companies and students

of indoor air.

installed the new flooring together. Dongwha will continue to

것으로 진행되었다.

[동화자연마루,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산학협력 체결]

donate its flooring and wall decorative materials to low-income

실험은 ‘아토피 질환 거주세대(30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로 교
체시공 후, 아토피 개선 정도와 실내 공기질의 수치변화를 비교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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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s, schools and study rooms.

동화자연마루. 사회공헌 사랑 나눔 마루기증
지난 7월 14일에는 가슴 따뜻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신당야학당의 바닥을 무료로 개조해 준 이 행사는 동화와 애경 두 회사
가 지난 5, 6월 2개월간 함께 진행한 ‘스마트 체인지’ 이벤트의 일환이
다. 실내 인테리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소비자 추천이 가장 많았던 공간을 선정했다.
동화자연마루 시공전문기사들과 양사 직원, 야학 학생들이 함께 교
실과 사무실 마루를 직접 시공했으며, 향후에도 동화자연마루에서는

Tasco 통합홈페이지 개편
Tasco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월 28일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오픈 하였다. (www.tascoaustralia.com.au)
개편된 홈페이지는 회사 및 제품소개, 뉴스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 고객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

지난 8월 18일(목), 인천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인천

도록 설계되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동화자연마루가 그간의 집약된 노하우를 사회에 환
원할 것을 알리는 협약식이 열렸다.

CSR 활동으로 저소득층 가정과 학교, 공부방 등 교육시설에 마루나 벽

이는 마루, 벽장재 분야에서 국내 1위인 동화자연마루의 전문기술을 널

재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리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향후 동화자연마루와 인천인력개발원은 향후, 마
루, 벽장재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HRD)과 교육훈련에 뜻을 함께 하기
로 하고, 교육과 관련한 우수인력공급은 물론 재직자 교육훈련에도 박
차를 가할 의지를 다졌다.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n agreement signing
ceremony at the Inche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On August 18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n agreement
signing ceremony at the Incheon Human Resources Develop-

[Dongwha Nature Flooring Proves Effectiveness
of E0-grade Laminate Flooring in Treating
Atopic Dermatitis]

TASCO Web Site Renewal

to society. The ceremony was aimed at publicizing Dongwha’s

A year-long first clinical test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by the

TASCO revamped its Web site (tascoaustralia.com.au) and

unrivaled technologies in the areas of flooring and wall decora-

ment Institute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 n d I n d u
s t r y i n G o j a n - d o n g , Incheon to contribute its expertis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the Seoul National

Dongwha Nature Flooring Donates Flooring to Society

launched it on July 28 in a bid to improve service.

tive materials.

University Bundang Hospital in May 2010 to prove the correla-

On July 14, a heart-warming event took place. Dongwha in-

The renewed Web site features company and product introduc-

The measure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Dongwha and the Hu-

tion between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and skin dis-

stalled new flooring at a SINDANG night school free of charge

tion, and the latest news. Its upgraded design allows visitors to

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greed to collaborate in

eases showed that laminate flooring of grade E0 helps alleviate

as part of the “Smart Change” event carried out jointly with

access information easily.

developing human resources in the areas of flooring and wall

the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The test was conducted on 30

Aekyung Corporation in May-June this year. The two companies

decorative materials as well as supply highly trained professionals and provide training to currently employ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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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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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25(9$/8(

한국과는 반대인 차량 운전석, 차로 방향, 쉴새 없이 지나가는
소형 오토바이, 대형빌딩, 거리의 식당, 히잡을 쓴 여성들 등
닐라이 사업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차장 밖으로 보여지는
말레이시아의 전경들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 이색적일 따름이다.
한국 자녀들의 말레이시아체험 편 中.

(YHU\WKLQJWKH\VDZIURPWKHLUEXVRQWKHZD\WR
1LODLDURXVHGFXULRVLW\OHIWVLGHWUDIÀFPRWRUZD\V
P\ULDGVPDOOPRWRUELNHVVN\VFUDSHUVWUHHWVWDOOV
DQGZRPHQZHDULQJKLMDEV
Korean Children’s Visit to Malaysia

+DSSLQH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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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족 경영 프로젝트

2011 Global Dongwha Dream Tour
#1. 말레이시아 자녀들의 한국체험 편.
Part 1: Malaysian Children’s Visit to Korea

디일까?
선지는 어
행
음
WLRQ"
다
~
WGHVWLQD
선을 타고
VWKHQH[
W¶
D
날으는 풍
K
:
«
JEDOORRQ
2QDÀ\LQ
한국에서의 만
남은 이것으로
끝, 그러나 말
만남이 기다리
레이시아에서의
고 있기에 아쉬
두 번째
움은 없다.
7KHWULSWR.RU
HDHQGHGWKLV
ZD\EXWWKHFK
LOGUHQZLOOPHH
WDJDLQLQ0DO
D\VLD

## July 27, 2011 – Day 3 of Korea visit
$WRXULVWEXVWKDWZDVWREULQJWKHFKLOGUHQLVVWUDQGHGLQ
,QFKHRQHDUO\LQWKHPRUQLQJEHFDXVHRIWKHWRUUHQWLDOUDLQ
6RPHFKLOGUHQIURP.RUHDDQG0DOD\VLDKDGWRPRYHE\
VXEZD\7KHLUWULSIURP<HRQJGHXQJSRZKHUHWKH\VWD\HG

## 2011년 07월 27일, 방한 3일차

WRWKH/RWWH:RUOGLQ-DPVLOZDVQRWHDV\EXWWKH\ZHUHDOO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던 폭우로 인해 아이들을 인도해줄 관광버스

YHU\H[FLWHG

가 인천에 고립된 상황. 하는 수 없이 20여명의 말레이시아 자녀

(YHQWKRXJKLWZDVWKHLUÀUVWYLVLWWR.RUHDWKH0DOD\VLDQ

들과 한국 자녀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다.

FKLOGUHQHQMR\HGWKHPVHOYHVLQWKHDPXVHPHQWSDUN7KH\

숙소가 있던 영등포에서부터 롯데월드가 자리한 잠실까지의 여정

SLFNHGWKHULGHVE\WKHPVHOYHVZLWKRXWWKHKHOSRIWKHJXLGH
DQG ZDLWHG IRU WKHLU WXUQ LQ OLQHV 'HVSLWH WKH ODQJXDJH

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두가 설레는 듯 했다.
낯선 땅, 낯선 공간이라 두려움이 앞설 법도 한데 아이들은 놀이
공원 안에서 주어진 자유시간 동안 거침없이 놀이공원의 이곳 저
곳을 활보했다. 안내자가 함께하지 않아도 놀이기구도 직접 선택
해 차례를 기다리고, 체험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맺어준 공감대. 아이들
에게는 이미 동화인이라는 유대감이 만들어진 덕분이 아니었을까!

는 아찔한 쾌감.
하던 바이킹에서 맛보
그 옛날 대양을 호령
나!
무섭거나 혹은 재미있거

VFDU\\HWWKULOOLQJ
DV
Z
LGH
VU
7KH9LNLQJ

지도를 펼쳐
든 말레이시아
여인들.
보물이 숨겨진
전설 속의 유
토
피아를 찾는
7KH0DOD\
건 아니겠지
VLDQZRPH
?
QKROGDP
KLGGHQWUHD
DS$UHWKH
VXUHLQWKH
\ORRNLQJI
OHJHQGDU\
RUD
8WRSLD"

EDUULHU WKH\ ERQGHG ZLWK WKHLU .RUHDQ SHHUV LQ QR WLPH
EHFDXVH WKH\ KDYH RQH WKLQJ LQ FRPPRQ ² WKHLU SDUHQWV
ZRUNDW'RQJZKD

+DSSLQH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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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WKH ODVW GD\ RI WKHLU ÀYHGD\ VWD\ LQ .RUHD
WKH0DOD\VLDQJXHVWVGLGWKHLUEHVWWROHDUQPRUH
DERXWWKHKRPHFRXQWU\RIWKHLUSDUHQWV·FRPS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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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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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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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물
국립민속박
.
줄 모르는 아이들.
사진으로 남겨본다
싶은 순간을 위해
I.RUHD
두고두고 기억하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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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HUDVVRWKDW

관.
63시티, 아이맥스 영화
3D 영화관람 중.
거겠지?”
되는 거야? 작동은 되는
“이 까만 안경만 쓰면
&LW\
,0$;7KHDWHU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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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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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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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HEODFNJRJJOHV"
U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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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X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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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28일, 방한 4일차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하루, 4박5일의 시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아버지가 일하는 기업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시작되는 하루다.

흥겨운 우리가락
, 처음 만나는
통쾌함!
깨고, 부수어라
~ 그 안에 자유
가
있다!
([FLWLQJ.RUHD
QWUDGLWLRQDOWX
QHV
%UHDNLQJDQG
VPDVKLQJWKLQ
JVWKDW¶VZKH
UHIUHH

DQGPDNHVSHFLDOPHPRULHV

GRPKLGHV

63시티, 전망
대.
더 넓은 세상
을 보고, 더 큰
세상을 품으렴
&LW\2EVH
!
UYDWRU\
6HHLQJDQG
HPEUDFLQJD
ELJJHUZRUOG

말레이시아에도
어김없이 찾아
온 한류열풍.
고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 찾기!
아이들의 장바
구니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RUHDQFXOWX
UHLVSRSXODU
LQ
0DOD\VLD
7KHJXHVWVEX
\JLIWVIRUWKH
LUIDPLOLHVDQG
:KDWGLGWKH\
IULHQGV
FKRR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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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족 경영 프로젝트

2011 Global Dongwha Dream Tour

##August 9, 2011, Day 2
(YHQ WKH VFRUFKLQJ VXQ LQ 0DOD\VLD FRXOG QRW UXLQ WKH
WULS RI WKH FKLOGUHQ RI 'RQJZKD·V .RUHDQ HPSOR\HHV
(YHU\WKLQJ WKH\ VDZ IURP WKHLU EXV RQ WKH ZD\ WR 1LODL

#2. 한국 자녀들의 말레이시아체험 편.
Part 2 : Korean Children’s Visit to Malaysia

DURXVHGFXULRVLW\OHIWVLGHWUDIÀFPRWRUZD\VP\ULDGVPDOO
PRWRUELNHVVN\VFUDSHUVVWUHHWVWDOOVDQGZRPHQZHDULQJ
KLMDEV7KHVHFRQGURXQGRIH[FKDQJHEHWZHHQ.RUHDQDQG

글. 동화홀딩스 조직개발팀. 박강헌 특파원

0DOD\VLDQFKLOGUHQZDVVWLOOKDPSHUHGE\ODQJXDJHEDUULHU
EXWLWGLGQ·WWDNHWKHFKLOGUHQORQJWRERQG7KH\ZHQWRQ
WKH´)LUHÁ\7RXUµGXULQJZKLFKWKH\VWUROOHGDPLGÀUHÁ\

## 2011년 08월 09일, 방문 2일차

니다.
를 약속합
에서 재회
안
D
름
이
라는
'RQJZK
시간, 동화
WDJDLQLQ
H
할
H
야
P
R
져
W
LQJ
이제 헤어
H3URPLV
\JRRGE\
D
V
R
W
H
7LP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말레이시아의 태양조차도 한국의 아이들에

JORZRQDGDUNULYHUEDQN7KHVFHQHU\ZDVUHPLQLVFHQWRI
D&KULVWPDVSDUW\,WZDVDQRSSRUWXQLW\IRUWKHFKLOGUHQ
IURP ERWK FRXQWULHV WR EHWWHU XQGHUVWDQG HDFK RWKHU DQG
ERQG$IWHUWKH´)LUHÁ\7RXUµLWZDVWLPHWRVD\JRRGE\H
EXWQRERG\ZDQWHGWRSDUWDIWHUVSHQGLQJDZKDOHRIDWLPH
WRJHWKHU

게는 흥미로운 해외체험의 한 부분일 뿐 즐겁고 호기심 어린 표정
을 감추게 할 수는 없었다.
한국과는 반대인 차량 운전석, 차로 방향, 쉴새 없이 지나가는 소
형 오토바이, 대형빌딩, 거리의 식당, 히잡을 쓴 여성들 등 닐라
이 사업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차장 밖으로 보여지는 말레이
시아의 전경들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 이색적일 따름이다.
말레이시아 자녀들을 다시 만난 양국자녀간 2차교류 자리는 아직
똘망똘망 서로의
눈을보며 마음으
로 대화해요
+HDUWWRKHDUW
FRPPXQLFDWLR
QORRNLQJLQWR
DQRWKHU¶VH\H
RQH
V

어딘가 어색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조금은 답답했지만 마음과 마음
을 통하고 웃음꽃을 피우는데 그리 많은 시간과 영어단어가 필요
치 않아 보였다.
이후 말레이시아 자녀들과 계속 함께한 ‘반딧불 투어’,

## 2011년 08월 10일, 방문 3일차
본격적인 말레이시아 역사와 문화 탐방의 날, 2시간 반을 이동하
여 도착한 말라카의 유적지는 아이들에게 그 옛날 번성했던 왕국
의 장면들을 집약하여 보여주었고, 말레이시아 방문 전 한국에서
의 사전학습 덕분에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 더욱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
또 생전 처음 타본 인력거 체험 역시 흥미로웠지만 더운 날씨에
힘겹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현지인 운전수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

칠흙 같은 어둠의 강변을 따라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빼곡히 심

음이 들기도 했다.

어 놓은 양 반짝이는 반딧불의 향연은 양국자녀 모두에게 평생 다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오는 차안에서는 빡빡한 일정에 조금은 힘겨

시 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해주었고 그 곳을 오가는 여정 속에서

워 잠시 잠을 청할 만도 한데, 왁자지껄 마냥 웃고 즐거운 우리 아

양국의 자녀들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이들이다.

수 있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밤, 잠자는 시간조차 너무나 아쉬운 우리 아

반딧불 투어가 끝나고 이제 양국의 자녀들이 헤어져야 하는 시간,

이들⋯. 그래도 그날의 일정과 각자의 느낌을 되새김하며 여행일

헤어짐을 정말로 아쉬워하는 양국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은 보는

기를 충실히 적는 것 만은 빼먹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대견스럽게

이들 모두에게 가슴 뭉클함을 전달해주기 충분했다.

스마스 트리!
는 한 여름의 크리
반딧불이 만들어내
PLGGOHRIVXPPHU
QW
HE\¿UHÀLHVL KH
DG
VP
HH
WU
DV
WP
&KULV

느껴질 뿐이다.

역사와
전통의
도시
모두 가
이드아저 ! 이곳은 말라카
씨의 설
입니다.
0DODFF
명에 귀
D
를 쫑끗
/LVWHQLQ DKDYHQRIK
!
LV
JFDUH
IXOO\WR WRU\DQGWUDG
WKHLUJ
LWLRQV
XL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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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한국업체에서 건설하였다는 대목에서는 좀 더 흥미로움을 감
추지 못하는 듯 하였고, 거대한 빌딩을 한참을 올려다 보기도 하
였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국을 위해 KL공항
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넘쳐
났다. 말레이시아 KL공항 2011년 8월11일 밤 11시30분 예정된
시간에 인천행 비행기는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인천으로 출발하였
고, 모두가 잠든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마지막 여행일기

##August 10, 2011, day 3
산티아고 요새에
남아있는 커다란
대포! 손자국 꾹
/DUJHFDQQRQ
남깁니다.
LQ3RUWDGH6
DQWLDJR/HDYL
QJKDQGSULQWV

를 적으면서 차분히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QGD\WKH.RUHDQFKLOGUHQOHDUQHGDERXWWKH

2011년 8월12일 아침 7시10분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아이

KLVWRU\ DQG FXOWXUH RI 0DOD\VLD 7KH\ WUDYHOHG

들은 배웅 나온 각자의 부모님들의 품에 안겨 집으로 향했다.

WZR DQG D KDOI KRXUV WR YLVLW 0DODFFD ZKLFK LV KRPH WR

이번 주말은 내내 말레이시아 여행이야기로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PDJQLÀFHQW KLVWRULF UHOLFV GDWLQJ EDFN WR WKH DQFLHQW

대화를 나누리라.

내손으로 만들
어지는 바틱예
술!
%DWLNDUWPD
GH¿UVWKDQG

0DOD\NLQJGRP7KHFKLOGUHQHDVLO\XQGHUVWRRGWKHJXLGH·V
H[SODQDWLRQ EHFDXVH WKH\ OHDUQHG DERXW 0DODFFD EDFN LQ
.RUHDSULRUWRWKHLUWULS7KHLUÀUVWHYHUULFNVKDZULGHZDV
XQIRUJHWWDEOHEXWWKH\KDGDKDUGWLPHSHGDOLQJULFNVKDZV
LQWKHKRWZHDWKHU2QWKHZD\EDFNWR.XDOD/XPSXUWKH
FKLOGUHQODXJKHGDQGKDGIXQGHVSLWHWKHLUWLJKWVFKHGXOH

##August 11, 2011, day 4

2Q WKH ODVW QLJKW DW WKH KRWHO WKH\ PDGH WKH EHVW RXW RI

2QWKHODVWPRUQLQJLQ0DOD\VLDWKHFKLOGUHQORRNHGVDG

WKHLUWLPHLQ0DOD\VLDDQGPDGHVXUHWRZULWHWKHLUWUDYHO

FDUU\LQJ WKHLU VXLWFDVHV DQG OHDYLQJ WKH KRWHO %XW WKH\

MRXUQDO

DOVR ORRNHG IRUZDUG WR VHHLQJ PRUH RI 0DOD\VLD RQ WKH
ODVWGD\RIWKHLUWULS7KH\WRRNDWRXURI.XDOD/XPSXU
WKDWLVVLPLODUWRD6HRXO&LW\WRXU7KHFKLOGUHQVDPSOHG

너!
원한 바람 그리고
달리는 자전거, 시
추억.
거라 더욱 소중한

친구와 함께한 인력
HFLRXVPHPRULHV
LQJ
LHQGV&UHDW SU
IU
LWK
HZ
ULG
DZ
VK
5LFN

EDWLNDUWYLVLWHGDUR\DOSDODFHD0XVOLPPRVTXHDQGWKH
./7RZHUDQGZDWFKHGDWUDGLWLRQDOGDQFHSHUIRUPDQFH
7KDQNVWRWKHZDUPZHOFRPHRIORFDOSHRSOHWKHFKLOGUHQ
IHOWDWHDVH7KH\ZHUHDVWRXQGHGWRVHHWKH./&& 7Z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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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가 떴다!
말레이시아 왕궁에 동화
DUR\DOSDODFH
'RQJZKDIDPLO\DW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날 아침, 호텔에서 각자의 짐을 챙겨 나
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에 아쉬움이 가득 뭍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

WRWKHDLUSRUW2QWKHLUZD\WRWKHDLUSRUWWKH\ZHUHIXOO

있었다.

RIHQHUJ\7KH\OHIWIRU.RUHDRQ$XJXVWODWHDWQLJKW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일대를 돌며 바틱공예 체험, 왕궁, 이슬람 사

친절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서울의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KLCC(트윈타워)의 위상은 아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는데, 두개의 쌍둥이 빌딩 중 하

EXLOWE\D.RUHDQFRPSDQ\7KH\FRXOGQ·WWDNHWKHLUH\HV
$IWHUWKHLUÀQDOGLQQHULQ0DOD\VLDWKHFKLOGUHQKHDGHG

한국에 서울투어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쿠알라룸푸르 투어가

명소를 눈과 귀로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고, 어디를 가나 여유롭고

FKLOGUHQZHUHHVSHFLDOO\LQWHUHVWHGLQWKHWRZHUWKDWZDV
RIIWKHPDUYHORXVVWUXFWXUH

막날 일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만은 한가득이다.

원, 전통춤 공연, KL타워 관람 등 사진과 글로만 접했었던 문화와

7RZHU ZKLFKLVPXFKWDOOHUWKDQWKH&LW\LQ6HRXO7KH

%XW HYHQ RQ WKH SODQH ZKHUH DOO WKH RWKHU SDVVHQJHUV
동화포터와 제
자들^^ 국립이
슬람사원에서
'RQJZKD3
⋯
RWWHUDQG'LV
FL
SOHV
$WWKH1DWLR
QDO0RVTXH
RI0DOD\VLD

ZHUHDVOHHSWKHFKLOGUHQGLGQ·WIRUJHWWRZULWHWKHLUWUDYHO
MRXUQDOV 7KH\ DUULYHG VDIHO\ LQ ,QFKHRQ .RUHD HDUO\ LQ
WKHPRUQLQJRQ$XJXVWDQGUHXQLWHGZLWKWKHLUSDUHQWV
7KH\VSHQWWKHLUZHHNHQGWHOOLQJWKHLUSDUHQWVDERXWWKHLU
XQIRUJHWWDEOHWULSWR0DOD\VLD

&KDQJHDQG,QQRYDWLRQ



7월 중순, 강화도 마니산
기슭에서는 ‘2011 하반기
사업계획 달성’ 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화기업 보드생산본부의
핵심인력들이 워크숍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Core Value 

로 본부를 넘어선 직급별 대화와 소통의 시간

천후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일꾼이 대리급의 역

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원급, 대리급, 과장

할’임을 강조해 모두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

급, 차장급의 각 직급별 모둠토의를 통해 각

도 했다.

직급이 가진 기업 내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지
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사원급 발

마니산도 식후경! 음주가무가 빠질 소냐~

표자인 운영기획팀의 김윤근 사우는 <사원>

성과발표, 직급별 모임, 족구타임을 뒤로하

이라는 하나의 단어만이 적힌 발표지를 선보

고 이어진 하이라이트는 팀빌딩. 모두의 가슴

이며, ‘순수와 열정을 간직한 사원급들은 무

속에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순간’이 아니었

엇도 써 내려갈 수 있는 하얀 백지인 덕분에

을까. 팀빌딩을 위해 여의도에서 초빙되어 온

그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젊은 패기와 열정으

조직개발팀 박강헌 사우는 총 금액 50만원에

로 노력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가장 열띤

달하는 상품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생산

모습을 보여줬던 대리급 발표에 나선 황길영

본부 전 사우들의 웃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

사우는 묘하게 멋스러운 그림 한 점으로 ‘전

였다.

동화기업 보드생산본부 상반기 Workshop

우리는 보드생산본부다!!
자아비판이 아닌 자아성찰의 시간,

간이었다. 이날의 성과발표는 잘잘못을 따지기

상반기 성과발표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오늘의 가장 큰 목표이자 워크샵 프로그램이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정한 목표에

던 ‘성과발표’. 각 팀별 상반기 실적평가의 시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이다.

간이 시작됐다. 지난 상반기 매출에서부터 하
반기의 목표설정에 이르기까지 밤을 새워가며

으라차차차! 나는 동화인이다!!

공들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빛을 발하는 순

팀별 실적평가에 이은 ‘직급별 모임’은 그야말

품질관리팀 윤기찬 사우는 “모두가 멀리

짧지만 밀도 높은 1박2일의 워크샵의 밤은

떨어져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는 적지만, 동

그렇게 저물어 갔다. 한자리에 모일 때 그

화인이라는 유대감을 통해 언제 만나도 반

러했듯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

갑고 정겹다. 이렇게 함께 모여 동화의 발

간이다. 그러나 각자의 가슴속에 새겨진 하

전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자

나의 이름 ‘우리는 동화인이다’은 어느 순

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하기

간, 어느 자리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더

도 했다.

욱 찬란히 빛날 것이다.

&KDQJHDQG,QQRYDWLRQ



,QPLG-XO\WKH
3URGXFWLRQ'LYLVLRQRI
'RQJZKD(QWHUSULVH
KHOGDZRUNVKRSRQ0RXQW0DQL
RQ*DQJKZD,VODQGXQGHUWKH
VORJDQ³/HW¶VDFKLHYH+
EXVLQHVVJRDOV´

Core Value 

I’m a Dongwha member!
$IWHU WKH SUHVHQWDWLRQV PHHWLQJV
E\ MRE WLWOH ZHUH KHOG WR HQFRXUDJH
FRPPXQLFDWLRQDPRQJHPSOR\HHVZLWK
WKH VDPH MRE WLWOHV 7KH\ GLVFXVVHG
WKHLUUROHVDQGZRUNGXWLHV.LP<XQ
NHXQIURPWKH0DQDJHPHQW3ODQQLQJ
7HDP SUHVHQWHG RQ EHKDOI RI HQWU\
OHYHO HPSOR\HHV +ROGLQJ D SRVWHU
ZLWK WKH ZRUG ´HQWU\OHYHO HPSOR\HHµ
ZULWWHQRQLWKHVDLGWKDWHQWU\OHYHO
HPSOR\HHV GR WKHLU EHVW WR FDUU\ RXW
WKHLU WDVNV QR PDWWHU ZKDW EHFDXVH
WKH\ DUH HTXLSSHG ZLWK SDVVLRQ DQG
KDYH SXUH KHDUWV +ZDQJ *LO\RXQJ
ZKR SUHVHQWHG SDVVLRQDWHO\ RQ EHKDOI
RI DVVLVWDQW PDQDJHUV KROGLQJ DQ
LPSUHVVLYHGUDZLQJDURXVHGODXJKWHU
E\VD\LQJWKDWDVVLVWDQWPDQDJHUVDUH
PXOWLSOD\HUV ZKR PXVW SHUIRUP ZHOO
XQGHUDQ\ZHDWKHUFRQGLWLRQV

We Are the Production Division!

Partying and having fun
7KH KLJKOLJKW RI WKH ZRUNVKRS ZDV ´WHDP EXLOGLQJµ WLPH

H1 Workshop of Dongwha Enterprise’s Production Division

ZKLFKHYHU\RQHKDGEHHQZDLWLQJIRU3DUN.DQJKXQIURPWKH
2UJDQL]DWLRQ 'HYHORSPHQW 7HDP WUDYHOOHG DOO WKH ZD\ IURP
<HRXLGR6HRXOWRHQWHUWDLQWKH3URGXFWLRQ'LYLVLRQHPSOR\HHV
<XQ *LFKDQ IURP WKH 4XDOLW\ &RQWURO 7HDP VD\V LW ZDV JRRG
동화기업 운영기획팀. 김윤근 사우
Dongwha Enterprise. Kim Yoon-keun

WR VHH KLV FRZRUNHUV ZRUNLQJ LQ GLIIHUHQW DUHDV EHFDXVH WKH\
KDUGO\HYHUKDYHDFKDQFHWRPHHWRQHDQRWKHU´,KRSHZHZLOO
KDYH PRUH RSSRUWXQLWLHV WR JHW WRJHWKHU DQG VWUHQJWKHQ RXU
FDPDUDGHULHµVDLG<RRQ*LFKDQ

Self-reflection and announcement of H1 results
5HVXOWDQQRXQFHPHQWWRSSHGWKHDJHQGDRIWKHZRUNVKRS(DFK
WHDPDQQRXQFHGWKHLUUHVXOWVDFKLHYHGLQWKHÀUVWKDOIRIWKH\HDU
7KH\ VWD\HG XS DOO QLJKW WR SUHSDUH SUHVHQWDWLRQV RQ WKH VDOHV
UHFRUGHG LQ WKH ÀUVW \HDUKDOI DQG WKHLU EXVLQHVV JRDOV IRU WKH

,W ZDV WLPH WR VD\ JRRGE\H DQG JR EDFN WR WKHLU SRVLWLRQV EXW WKH

VHFRQGKDOI,QVWHDGRIGLVFXVVLQJPLVWDNHVWKHWHDPVLQWURGXFHG

SDUWLFLSDQWVIHOWDVWURQJVHQVHRIEHORQJLQJWRWKHLUFRPSDQ\WKDWWKH\

WKHLUFXUUHQWSURMHFWVDQGSURJUHVVWKH\KDYHPDGHVRIDU

ZLOOUHPHPEHULWIRUDORQJWLPH

&KDQJHDQG,QQRYDWLRQ



Core Value 

글로벌 도전 인터뷰!

“나무동화”가 찾아갑니다.
이름을 들으면 곧 ‘산’을 떠올리게 만드
는 사람. 눈보라 몰아치는 모진 기후를
이기고도 남을 탄탄한 신체, 북한산의 부
드러운 능선처럼 포근한 눈매를 지닌 그에게서 우
리는 산을 느낄 수 있다.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가 글로벌 동화의 꿈과 많이 닮
아 있는 사람.
누구나 산을 좋아하게 되는 가을로 성큼 다
가온 계절, 이번 호에서는 ‘세계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엄홍길 대장을 나무동화가 만났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최근에 내려놓은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자리에서 대
한산악연맹 대외협력위원장, 푸르메 재단과 서울복지재단, 한국토
‘산’과 엄홍길 그 시작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공사, 기상청 홍보대사. 밀레 상무이사 겸 엄홍길 휴먼재단의 상

세 살 때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도봉산 망월사 계곡에서 살았습

임이사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니다. 산은 어린 시절의 저에겐 놀이터요, 벗이었습니다. 고교 시

히말라야 오지에 16개의 휴먼스쿨을 만들어 자라는 아이들이 꿈과

절까지 학교를 다닐 때도 매일 같이 산을 오르내렸기 때문에 운명

소망을 이루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엄홍길 휴먼재단이 노력하

이 아니었을까요?

겠습니다. 앞으로는 휴먼재단 사업을 삶의 17번째 히말라야 등정
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엄홍길이 올라야할 마지막

학창시절과 UDT라는 軍생활도 눈길을 끄는데⋯

산인 셈이죠.(웃음)

전문 산악인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릴 때부터 산에서만 생활을 했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도전적

동화는 지금 목자재 산업 뿐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매매차

이고 모험적인 성향이 강했죠. 편안하고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단지, “엠파크”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하

않았어요. 군대 갈 나이가 되면서 무언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

나의 거대한 산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험난하고 거친 도전

었죠. 어차피 가야 할 군대라면 산이 아닌 바다로 가 보고 싶었어

이라는 점에서 산에 오르셨던 대장님과 비슷한 환경일 것이기도 합

요.(웃음)

니다. 동화가족들에게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조언 한 마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 최초’, ‘세계 최초’ 등정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에 처음부터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

대장님을 끊임 없이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었을 겁니다.

UDT로 혹독한 군 생활을 하면서 단련된 정신과 육체가 본격적인

생사를 넘나들며 겪은 시련과 고통 반복 속에서 희망을 보았기에

고산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고, 이후 국내 여러 산들을 오르내리
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목표들이 생
겨났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얻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과 더 큰 산을 꿈꿀 수 있었습
니다. 성공과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보았던 작은 용기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2년 동안 히말라야 8천m를 포함해 16좌를 올랐던 저의 발걸음
앞뒤에서 함께 걸어오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나의 꿈을 이루게 해준 분들이기에 저는 마음의 빚이 항상 있었습

도전과 성공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

니다. 때마침 2007년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

표를 통해 자신을 마구 흔드십시오.

상하면서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꼭 해내야겠다는 신념과 의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

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을 손에 쥐는 순간 동화 가족 여러분의 위대한 꿈이 이뤄지기 시작

즉, 하늘이 나에게 ‘빨리 시작하라’고 주신 상으로 여겼어요. (웃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 그래서 망설임 없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도전

그리고 꿈을 위한 도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오를 생각입니다. (웃음)

도전과 성공 그리고 실패의 반복 속에서 그 어떤 큰 꿈이라도 반드
시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궁금해

도전하는자 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KDQJHDQG,QQRYDWLRQ



Core Value 

Global Challenge Interview for

KHVLWDWLRQ,WKLQNRILWDVWKHÀQDOFKDOOHQJHLQP\OLIHDQG

“Green Dongwha”

You have your hands busy these days. Many people would
like to know about your plans. Tell us more about them.

,DPQRWJRLQJWRVWRS ODXJKV 

5HFHQWO\ , KDYH EHHQ VHUYLQJ DV FKDLU SURIHVVRU DW
6DQJ0\XQJ8QLYHUVLW\KHDGRIWKH([WHUQDO&RRSHUDWLRQ
&RPPLWWHHRIWKH.RUHD$OSLQH)HGHUDWLRQ35DPEDVVDGRU
IRUWKH3XUPH)RXQGDWLRQWKH6HRXO:HOIDUH)RXQGDWLRQ

What inspired you to climb mountains in the first place?

WKH.RUHD/DQG&RUSRUDWLRQDQGWKH.RUHD0HWHRURORJLFDO

:KHQ , ZDV  P\ IDPLO\ OLYHG QHDU D UDYLQH RI 0RXQW

$GPLQLVWUDWLRQ GLUHFWRU RI 0LOOHW DQG VWDQGLQJ GLUHFWRU

'RERQJ LQ 8LMHRQJEX 7R PH WKH PRXQWDLQ ZDV D

RI WKH 8P +RQJJLO )RXQGDWLRQ ,·YH EHHQ YHU\ EXV\ 0\

SOD\JURXQGDQGDFRPSDQLRQ8QWLOP\KLJKVFKRRO\HDUV

IRXQGDWLRQZRUNVKDUGWRRSHQVFKRROVLQWKH+LPDOD\DV

,FOLPEHGLWHYHU\VLQJOHGD\RQP\ZD\WRVFKRRO,WKLQNLW

WRKHOSFKLOGUHQDFKLHYHWKHLUGUHDPVDQGUHJDLQKRSH0\

ZDVDGHVWLQ\

IRXQGDWLRQLVOLNHWKHWK+LPDOD\DQSHDNWKDW,KDYHWR
FRQTXHUDQGWKHÀQDOSHDN,ZLOOFOLPELQP\OLIHWLPHVR,

Your military service in the Underwater Demolition Team
and your school years were quite noteworthy.
$VDFKLOG,OLYHGLQDPRXQWDLQRXVDUHD,ZDVDFXULRXV
DQGDGYHQWXURXVNLG,QHYHUOLNHGFRPIRUWDQGTXLHW:KHQ
LWZDVWLPHIRUPHWRVHUYHLQWKHPLOLWDU\,ZDQWHGWRWU\
VRPHWKLQJXQXVXDO6LQFHPLOLWDU\VHUYLFHLVPDQGDWRU\,
FKRVHWRIXOÀOOLWLQWKHVHD ODXJKV 

DPGHWHUPLQHGWRGRP\EHVW ODXJKV 

Dongwha has taken on a new challenge of “conquering a
high mountain” called secondhand car business by building
the nation’s largest auto park M-Park. To Dongwha, it is a
difficult challenge that can be compared to climbing a rogue
and precipitous mountain.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Dongwha employees to encourage them?

You own many titles: Asia’s first, world’s first…
What is your driving force?

,I,DFKLHYHGVXFFHVVIURPWKHYHU\EHJLQQLQJ,ZRXOGKDYH

7KH KDUVK WUDLQLQJ WKDW , UHFHLYHG LQ WKH 8QGHUZDWHU

FKDOOHQJHVDQGVXFFHHGEHFDXVH,ZHQWWKURXJKQXPHURXV

'HPROLWLRQ7HDPKHOSHGPHEHFRPHVWURQJHUPHQWDOO\DQG

KDUGVKLSV VRPHWLPHV OLIHWKUHDWHQLQJ )LUVW RII VHW \RXU

SK\VLFDOO\DQGSUHSDUHIRUKDUGFKDOOHQJHV,VHWQHZJRDOV

JRDODQGVKDNH\RXUVHOIPHUFLOHVVO\WRDFKLHYHLW7KDWZD\

E\ FOLPELQJ PRXQWDLQV LQ .RUHD DQG FRQVWDQWO\ SXVKLQJ

\RX ZLOO DFTXLUH GHWHUPLQDWLRQ ZLOOSRZHU DQG IDLWK 7KH

P\ OLPLWV , JDLQHG FRQÀGHQFH WKURXJK VXFFHVVHV DQG

PRPHQW\RXJUDVSDOOWKDWZLWK\RXUKDQGV\RXUGUHDP

IDLOXUHVDQGEHJDQWRGUHDPRIDWWDLQLQJKLJKHUJRDOVLQ

ZLOO EHJLQ FRPLQJ WUXH 'RQ·W EH DIUDLG DQG QHYHU VWRS

DELJJHUZRUOG7KHVPDOOFRXUDJHWKDW,DFTXLUHGWKURXJK

ULVLQJWRFKDOOHQJHV7KHUHSHWLWLRQRIFKDOOHQJHVVXFFHVVHV

P\VXFFHVVHVDQGIDLOXUHVPDGHPHZKDW,DPWRGD\

DQG IDLOXUHV FDQ PDNH DQ\ GUHDP FRPH WUXH 2QO\ WKH

QHYHUEHFRPHZKR,DPWRGD\,ZDVDEOHWRWDNHRQQHZ

EUDYHVWDWKHDUWFDQDFKLHYHWKHLUGUHDPV

Tell us more about the Um Hong-gil Human Foundation.

7KHQDPHLVWKLVPDQLVRIWHQDVVRFLDWHGZLWKPRXQWDLQV+LVVWURQJ
ERG\ZKLFKFDQHYHQZLWKVWDQGILHUFHVQRZVWRUPVDQGNLQGH\HV
UHPLQLVFHQWRIWKHPLOGVORSHVRI0RXQW%XNKDQFRQYH\WKHQDWXUHRI
PRXQWDLQV+LVFKDOOHQJLQJVSLULWDQGDFKLHYHPHQWVDUHUHPLQLVFHQWRI*OREDO
'RQJZKDZKLFKKDVPDQ\JRDOV,QWKLVHGLWLRQRI*UHHQ'RQJZKDZKLFK
PDUNVRIWKHDUULYDORIIDOOWKHVHDVRQRIPRXQWDLQFOLPELQJZHPHWZLWK
UHQRZQHGFOLPEHU8P+RQJJLOZKRKDVWDNHQRQDQHZFKDOOHQJH\HWDJDLQ

2YHU  \HDUV , FRQTXHUHG  SHDNV LQFOXGLQJ WKH NP
+LPDOD\DV(YHU\WLPH,ZDVDFFRPSDQLHGE\PDQ\SHRSOH
7KH\ DUH WKH RQHV ZKR PDGH P\ GUHDP FRPH WUXH DQG ,
DOZD\VZDQWHGWRUHSD\WKHPIRUWKHLUVDFULÀFH,Q,
UHFHLYHGDSULFHIURPWKH3DUDGLVH)RXQGDWLRQ,GHFLGHGWR
XVHWKHSUL]HPRQH\WRVHWXSDIRXQGDWLRQ,WKRXJKWRIWKH
SUL]HDVDVLJQWKDW,VKRXOGVWDUWP\IRXQGDWLRQDVVRRQ
DVSRVVLEOH ODXJKV 6R,GLGMXVWWKDWZLWKRXWDPRPHQWRI

7UXVW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살펴보다!
동화SFC하우징 팀빌딩 Workshop

Core Value 

지에 대해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즉 자유로운 의견 충돌이
일어나야 더욱 개선된 팀이 될 수 있으며, 팀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로운 조직이 팀 효과성을 증진시
킬 수 있음을 동화SFC하우징 가족들은 몸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나루터에서는
“2011 동화SFC하우징을 위한
Team Building Workshop”이라는
명칭으로 동화SFC하우징 전
직원들이 보다 나은 조직구성을
위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새로 부임한 박창배 대표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첫 자리였기에
그 열기는 매우 뜨거웠으며,
서로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동화SFC하우징 워크샵을
동화가족들과 함께한다.

대표님!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시간에서는 박창배 대표와 팀원들이 진솔하게 대
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우선 구성원들이 리더
에게 알고 싶은 7가지 항목에 따른 각 질문을 리더가 없는 상태에
직원들의 질문을 곰곰히 살펴보고 있는 동화SFC하우징. 박창배 대표
Dongwha SFC Housing CEO. Park Chang-bae

서 포스트 잇에 붙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평소에 궁금했

워크샵의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의 성장을 위한
팀웍 강화

동화SFC하우징. 장원희 사우
Dongwha SFC Housing. Chang Won-hi

과연 우리의 문제는?
오늘 워크샵의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의 성장을 위한 팀웍 강화였다. 이를 위해, 동화SFC
하우징 가족들은 워크샵이 있기 전, 조직개발팀에서 제시한 “Team Assessment”라는
도구를 통해 팀의 전체적인 현재 상태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워크샵은 진행되었다. 앞서 말한 “Team Assessment”라는 진단도구는 바로 “팀이 빠
지기 쉬운 5가지 함정”의 저자 Patrick Lencioni가 직접 개발한 툴으로 개인의 평가를
통해 팀의 현재 상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진단도구이기도 하다.
신뢰 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전체 워크샵은 조직개발팀 유돈 팀장의 진행으로 시작하여, 박창배 대표와의 간담회 후,
박강헌 사우의 레크레이션 진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먼저 진행된 시간에서는 “팀이 빠지
기 쉬운 5가지 함정”의 5가지 Teamwork Fundamental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며,
이 시간에서는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이 의견 충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었던 여러 진솔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후, 박창배 대표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가며, 구성원들과 진솔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시간에서 박창배 대표와 동화SFC하우징 팀원들은 (1) 대표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2)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3)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4)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5) 구성원들에 대해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6) 1년 내에 동
화SFC하우징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7) 이러한 어려움
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2시간
여 동안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7UXVW



Identifying Our Dysfunctions
Dongwha SFC Housing’s Team-building Workshop

Core Value 

Creating a trustworthy organization
7KHZRUNVKRSZDVKRVWHGE\7HDP0DQDJHU<X'RQIURPWKH2UJDQL]DWLRQ
'HYHORSPHQW 7HDP $IWHU D GLVFXVVLRQ ZLWK &(2 3DUN &KDQJEDH 3DUN
.DQJKHRQ KRVWHG WKH UHFUHDWLRQDO SDUW ,Q WKH ÀUVW SDUW WKH HPSOR\HHV
OHDUQHG DERXW WKH IXQGDPHQWDOV RI WHDPZRUN GHVFULEHG LQ ´7KH )LYH
'\VIXQFWLRQV RI D 7HDPµ 7KH\ H[FKDQJHG WKHLU RSLQLRQV DQG FKHFNHG LI
WKHLUFODVKHVLQRSLQLRQVZHUHKHDGHGLQDSRVLWLYHGLUHFWLRQ7KH\OHDUQHG
WKDW WKH\ FDQ RQO\ LPSURYH WKHLU WHDPZRUN LI WKHLU RSLQLRQV FODVK LQ D

'RQJZKD6)&+RXVLQJKHOGD
WHDPEXLOGLQJZRUNVKRSIRUDOOLWV
HPSOR\HHVDW+DHQJMX0RXQWDLQ
)RUWUHVVLQ*\HRQJJL3URYLQFHWR
IRVWHUWHDPZRUN7KHHYHQWZDV
HVSHFLDOO\PHDQLQJIXOEHFDXVH
LWEURXJKWWRJHWKHUWKHQHZO\
DSSRLQWHG&(23DUN&KDQJEDH
DQGDOO'RQJZKD6)&+RXVLQJ
HPSOR\HHVIRUWKH¿UVWWLPHDQG
VHUYHGDVDQRSSRUWXQLW\WR
VWUHQJWKHQWKHLUWUXVW

IUHH DWPRVSKHUH DQG WKDW RQO\ D IUHH DQG UHVSRQVLEOH RUJDQL]DWLRQ ZKRVH
PHPEHUVWUXVWRQHDQRWKHUFDQPD[LPL]HWHDPZRUNHIÀFLHQF\

Questions for the CEO
$W WKH ZRUNVKRS WKH HPSOR\HHV KDG DQ RSSRUWXQLW\ WR GLVFXVV YDULRXV
LVVXHVZLWK&(23DUN7KH\ZURWHGRZQWKHLUTXHVWLRQVWKH\KDGDOZD\V
ZDQWHGWRDVNWKHLUOHDGHUDQGKHOGDIUDQNGLVFXVVLRQIRUWZRKRXUV&(2
3DUN DQVZHUHG WKHLU TXHVWLRQV KHOSLQJ WKHP EHWWHU XQGHUVWDQG WKHLU
RUJDQL]DWLRQ7KHTXHVWLRQVZHUHFODVVLÀHGLQWRVHYHQJURXSV
:KDWGR\RXNQRZDERXW\RXU&(2"
:KDWGR\RXDOUHDG\NQRZDERXWWKHOHDGHU"
:KDWGRQ·W\RXNQRZEXWZRXOGOLNHWRNQRZDERXWWKHOHDGHU"
:KDWDUH\RXUFRQFHUQVDERXWWKHOHDGHU"
:KDWLQIRUPDWLRQRUDFWLRQVGR\RXPRVWZDQWIURPWKHOHDGHU"
:KDWGRHVWKHOHDGHUQHHGWRNQRZDERXWDVDJURXS"
:KDWDUHWKHPDMRUFKDOOHQJHVWKHOHDGHUZLOOIDFHLQWKHÀUVW\HDU"
:KDWFRPPLWPHQWVDUH\RXZLOOLQJWRPDNHWRVXSSRUWWKHOHDGHU"
$IWHU WKH KHDWHG GLVFXVVLRQ DLPHG DW PDNLQJ 'RQJZKD 6)& +RXVLQJ D
EHWWHU SODFH WR ZRUN IRU WKH HPSOR\HHV KDG GLQQHU WRJHWKHU DQG HQMR\HG
UHFUHDWLRQDODFWLYLWLHV

What are our problems?
7RSSLQJWKHDJHQGDRIWKHZRUNVKRSZDVZD\VWR
VWUHQJWKHQWHDPZRUNWRHQVXUHWKHJURZWKRIRXU
RUJDQL]DWLRQ 3ULRU WR WKH ZRUNVKRS 'RQJZKD
6)& +RXVLQJ HPSOR\HHV WRRN WLPH WR DVVHVV
WKH FXUUHQW VLWXDWLRQ LQ WKHLU WHDPV ZLWK WKH
KHOS RI WHDP DVVHVVPHQW WRROV SURYLGHG E\ WKH

동화SFC하우징 영업팀. 김양수 사우
Dongwha SFC Housing. Business Team. Kim Yang-su

2UJDQL]DWLRQ 'HYHORSPHQW 7HDP 7KH UHVXOWV
ZHUH XVHG WR DFKLHYH WKH JRDOV RI WKH ZRUNVKRS
7KH WHDP DVVHVVPHQW WRROV ZHUH GHYHORSHG
E\ 3DWULFN /HQFLRQL WKH DXWKRU RI ´7KH )LYH
'\VIXQFWLRQVRID7HDPµ7KH\HQDEOHGWKHWHDPV
WR H[DPLQH WKHLU FXUUHQW VLWXDWLRQ EDVHG RQ WKH
UHVXOWVRILQGLYLGXDOWHVWV

(왼쪽) 동화SFC하우징 영업팀. 최광원 사우
Dongwha SFC Housing. Business Team.
Choi Kwang-won
(오른쪽) 동화SFC하우징 공무팀. 이재원 사우
Dongwha SFC Housing. C&P.
Lee Jae-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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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으로 연중 최대 ‘라마단’은 그들의 연중 최고의
종교행사라고 할 수 있다.라마단은 신앙고백, 예배, 사다카(자발적인 봉사),
성지순례와 함께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의무의 하나다.
한 달여 기간의 라마단이 끝나면, 축제의 나팔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울려 퍼진다. 바로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알라와 전 인류를 위한 경배가 끝나면, 축제가 시작된다 中.

5DPDGDQLVWKHELJJHVWKROLGD\LQ0DOD\VLD,WFRQVLVWVRIÀYH
SDUWVZKLFKPXVWEHREVHUYHGE\DOO0XVOLPV
WKHFRQIHVVLRQRIIDLWKZRUVKLSLQJVHUYLFHV
VDGDND YROXQWHHULQJ DQGSLOJULPDJH
$IWHUWKHPRQWKRI5DPDGDQ
0DOD\VLDQ0XVOLPVFHOHEUDWH
Praying for the Mankind and Celebrating



Life & Culture 

비슷한 역사의 이웃나라,

:DU ,, DQG IRXQGHG WKH 'HPRFUDWLF 5HSXEOLF RI 9LHWQDP RQ

베트남

SUHVHUYHGVLQFHWKHWLPHZKHQPRQDUFKVUXOHGWKHQDWLRQDQG

6HSWHPEHU9LHWQDPLVVWLOODVRFLDOLVWFRXQWU\
,WVFDSLWDOFLW\+DQRLFRQVLVWVRIDQROGGLVWULFWZKLFKKDVEHHQ

A Faraway Country with
Similar History

DQHZGLVWULFWZKLFKZDVIRXQGHGGXULQJ)UHQFKFRORQL]DWLRQ

Vietnam

RIFLYLOZDUVEXWUHFHQWO\QHZGLVWULFWVKDYHEHHQFUHDWHGLQWKH

7KH QHZ GLVWULFW LV KRPH WR YDULRXV )UHQFKVW\OH VWUXFWXUHV
9LHWQDP ZDV VHULRXVO\ UXLQHG GXULQJ PRUH WKDQ WZR GHFDGHV
QDWLRQRQWKHZDYHRIOLEHUDOL]DWLRQ
.RUHDQ SRS FXOWXUH LV DOO WKH UDJH LQ 9LHWQDP 9LHWQDP ZDV
DPRQJ WKH ÀUVW IRUHLJQ FRXQWULHV WR ZHOFRPH .RUHDQ FXOWXUH
ZKLFK GHEXWHG WKHUH ÀYH \HDUV DJR )ROORZLQJ WKH SRSXODULW\
베트남에선 상상이상의 오토바이를 보게 된다.

한류 열풍이 거세다. 초기에는 TV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
류의 물꼬를 틔우고 이후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이 생기면서 K-Pop 열풍이 거세졌다는 전언이다.
커피 생산량 2위의 베트남
베트남 대표음식 하면 쌀 국수, 월남 쌈 등을 떠올리기 쉽
다. 하지만 베트남이 브라질에 이은 세계에서 2번째로 커
피 생산량이 높은 국가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베트남은 중부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커피를 재배하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 재배종이 로부스타
(커피의 블랜딩이나 인스턴트 커피의 주원료로 사용)인데,

RI .RUHDQ 79 GUDPDV DQG PRYLHV .RUHDQ LGRO JURXSV DOVR
DFTXLUHGH[WHQVLYHIDQEDVHVLQ9LHWQDP

2nd largest coffee producer
2QH FDQ HDVLO\ VHH FRIIHH VROG RQ WKH VWUHHWV LQ 9LHWQDP
9LHWQDPHVHFXLVLQHLVUHSUHVHQWHGE\ULFHQRRGOHVDQGULFHSDSHU
%XWIHZSHRSOHNQRZWKDW9LHWQDPLVWKHZRUOG·VVHFRQGODUJHVW
FRIIHHSURGXFHUDIWHU%UD]LO9LHWQDPKDVDQLGHDOFOLPDWHIRU
UDLVLQJFRIIHHEHDQVWKDQNVWRPDQ\KLJKO\LQJDUHDV%XWLWKDV
IDLOHGWRFUHDWHWKHLPDJHRIDFRIIHHVXSHUSRZHUEHFDXVH5REXVWD
FRIIHHZKLFKLVPDLQO\SURGXFHGLQ9LHWQDPDQGLVPRVWO\XVHG
LQFRIIHHEOHQGLQJDQGLQVWDQWFRIIHHKDVSRRUTXDOLW\9LHWQDP
LV KRPH WR WKH WUDGLWLRQDO GULS FRIIHH ´SKLQµ %XW LW PD\ WDVWH
ZD\WRRELWWHUWRWKHXQLQLWLDWHG

최상급의 품질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커피 강국
으로의 이미지를 얻는 것은 실패한 모양이다.
이런 베트남에는 ‘핀(혹은 ‘삔’)’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고유
100년이 넘은 호치민시의 명물. 노틀담 성당.
프랑스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붉은 벽돌은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와서 지었다고 함.

의 전통 드립커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마시는 블랙
커피를 멋모르고 마셨다가는 너무 써 사약을 한 모금 마셨
는지도 모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1945년 독립을 선언한 나라

들의 건국일은 1945년 9월 2일이다. 아직까지 사회주의체제가 남아있는

Countries that declared independence in 1945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

나라로 베트남의 공식 국가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다.

2Q $XJXVW   :RUOG :DU ,, HQGHG ZLWK

났다. 이후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하고 이 날을 광복절로

베트남은 수도는 하노이로 왕조시절부터 이어온 구 시가지와 프랑스 식민

-DSDQ·V GHIHDW 6LQFH WKHQ WKH 5HSXEOLF RI .RUHD

기념하기에 이른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독립을 선언하는

시절에 건설된 신시가지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시절에 지어

EHFDPH DQ LQGHSHQGHQW FRXQWU\ (YHU\ \HDU

국가가 있다. 바로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진 프랑스 양식의 건축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또한 독립 이후 20여 년

$XJXVW  LV PDUNHG DV ,QGHSHQGHQFH 'D\

동부지역에 자리한 베트남은 1884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에 걸친 긴 내전으로 인해 큰 상처를 남겼지만, 최근에는 자유화의 물결

9LHWQDPDOVRDFKLHYHGLQGHSHQGHQFHDWDVLPLODU

된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독립을 선언하

을 타고 신도시를 방불케 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WLPH 6LWXDWHG LQ WKH HDVWHUQ SDUW RI ,QGRFKLQD

고 원주민인 토착민인 베트민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민주공

자유화의 물결 덕분인지 베트남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세다. 사실 베트남에

3HQLQVXOD 9LHWQDP EHFDPH D )UHQFK FRORQ\ LQ

화국을 설립한다.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맞이해서일까, 이

K-Pop이 상륙한 것은 이미 5년 전으로 초기 한류의 진원지로 꼽힐 만큼

,WDFKLHYHGLQGHSHQGHQFHDWWKHHQGRI:RUOG

베트남 고유의 전통 드립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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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와 전 인류를 위한 경배가 끝나면,

축제가 시작된다

경배가 끝나면 축제가 시작된다!
라마단이 끝나는 날의 다음 첫날, 이슬람력으로
열 번째 달이 뜨는 첫 날을 이른다. 이날은 이슬
람국가 전역에서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라는 축제가 시작된다. 공식적
인 축제는 양일간 열리지만 근 한 달간 축제의 분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으로 연중 최대 ‘라마단’은
그들의 연중 최고의 종교행사라고 할 수 있다.
라마단은 신앙고백, 예배, 사다카(자발적인 봉사),
성지순례와 함께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의무의 하나다.
한 달여 기간의 라마단이 끝나면, 축제의 나팔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울려 퍼진다.
바로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위기가 전해진다. ‘태양이 일몰하면, 무슬림의 낮
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의 시간이다.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 축제
의 개막일에는 말레이시아의 국왕, 왕비, 정부 고
위 관료가 참여해 성대하게 행사를 시작한다. 이
기간에는 라마단 기간 동안 억제했던 음식을 즐기
고, 친척, 이웃들을 초대해 선물을 주고 받는 파티

(Raya)란 ‘크다’는 의미로 큰 날 즉, 명절이라는

가 열린다.

뜻이다. 하리 라야 축제의 기원은 하리 라야 축제

하리( H a r i)란 ‘ 날 ( D ay)’을 의미하고 라야

기간이면 소를 잡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
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
과 금욕 생활을 잘 지켜낸 스스로에게 격려와 찬
사를 보내곤 한다.
하리 라야 축제의 개막일에는 말레이시아의 국
왕, 왕비는 물론 정부 관료들이 모두 함께해 성대
한 개막 행사를 치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축제라
고 할 수 있다. 하리 라야의 아침이 밝아오면 남성

라마단 기간 동안 이어지는, 낮과 밤의 서로 다른 풍경

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 모스크로 모여들고, 여성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지만, 무조건 굶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들은 집으로 초대한 손님, 친지들을 대접하기 위한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수흐르(우리나라의 죽 같은 음식)’를 먹고, 5번째

음식을 준비하고 대청소를 한다. 남성들이 모스크

경배가 끝난 후에는 ‘이프타르(일반식사)’를 먹게 된다. 때문에 낮 시간에

에 다녀오면 푸짐한 아침식사가 시작되는데 식사

는 공공장소는 물론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것과 먹는 것이 모두 법으

전에는 먼저 떠난 가족들에 대한 애도(추모)의 시

로 금지되어 있지만, 밤이 찾아오면 불야성 같은 축제의 야시장이 시작된

간을 마련한다. 이후 친지들을 초대해 선물을 주

다. 라마단 기간의 밤에는 영양가 높고, 값비싼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특

고 받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 라는 행사

수를 맞아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기간이기도 한다.

를 갖는다.

단식 27일째가 되면 권능의 밤이라 불리는 ‘라이라툴 까드르’로 더욱 특
별한 하루로 여긴다. 이날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그의 나이
40세인 서기 610년 음력 9월 27일에 코란의 첫 계시를 받은 날이기 때
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라마단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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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ing for the Mankind and Celebrating
5DPDGDQLVWKHELJJHVWKROLGD\LQ0DOD\VLD,W
FRQVLVWVRI¿YHSDUWVZKLFKPXVWEHREVHUYHG
E\DOO0XVOLPVWKHFRQIHVVLRQRIIDLWK
ZRUVKLSLQJVHUYLFHVVDGDND YROXQWHHULQJ 
DQGSLOJULPDJH$IWHUWKHPRQWKRI5DPDGDQ
0DOD\VLDQ0XVOLPVFHOHEUDWH

Festivities after services
7KH ÀUVW GD\ DIWHU WKH HQG RI 5DPDGDQ LV WKH
ÀUVW GD\ RI WKH WHQWK ,VODPLF PRQWK 7KDW LV ZKHQ
WKH +DUL 5D\D $LGLOÀWUL IHVWLYDO EHJLQV DOO RYHU
0DOD\VLD7KHRIÀFLDOIHVWLYDOODVWVRQO\WZRGD\VEXW
WKHIHVWLYHDWPRVSKHUHODVWVIRUDZKROHPRQWKZLWK
DOONLQGVRIHYHQWVKHOGDWQLJKW7KHRSHQLQJRIWKH
IHVWLYDO LV DWWHQGHG E\ 0DOD\VLD·V UR\DO IDPLO\ DQG
KLJKUDQNLQJJRYHUQPHQWRIÀFLDOV3HRSOHHQMR\IRRG
DQG LQYLWH WKHLU UHODWLYHV DQG IULHQGV WR FHOHEUDWH
WRJHWKHU 7KH ZRUG ´+DULµ PHDQV ´GD\µ ZKLOH WKH
ZRUG ´5D\Dµ PHDQV ´ELJµ KHQFH ´KROLGD\µ 'XULQJ
WKH IHVWLYDO SHRSOH VODXJKWHU WKHLU FRZV DQG VKDUH
WKHPHDWZLWKWKRVHLQQHHGDVZHOODVFHOHEUDWHWKHLU
VXFFHVVIXOIDVWLQJ

The nights and days of Ramadan

7KHFORVLQJFHUHPRQ\RIWKHIHVWLYDOLVDOVRDWWHQGHGE\WKH

)DVWLQJLVHVVHQWLDOGXULQJ5DPDGDQEXWWKDWLVQRWWRVD\WKDW

UR\DOIDPLO\DQGJRYHUQPHQWRIÀFLDOV,QWKHPRUQLQJPHQ

0XVOLPV GR QRW HDW DW DOO GXULQJ WKLV KRO\ PRQWK 7KH\ KDYH

SUD\DWPRVTXHVZKLOHZRPHQFRRNDQGFOHDQWRSUHSDUHIRU

VRPH SRUULGJH EHIRUH IDVWLQJ DQG KDYH D PHDO DIWHU WKH ÀIWK

UHFHLYLQJ YLVLWRUV DW WKHLU KRPH :KHQ PHQ UHWXUQ IURP

VHUYLFH 7KDW·V ZK\ VHOOLQJ DQG HDWLQJ IRRG GXULQJ WKH GD\ LV

PRVTXHVIDPLOLHVKDYHDERXQWLIXOPHDO%HIRUHWKHPHDO

EDQQHGHYHQDWUHVWDXUDQWVEXWDVVRRQDVQLJKWIDOOVDIHDVW

IDPLOLHVWDNHWLPHWRWKLQNDERXWWKHLUGHFHDVHGPHPEHUV

EHJLQV$IWHUWKHVXQVHW0DOD\VLDQVHQMR\KLJKO\QXWULWLRXVDQG

7KHQ WKH\ LQYLWH RYHU WKHLU UHODWLYHV DQG H[FKDQJH JLIWV

H[SHQVLYHIRRGV7KHKLJKGHPDQGIRUIRRGSXVKHVIRRGSULFHV

GXULQJWKH´RSHQKRXVHµHYHQW

HVSHFLDOO\KLJK7KHWKGD\RIIDVWLQJLVWKH1LJKWRI'HVWLQ\
RU/D\ODWXO4DGU2QWKDWGD\6HSWHPEHU$'E\WKH
OXQDUFDOHQGDUWKHÀUVWYHUVHVRI4XU·DQZHUHUHYHDOHGWRWKH
3URSKHW0XKDPPDGZKHQKHZDV$IWHUWKLVGD\5DPDGDQ
EHJLQVWRQHDULWVH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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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5HIUHVK(YHQW
조개구이 ? !

최다
득표

늦은 점심에
배는 고프고
, 주변에서 맛
왜? 이렇게 안
있는 냄새는
나오지?? 따
나는데⋯아~
분했던 녀석들
⋯조개구이 어
떤 맛일까?
<동화그린켐
화학공장_이
병상>

예쁘게 찍어보자 ^ ^ 누구 아들??
예쁘게 찍어보자 주문했는데⋯ 나름 재밌는 표정이 되었군요 ㅋㅋ
매일 휴가였으면⋯(아들 생각), 공부도 이랬으면⋯(엄마 생각) ^^
<동화그린켐 화학공장_이병상>

유럽의 숨은 보석
, 발 칸 반도
자연의 미소를
맛보다

때 묻지 않은

>

<동화기업 운
영기획팀_이
정원>

컷
이영석
HRBP _
에서의 한
심
동
우리조트
화홀딩스
성
의
동
<
름
름
여
지난
한여
함께 보낸

잊지 못할 홍콩의 야경

이들과
친구의 아

빅토리아 피크에서 바라본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
(2011.08.11 야경을 위해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올라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동화홀딩스 법무팀 _최상호>

휴가는 이렇게
⋯

바다낚싯배
에서 회를
떠먹고 까
페에서 뒤
풀이를⋯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하와이 오하우/마우이 섬에서의 휴식
부모님과 함께 하와이 ~ <동화홀딩스 혁신팀_손일준>

곡 아니라 이상한 표정으로
구례화엄화사엄계곡사에서 계
신나는 표정이
>
판2팀_박태준
시원한
ㅋㅋ

_김지훈>

마루시
<동화자연마루

제주도 여행
자동차도 타고, 말도 타고,

<동화홀딩스 법무팀 _서재진>

제주도 여행

엄마 혼자
심심해 ! 동
생 어서 나
, 과연 내
오라해 !
년에도
즐거울까
?

제주도의
절경 쇠소
깍과 우리
가족을 소
개합니다
.
<동화홀딩
스

홍천에서
의 즐거
운 휴가

<동화홀
딩스 인
력개발팀
_이명재
>

“베트남 ”에 쏘 ~옥 빠진 나의 그녀⋯

베트남에서 찍은 울 공주님의 포즈^^ <동화홀딩스 사원관계팀_주자성>

법무팀 _
서재진>

제주도푸른하늘과 함께한 여름휴가 <동화홀딩스 인력개발팀_박대연>
제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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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밴댕이

화선 회집

세 번째로 떠난 동화 맛집 탐방!
원래 이 곳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바로 옆 도로변으로 7월 20일 확장 이전하여,
현재는 인천 연안부두 근처 현대 유람선 길
건너편으로 새로 자리를 잡고 있다.
속 좁은 생선의 대명사인 밴댕이를 일품으로
다루는 이 곳은 물메기, 밴댕이무침,
밴댕이구이를 추천한다.

동인천역에서 조금 떨어진 신포시장
내에는 유명한 먹을거리들이 많다.
전국구 프렌차이즈점으로 유명한 신포만두,
닭강정, 민어 등이 그것인데,
이번 네 번째 맛집 탐방은
여름철 가장 제철이라, 여름 보양식이라
많이 알려진 민어 맛집을 찾아 떠났다.
신포시장 내, 자연산 민어만 전문적
으로 해서 더 유명한 화선회집.

주소: 인천 중구 항동 7가. 58-38
연락처: 032) 883-0280

동화 맛집
내비게이
션

주소: 인천 중구 신포동 5-11
연락처: 032) 772-4408

-민어매운탕이 집은 뭐니뭐니해도 이 매운탕이 가장 일품!
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민어도 제법 많이
들어 있음

-밴댕이 회무침밴댕이는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인 음력
오뉴월에 한창 맛있는 생선이다.
또한 탕과 구이도 맛있지만 회를 치면
시어보다 낫다며 젓갈로 담갔다가 겨울에
식초를 쳐서 먹어도 일품이라 전해진다.
*시어: 시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준치,
또는 웅어를 뜻하는 단어

-민어회인절미처럼 도톰하게 썰려 나오는 회
옆 쪽 귀퉁이에, 민어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부위들 중 하나인 껍질과 부레가 보인다.

KBS VJ특공대에 출현하며, 쭈욱 인지도가
상승했다 한다.^^

물메기탕

-밴댕이 구이‘밴댕이 소갈딱지’는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흉을 볼 때 사용하는 말.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파르르 떨다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죽는데 이 때문에 생긴 속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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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발팀 문성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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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