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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54
GREEN DONGWHA MAGAZINE

1st 2012

CONTENTS
동화 핵심가치

Global Dongwha
06

2012년 CEO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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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ello! 2012, Good Bye! 2011

18

동화가족이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동화 연수원 신축 기공식 현장을 가다

신뢰

24

세계 최초, 팜오일 나무 원료의 MDF 개발 성공

26

“대한민국 자동차사업의 변화를 이끄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행복

Happines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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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중시

Do Dream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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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행복의 온도계’를 높일 동화의 아름다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36

동화자연마루, ‘승승장구’ 한 해의 돛을 올리다

42

말레이시아 유학생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F.U.N time!

46

Dongwha News

50

Dongwha in Media

Ethical Management

우리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Core Value
56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을 그리는 곳, 그린 라운지

62

‘세계 7대 경관’ 제주와 함께한 달콤한 2박3일

68

“주말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준 직원에게 감동했죠”

72

더 힘차게 더 우렁차게 “우리는 신입사원이다”

78

대한민국 자동차사업의 변화와 혁신! 우리가 이끈다

Vol.154

Life & Culture

통권

154호

발행인

승명호

발행일

2012년 2월 15일

86

한겨울 추위 녹인 동심의 하모니

발행처

동화홀딩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원창빌딩 www.dongwha.co.kr

사진

포토그래퍼 박경배 / 918 포토스튜디오

90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A to Z

96

북카페 도서 소개

기획·편집 디자인크레타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2마길 32 크레타하우스 2층 www.designcre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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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목표의식과
성과창출 능력을 확보하는 한 해

둘째는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는 성과창출 능력입니다. 목표의식이 바른 길로 이끄는 정신이라면,
성과창출 능력은 목표를 이루는 몸이자 실행력입니다. 탁월한 제품만큼이나 파격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10계명 마지막은 바로 ‘연습, 연습, 연습’입니다. 그는 지독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탁월한 실행력을 통해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성
과창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목표의식과 성과창출 능력은 구성원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가 같은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꿈을 꾸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조직문화로 굳게 자기매김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글로벌 매출 1조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매

275억 원, 영업이익 451억 원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화인 모두의 의지를 담은 도

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대한 진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1조를 넘어 고성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올해는 반드시 경영목표를 달성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과 불안감을 뛰어넘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더 크기에 새해를 맞는 아침은

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목표의식과 성과창출 능력을 조직의 DNA로 만들어야 합니다.

늘 새로운 힘과 용기로 가득합니다.
친애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대내·외 어려

배는 항구에 머물 때 안전하지만 배의 목적은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듯, 목표란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

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내 소재사업군은 목표에 근접하는 성과를 만들었으나, 그 외의 사업영역에서는

시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구에 안주하는 순간 동화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

미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한 이후, 많은 적자를

어 2012년 한 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2012년을 매출 1조의 원년, 목표필달

기록한 한 해여서 아쉬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한 발 더

의 출발점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화인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전진했으며, 우리의 비전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해 동안 수고를 아
끼지 않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는 60년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영물
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천하는 용처럼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행복한 동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

동화가족 여러분!

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임진년 새해 아침에 두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첫째는 치열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업계의 일등임을 자부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훌륭한 경영시스템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겠다’는 치열한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회사와의 약속일 뿐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며 달
성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목표 달성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며 실패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
다. 매년 함께 수립한 경영목표가 도달할 수 없는 숫자로만 인식이 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열
심히했다는 이유로 또 외부환경의 어려움을 이유로 너무나 쉽게 용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업군별 경영목표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구성원 모두가 경

2012년 1월 2일

승명호

영목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철저한 목표의식을 조직과
구성원 마음속에 각인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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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of strengthening our
determination and improving results

4FDPOEMZ XFNVTUIPOFPVSBCJMJUZUPQSPEVDFSFTVMUTUPBUUBJOHPBMT8IJMFUIF
EFUFSNJOBUJPOUPBDIJFWFHPBMTJTMJLFBNFOUBMTUSFOHUIUIBUIFMQTVTUBLFUIFSJHIUQBUI UIFBCJMJUZUP
QSPEVDFSFTVMUTJTMJLFBQIZTJDBMTUSFOHUIUIBUIFMQTVTBDIJFWFPVSHPBMT4UFWF+PCT XIPXBTLOPXOGPS
IJTPVUTUBOEJOHQSFTFOUBUJPOTLJMMT IBEUFOQSFTFOUBUJPOSVMFT UIFMBTUPGXIJDITBJE Ĝ1SBDUJDF QSBDUJDF 
QSBDUJDFĝ+PCTXBTBCMFUPDSFBUFSFWPMVUJPOBSZQSPEVDUTUIBOLTUPTUFBEZQSBDUJDFBOEUSBJOJOH

%FBSNFNCFSTPGUIF%POHXIBGBNJMZ
8IBUXFOFFEUIFNPTUOPXJTBTUSPOHBCJMJUZUPQSPEVDFSFTVMUTUPCFDPNFDMPTFSUPBDIJFWJOHPVSHPBMT
* XJTI ZPV BOE ZPVS GBNJMJFT MVDL BOE IBQQJOFTT JO UIF ZFBS  8JUI UIF CFHJOOJOH PG

JOTUFBEPGGBMMJOHJOUPDPNQMBDFODZ*UUBLFTUIFFGGPSUTPGFBDIBOEFWFSZNFNCFSPGPVSPSHBOJ[BUJPOUP

FBDIOFXZFBS *DPNFUPGFFMEFFQSFHSFUPWFSUIFQBTUBOEWBHVFBOYJFUZPWFSUIFGVUVSF#VU

TUSFOHUIFOPVSEFUFSNJOBUJPOBOEBCJMJUZUPQSPEVDFSFTVMUT8FNVTUBMTPQSPNPUFBDPSQPSBUFDVMUVSF

CFDBVTFPVSIPQFBOEFYQFDUBUJPOTGPSUPNPSSPXBSFTUSPOHFSUIBOPVSSFHSFUTBOEBOYJFUZ 

JOXIJDIUIFFOUJSFPSHBOJ[BUJPOTIBSFTJUTESFBNTBOEXPSLTUPXBSEBDIJFWJOHJUTHPBMT5IJTZFBSXF

UIFGJSTUNPSOJOHPGUIFOFXZFBSJTBMXBZTGVMMPGIPQFBOEDPVSBHF

IBWFTFUPVSHMPCBMTBMFTUBSHFUBUUSJMMJPOXPOBOEPQFSBUJOHJODPNFUBSHFUBUCJMMJPOXPO
3FBDIJOHUIFNXJMMOPUCFFBTZHJWFOUIFEJGGJDVMUFDPOPNJDFOWJSPONFOUBOEXJMMUBLFUIFFGGPSUTPGBMM

-PPLJOH CBDL PO UIF QBTU ZFBS  * DBNF UP SFBMJ[F UIBU JU XBT GVMM PG SFHSFUT %FTQJUF UIF

PVSNFNCFST5PCFDPNFBIJHIQFSGPSNJOHDPSQPSBUJPOXIPTFTBMFTTVSQBTTPOFUSJMMJPOXPO XFNVTU

DIBMMFOHJOHFDPOPNJDFOWJSPONFOUJO,PSFBBOEBCSPBETUFNNJOHGSPNUIFHMPCBMGJOBODJBM

UIJOLPGUIJTZFBSBTUIFCFHJOOJOHPGBDIJFWJOHPVSCVTJOFTTHPBMT5PUIBUFOE XFNVTUTUSFOHUIFOPVS

DSJTJT PVSEPNFTUJDNBUFSJBMTCVTJOFTTBMNPTUBDIJFWFEJUTUBSHFU CVUBMMUIFPUIFSCVTJOFTTFT

EFUFSNJOBUJPOBOEJNQSPWFPVSBCJMJUZUPQSPEVDFSFTVMUT

QSPEVDFEMBDLMVTUFSSFTVMUT0VSPWFSTFBTCVTJOFTTFTQPTUFEBTFSJPVTEFGJDJUTJODFUIFMBVODI
PGPVSHMPCBMPQFSBUJPOT/POFUIFMFTT XFDPOUJOVFEUPNPWFGPSXBSE CFDPNJOHBTUFQDMPTFS

"TIJQJTTBGFXIFOJUĚTBODIPSFEJOBQPSU CVUJUTEFTUJOBUJPOJTOPUUIFQPSU-JLFXJTF BHPBMJTTFUOPU

UPBUUBJOJOHPVSHPBMT*XPVMEMJLFUPUIBOLBMMPGZPVGPSZPVSIBSEXPSLPWFSUIFQBTUZFBS

GPSUIFTBLFPGTFUUJOHCVUGPSCFJOHBUUBJOFEOPNBUUFSXIBU5IFNPNFOUXFTUBSUGFFMJOHTBGF PVS
GVUVSFTUPQTFYJTUJOH5IFZFBSJTMJLFBOVOXSBQQFEQSFTFOUUPVT-FUĚTBMMEPPVSCFTU CPUIJO

5PEBZ BTXFCFHJOUIFGJSTUXPSLEBZPGUIFOFXZFBS *XBOUUPBTLZPVUIFGPMMPXJOH

,PSFBBOEBCSPBE TPUIBUPVSEFTDFOEBOUTDBOSFNFNCFSBTUIFZFBSPGBDIJFWJOHPOFUSJMMJPOXPO
JOTBMFT

'JSTUMZ XFNVTUIBWFBTUSPOHEFUFSNJOBUJPOUPBDIJFWFPVSHPBMT
0WFS EFDBEFT  XF IBWF UBLFO QSJEF JO %POHXIB BT UIF JOEVTUSZ MFBEFS 0VS DPNQBOZ JT

5IJTZFBSJTUIFZFBSPGUIF#MBDL%SBHPO XIJDIPOMZIBQQFOTPODFJOZFBST4JODFBODJFOUUJNFT 

FRVJQQFEXJUIBOPVUTUBOEJOHNBOBHFNFOUTZTUFNBOEUBMFOUFEIVNBOSFTPVSDFT/POFUIFMFTT 

UIFESBHPOIBTCFFOSFHBSEFEBTBTZNCPMPGDPVSBHF GMZJOHBOEIPQF-FUĚTNBLF%POHXIBBIBQQZ

FWFSZZFBSXFGBJMUPBUUBJOPVSCVTJOFTTUBSHFUTCFDBVTFPGXFBLEFUFSNJOBUJPO0VSHPBMT

DPNQBOZUIBUBDIJFWFTJUTCVTJOFTTUBSHFUTMJLFBGMZJOHESBHPO*ODPODMVTJPO *XBOUUPUIBOLZPVGPS

SFQSFTFOUOPUPOMZPVSQSPNJTFNBEFUPZPVSDPNQBOZCVUBMTPUPPVSTFMWFT8FTFUUIFN

ZPVSIBSEXPSLMBTUZFBSBOEBTLZPVUPEPZPVSCFTUUIJTZFBSUPNBLF%POHXIBBTBGFXPSLQMBDFXJUI

OPUCFDBVTFBDIJFWJOHUIFNXPVMECFHPPE CVUCFDBVTFXFPVHIUUPBDIJFWFUIFNOPNBUUFS

[FSPXPSLBDDJEFOUT

XIBU
5IBOLZPV
8FIBWFCFDPNFBDDVTUPNFEUPGBJMVSFTCFDBVTFXFEJEOPUDBSFNVDIBCPVUBUUBJOJOHPVS
HPBMT8FIBWFWJFXFEPVSCVTJOFTTHPBMTBTTPNFĜVOBUUBJOBCMFOVNCFSTĝBOEDPQFEXJUI

+BOVBSZ 

UIFSFBMJUZKVTUCFDBVTFXFCFMJFWFEUIBUXFEJEPVSCFTUJOUIFDIBMMFOHJOHCVTJOFTTDMJNBUF

$&04FVOH.ZVOHIP %POHXIB)PEJOHT

)PXFWFS JUĚTBCPVUUJNFUPDIBOHFPVSJEMFQFSDFQUJPO8FNVTUTUBZBXBSFPGPVSCVTJOFTT
HPBMT TFUEFUBJMFETUSBUFHJFTGPSBDIJFWJOHUIFNBOETUSJWFUPNBLFUIFNBSFBMJ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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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2012
Good Bye! 2011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흑룡의 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진행된 시무식에서 동화인들은 도
전과 출발의 2012년을 시작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 12월 16일에
는 인천 동화기업 강당과 월미도의 한 식당에서 2011년 송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화인들은
1년간의 경영실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전략과 목표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The year 2012 has begun. Dongwha held a New Year ceremony on January 2 to
make a determination to achieve their goals in 2012. On December 16, a year-end
party was held at the Dongwha Enterprise headquarters in Incheon and a restaurant in Wolmido District. Dongwha members reviewed their business results over
the past one year and set goals and strategies for the yea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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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매출 1조의 원년, 목표 필달의 한 해!
지난 1월 2일,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한 해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무식이
진행됐다. 한 해를 여는 시무식에서 승명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2년은 반드
시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 필달의 한 해’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두 가지 사항을 당부
했다. 첫째, 목표는 회사의 약속이자 자신과의 약속이며 달성하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며 ‘치열한 목표의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런 치
열한 목표의식을 달성해 주는 실행력인 ‘성과창출 능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
한 2012년의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영물이며, 이런 용처럼 올 한 해 목
표를 위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행복을 함께할 것을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승은호 명예회장 격려사

Inspirational speech
by Honorary Chairman
Seung Eun-ho

동화 임직원들의 신년하례

Dongwha members’ New Year celebration

이어 자리를 함께한 승은호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2012년 또한 지난해와 같
축하합니다. 2012 승진임원

이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고 여러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도약

Congratulations to newly
promoted executives

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동화 역시 임직원 모두가 다부진 결의를 다
져 힘찬 도약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순서로 2012년 승진임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012년을 맞아 승진한 5명
의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화의 임원이자 선배, 그리고 리더로서 ‘솔선수범’의 리
더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지막 순서에선 참석 임직원 전체가 2012

김종수 사장

2012, the Year of Achieving 1 Trillion Won in Sales

년 동화를 이끌고 나갈 경영목표를 구호로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신년

0O+BOVBSZ %POHXIBIFMEB/FX:FBSDFSFNPOZUPNBSLUIFCFHJO

하례를 통해 임원들은 참석한 직원 모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도전과

OJOHPGBOENBLFOFXEFUFSNJOBUJPOTGPSUIFZFBS"UUIFDFSFNPOZ 

출발의 2012년을 맞이했다.

$&04FVOH.ZVOHIPVSHFE%POHXIBFNQMPZFFTUPBDIJFWFUIFDPN

Board BU CEO
Kim Jong-su

QBOZĚTCVTJOFTTHPBMTJO5PUIBUFOE IFTUSFTTFEUIFJNQPSUBODFPG
BUUBJOJOHUIFDPNQBOZĚTHPBMTCFDBVTFUIFZBSFBQSPNJTFUIBUBMM%POH
XIBNFNCFSTIBWFNBEFUPUIFDPNQBOZBOEUPUIFNTFMWFTBOEUIFSFGPSF

이시준 전무

Dongwha Enterprise CEO
Lee Si-joon

NVTUCFBDIJFWFEOPNBUUFSXIBU4FDPOEMZ UIF$&0VSHFEBMM%POHXIB
승명호 회장 신년사

New Year address by CEO Seung Myung-ho

NFNCFSTUPJNQSPWFUIFJSBCJMJUZUPQSPEVDFSFTVMUTJOPSEFSUPSFNBJO
DPNNJUUFEUPUIFDPNQBOZĚTHPBMT*ODPODMVTJPO IFDBMMFEPOUIF%POH
XIBNFNCFSTUPFYQFSJFODFUIFIBQQJOFTTPGBDIJFWJOHBOOVBMHPBMTJOUIF

이두언 상무

:FBSPGUIF%SBHPO XIJDITZNCPMJ[FTDPVSBHF TVDDFTTBOEIPQF

GA Director
Lee Du-won

)POPSBSZ $IBJSNBO 4FVOH &VOIP  XIP BMTP BUUFOEFE UIF DFSFNPOZ 
TBJE UIBU MJLF UIF QSFWJPVT ZFBS   XJMM BMTP QSFTFOU CVTJOFTTFT XJUI
DIBMMFOHFT DBVTJOHNBOZDPSQPSBUJPOTUPUJHIUFOUIFJSCFMUTBOEQSFQBSF
GPSOFXPQQPSUVOJUJFT)FXJTIFEBMM%POHXIBNFNCFSTUPQVMMUPHFUIFS
UPUBLFPOOFXDIBMMFOHFT
"GUFSUIF$&0ĚTTQFFDI GJWFFYFDVUJWFTXIPIBWFCFFOQSPNPUFEJO

김명식 이사

Board Manufacturing Director
Kim Myung-sik

XFSFJOUSPEVDFE5IFZNBEFBQMFEHFUPTFUHPPEFYBNQMFTUPUIFJSKV
OJPSDPXPSLFSTBTUIFJSFYFDVUJWFT TFOJPSTBOEMFBEFST*ODPODMVTJPO BMM
QBSUJDJQBUJOH FYFDVUJWFT BOE FNQMPZFFT TIPVUFE PVU CVTJOFTT TMPHBOT UP

12

TUSFOHUIFOUIFJSEFUFSNJOBUJPOUPNBLF%POHXIBTVDDFTTGVMJOBOE

권동형 이사

DPOHSBUVMBUFEPOFBOPUIFSPOUIF/FX:FBSCZTIBLJOHIBOET

CHRO
Kwon Dong-h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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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를 위해 각 국에서 참석한 해외사업장 매니저

Managers of overseas business sites attending the New Year ceremony

2012 동화인의 새로운 목표와 각오!

Dongwha members’ goals and determinations for 2012

Dongwha Timbers 소개

DMH General Manager, Kim Won-bae &
VDM General Director, Chae Kwang-byeong

Introducing Dongwha Timbers

2011년의 마지막 ‘열린 광장’ 개최

Final OPEN - AGORA of 2011

한편,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3시부터 진행된 2011년 마

0O%FDFNCFS %POHXIBIFMEUIFGJOBM"HPSBPGUIFZFBS5IFFWFOUCFHBOBUQN

지막 열린 광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동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못 이룬 일들

BOEXBTBUUFOEFECZNBOZ%POHXIBNFNCFST5IFZNBEFBEFUFSNJOBUJPOUPBDIJFWFOFX

과 아쉬움은 훨훨 벗어던지고 새로운 해를 맞아 새로운 꿈과 소망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는

HPBMTJOBOETQFOUUJNFXJUIUIFJSDPXPSLFSTGSPN%POHXIBĚTPWFSTFBTCVTJOFTTTJUFT

해외사업장에서 온 국내·외 임직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5IFFWFOUCFHBOXJUIUIFJOUSPEVDUJPOPGCVTJOFTTDBTFTUIBUNPWFEDVTUPNFSTĚIFBSUT0OFPG

2011년 마지막 열린 광장 행사는 따뜻한 고객감동 사례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말 동화SFC하우징의
박창배 대표 앞으로 수기 편지를 보낸 노부부 고객의 사연이 동영상으로 소개됐고, 세밑을 훈훈하게 만
든 이야기에 임직원들의 우렁찬 박수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사연 속 칭찬 주인공인 동화SFC하우
징 공사관리팀의 정창기 사우(현장소장)는 표창장을 받은 후 “제가 대표로 편지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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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H총괄 김원배 대표와 VDM 채광병 대표

UIFNXBTBWJEFPBCPVUBOFMEFSMZDPVQMFXIPTFOUBMFUUFSUP%POHXIB4'$)PVTJOH$&0
1BSL$IBOHCBFJO/PWFNCFSMBTUZFBS*UFWPLFECJHBQQMBVTFGSPNUIFBVEJFODFGPSJUTIFBSU
NPWJOHTUPSZ5IFMFUUFSXBTBEESFTTFEUP+VOH$IBOHLJGSPN%POHXIB4'$)PVTJOH"GUFS
SFDFJWJOHBOBQQSFDJBUJPOQMBHVF IFTBJEUIBUIFKVTUSFDFJWFEUIFMFUUFSBTBSFQSFTFOUBUJWFPG
IJTDPNQBOZBOEUIBU%POHXIBDVTUPNFSTBQQSFDJBUFUIFIBSEXPSLPGBMM%POHXIBNFNCFST

“동화인 모두의 수고를 고객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GUFSEFMJWFSJOHUIFOFXTBCPVUBEFTJHOBXBSEUIBU%POHXIB/BUVSF'MPPSJOHIBESFDFJWFE

식순에 따라 동화자연마루에서 디자인월 디자인 대상 소식과 친환경 아이방 선물하기 등의 현장소식

GPSUIF%J[BJOXBMMBOEBEPOBUJPOPGFDPGSJFOEMZQSPEVDUTGPSDIJMESFOĚTSPPNT %POHXIB

을 전한 후, 해외사업장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송년회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베트남의 VRG

NFNCFSTCBTFEPWFSTFBTXFSFJOUSPEVDFE"UUFOEJOHUIFZFBSFOENFFUJOHXFSF73(%POH

DONGWHA MDF 채광병 대표와 DMH 총괄 김원배 대표를 비롯해 호주(Dongwha Timbers), 뉴질랜드

XIB.%'$&0$IBF,XBOHCZFPOH%.)$&0,JN8POCBF BOEUIFSFQSFTFOUBUJWFTPG

(DPN), 미국(DWUSA)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몸담은 사업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2012년 목표 달성을 위

%POHXIB5JNCFST "VTUSBMJB %1/ /FX;FBMBOE BOE%864"5IFZJOUSPEVDFEUIFJSCVTJ

한 ‘글로벌 동화’의 포부를 밝혔다.

OFTTTJUFTBOEQMFEHFEUPXPSLIBSEUPBDIJFWFUIFHPB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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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각오의 한 자리

A venue of encouragement, solace and new determination

이어진 2부에서는 2012년 전사의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을 1조가 넘는 고성과 기

*O UIF TFDPOE QBSU PG UIF FWFOU  %POHXIB NFNCFST EJTDVTTFE UIF  CVTJOFTT UBSHFUT 

업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설명에 모든 참석자들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가슴에 아로새겼다. 이어

POFPGXIJDIJTBDIJFWJOHNPSFUIBOPOFUSJMMJPOXPOJOTBMFTUPNBLF%POHXIBBIJHI

각 자회사의 대표들이 2012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각 사의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QFSGPSNJOHDPSQPSBUJPO$&0TPGFBDITVCTJEJBSZPVUMJOFEUIFJSCVTJOFTTHPBMTGPSBOE

구호 제창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TIPVUFETMPHBOTXJUIUIFJSFNQMPZFFTUPTUSFOHUIFOUIFJSEFUFSNJOBUJPO

자회사의 전략과 임직원의 다짐을 들은 승명호 회장은 총평을 통해 “2011년에는 많은 대외 변수들과
함께 예상보다 어려움이 컸지만, 모두의 노고 덕분에 오늘 서로 좋은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라며 지난 1년간의 노고에 위로와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후, “올

$&04FVOH.ZVOHIPUIBOLFEBMM%POHXIBNFNCFSTGPSUIFJSFGGPSUTBOEPGGFSFEBXPSE
PGFODPVSBHFNFOU BTNBOZEJGGJDVMUJFTJOBNJEWBSJPVTNBSLFUDIBMMFOHFTĜ8FXJMM
QSPEVDFCFUUFSSFTVMUTOFYUZFBSJOBMMCVTJOFTTBSFBT JODMVEJOHPWFSTFBTCVTJOFTT*XJTIZPV
UPGJOJTIUIJTZFBSXFMMBOETUBSUUIFOFXZFBSJOBDIFFSGVMNPPE ĝTBJE.S4FVOH
"GUFSUIFFWFOU %POHXIBNFNCFSTSPTFGSPNUIFJSTFBUTBOETIPVUFE Ĝ$IBOHFCFHJOTGSPN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은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격려했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참석

NZTFMG-FUĚTBDIJFWFUSJMMJPOXPOJOTBMFT(P %POHXIBĝ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꾸자 나부터! 이룩하자 매출 1조! 동화, 동화, 파이팅!”을 외치며 다시 한번

"UBCBORVFUUIBUXBTIFMEJO8PMNJEP %POHXIBNFNCFSTIBEESJOLTXJUIUIFJSDPXPSL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FSTXIPNUIFZDBOOPUTFFPGUFO5IFFYDJUJOHZFBSFOEQBSUZFOEFEXJUITJOHJOHUIFTPOH

이어진 월미도의 단합회장에서는 평소 자주 보지 못한 동료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술잔을 기

Ĝ8JUI-PWFĝ

울였다. 커다란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가득했던 송년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으로’를 부르며 마
무리되었다.

동화홀딩스 이병언 사장

Dongwha Holdings CEO, Lee Byeong-eon
2012 목표달성 다짐의 구호

Slogans for achieving 2012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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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화 송년회 현장

Venue of 2011 year-end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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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동화 연수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신축공사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공식은 지난 1월 6일, 동화가족들
을 위한 행복 공간으로 여의도 사옥에 오픈한 그린 라운지에 이은 새로운 동화의 행복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욱 컸다. 동화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직원들의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동화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현장의 소식을 전한다.
On January 28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Dongwha’s new training center was held in Namyangju, Gyeonggi Province to pray for a safe construction. The ceremony wa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followed the
opening of the Green Lounge at the Yeouido headquarters on January 6. The Green Lounge was also designed as
a space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all Dongwha members. Here’s more on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hich represented Dongwha’s pursuit of one of its core values, “Happiness.”

동화가족이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동화 연수원
신축 기공식 현장을 가다
Happy Space for All Dongwha Members
Groundbreaking Ceremony for Dongwha’s
New Training Center

연수원 앞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절경

View of the Bukhan River from the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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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기공식에는 동화의 임직원들을 비롯해 설계, 감리, 시공사의

5IFDFSFNPOZCFHBOBUBNBOEXBTBUUFOEFECZ%POHXIBFNQMPZFFT 

대표들 그리고 현장실무를 담당한 인원들이 모두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동화 승명

EFTJHOFST DPOTUSVDUJPOTVQFSWJTPSTBOESFQSFTFOUBUJWFTPGUIFDPOTUSVDUJPO

호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기공식은 안전기원제와 테이프 컷팅, 첫 삽 뜨기 등 무

DPNQBOZ %POHXIB $&0 4FVOH .ZVOHIP EFMJWFSFE B DPOHSBUVMBUPSZ

사시공을 기원하는 순서들로 마무리되었다.

TQFFDI XIJDIXBTGPMMPXFECZBDFSFNPOZUPQSBZGPSTBGFDPOTUSVDUJPO 

축사에서 승명호 회장은 “어느 곳에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이곳의 자연경관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동화가족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축사를 이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들로 진행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만의 공간
인 연수원으로 더 크게 가꾸어 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축을 담당
하는 각 관계사에게 ‘주위의 좋은 경관을 헤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

XIJDIUIFUSBJOJOHDFOUFSJTCVJMUNBEFIJNXJTIUIBUBMM%POHXIBNFNCFST
XFSFBCMFUPKPJOIJNBOEUIBU%POHXIBXBTMVDLZUPIBWFUIFPQQPSUV
OJUZUPCVJMEJUTUSBJOJOHDFOUFSJOBTDFOJDFOWJSPONFOU3FQSFTFOUBUJWFTPG
DPNQBOJFTPWFSTFFJOHUIFDPOTUSVDUJPOQMFEHFEUIFJSCFTUFGGPSUTUPCVJMEB
USBJOJOHDFOUFSUIBUIBSNPOJ[FTXJUIUIFTVSSPVOEJOHOBUVSBMFOWJSPONFOU

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쉴 수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우리

XJUIPVU IBSNJOH JU BOE GVMGJMMT JUT GVODUJPOT  BMMPXJOH BMM NFNCFST PG UIF

직원 누구나가 이 자리에 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POHXIBGBNJMZUPSFDFJWFHPPERVBMJUZUSBJOJOHBOESFDIBSHFUIFJSFOFS

하였다.

HJFTBTXFMMBTNBLFUIFNIBQQZXIFOFWFSUIFZWJTJUUIFDFOUFS

이에 설계를 맡은 B&A 배대용 소장은 지금처럼 모든 자연이 태초로 돌아가는 겨울

#"$&0#BF%BFZPOH XIPJTJODIBSHFPGEFTJHO TBJEUIFCFBVUJGVM

느낌을 받았으며,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 자연경관과 함께 연수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을 맡은 장학건설의 장
세학 대표는 설계도면과 공간을 처음 봤을 때, 명품 건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
Praying for safe construction
at the training center’s
groundbreaking ceremony

*OIJTTQFFDI $&04FVOHTBJEUIBUUIFQBOPSBNJDMBOETDBQFPGUIFBSFBJO

간’ 그리고 ‘연수원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 동화의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

과 잘 어울리는 이 공간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엔 ‘참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연수원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현장

UBQFDVUUJOHBOEUIFGJSTUHSPVOECSFBLJOHTIPWFMJOH

으며, 기본적인 건축 3요소인 기능, 구조, 미를 그대로 살려 동화만의 명품연수원으

OBUVSBMTFUUJOHPGUIFBSFBNBEFIJNSFBMJ[FUJNFBOEBHBJOUIBU,PSFBIBE
NBOZQJDUVSFTRVFQMBDFTBOEUIBUJUJOTQJSFEIJNUPEFTJHOBDFOUFSUIBUDBO
EJTQMBZJUTGVODUJPOTUPUIFGVMMFTUUIBOLTUPUIFQSJTUJOFOBUVSBMFOWJSPO
NFOU+BOHIBL&OHJOFFSJOH$POTUSVDUJPO$&0+BOH4FIBL XIPPWFS
TFFTDPOTUSVDUJPO TBJEXIFOIFGJSTUTBXUIFEFTJHOCMVFQSJOUBOEUIFTJUF
PGUIFDFOUFSIFXBTTVSFUIBUIFXPVMECFBCMFUPCVJMEBMVYVSZUSBJOJOH

로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DFOUFSGPS%POHXIBFNQMPZFFTCFDBVTFJUIBEBMMUISFFCBTJDFMFNFOUTPG

마지막으로 승명호 회장 이하 동화 임원 그리고 관계사 대표들은 안전기원제를 지내

HPPEDPOTUSVDUJPOGVODUJPOBMJUZ TUSVDUVSFBOEBFTUIFUJDCFBVUZ

고, 테이프 컷팅과 함께 첫 삽을 뜨며 기공식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JLFUIFTDFOJDMBOETDBQFPGUIFTJUFPGUIFDFOUFSPWFSMPPLJOHUIF#VLIBO

북한강과 함께 모든 계절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자연경관처럼, 연수

3JWFSBOECPBTUJOHBQJDUVSFTRVFFOWJSPONFOUZFBSSPVOE MFUĚTIPQFUIBU

원도 동화가족들의 행복이 언제나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

UIFOFXDFOUFSXJMMBMXBZTCFGVMMPGIBQQJOFTT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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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공사명 : 동화 연수원 신축공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17번지외 13필지
건축면적 : 1,720,72 m²
연면적 : 2,163,14 m²
용도 : 교육시설(연수원)
규모 : 교육동(지하 1, 2층), 회의동(1층), 식당동(2층), 숙소동(1층)
공사기간 : 2011년 12월 21일 ~ 2012년 10월 26일
CM/감리사 : ㈜전인CM
설계사 : B&A
시공사 : 장학건설㈜

Construction Overview
Project name : New training center of Dongwha
Location : Lot 13, #17 Guam-ri, Hwado-eup, Namyangju, Gyeonggi Province
Construction area : 1,720,72m²
Floor area : 2,163,14m²
Purpose : Educational facility (training center)
Scale : Educational facilities (1st and 2nd basement ﬂoors), conference
rooms (1st ﬂoor), cafeteria (2nd ﬂoor), dormitory (1st ﬂoor)
Construction period : December 21, 2011 ~ October 26, 2012
CM/Supervisor : Jeonin CM
Design : B&A
Construction : Janghak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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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화 말레이시아 홀딩스(이하 DMH)에서 동화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바로, 세계 최초로 팜오일 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 중밀도 섬유판) 개발에 성공한 것과 이를 국제산업박람회인 PIPOC(Palm oil board International
Palm Oil Congress)에서 팜 오일보드를 공식적으로 선보여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기존 팜오일 나무는 팜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 성분을 정제해 주로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각광 받고 있는 나무 자원이다. 그러나 팜 열매를 제외한 나무와 가지 등

In 2011, Dongwha Malaysia Holdings succ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ﬁrst medium density ﬁberboards
using palm oil lumber. The new product was showcased at the Palm Oil Board International Palm Oil Congress, drawing
the spotlight of many journalists and visitors.

은 밀도가 낮고 함수율(수분의 함유량)이 높아 가구의 자재로 사용되는 보드를 생산하는 원료로는 부적합한 수종이
었다. DMH에서는 2009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연구기관인 MPOB와 팜 오일 나무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
결하였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1년에 동화말레이시아홀딩스의 닐라이 공장에서 팜오일 보드의 시
제품 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둬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로 고무나무를 원료로 보드를 생산해 왔으나, 최근 고무나무의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
게 되자 대체 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DMH에서는 그동안 쓸모 없이 버려졌던 팜오일 나무와 가
지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원가 절감은 물론 대체 자원의 개발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올릴

세계 최초,
팜오일 나무 원료의
MDF 개발 성공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MDF의 생산에 팜오일 나무를 5~10% 정도 원료로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Development of World’s First
Palm Oil Wood MDF

Palm Oil Wood MDF

*OUIFQBTU QBMNPJMMVNCFSXBTVTFECZSFGJOJOHPJMDPOUBJOFEJOXPPE CVUOPXBEBZTJUIBTESBXOBU
UFOUJPOGPSVTJOHCJPEJFTFM BOBMUFSOBUJWFFOFSHZTPVSDF)PXFWFS UIFPUIFSUSFFQBSUTFYDMVEJOHGSVJUT 
TVDIBTCSBODIFT DPVMEOPUCFVTFEUPNBLFGVSOJUVSFCFDBVTFPGUIFJSMPXEFOTJUZBOEIJHIXBUFSDPO
UFOUSBUF%POHXIB.BMBZTJBTUSVDLBO3%QBSUOFSTIJQXJUI.BMBZTJBĚTTUBUFSVOSFTFBSDIJOTUJUVUF
오프닝 세레머니 VVIP 기념촬영

DMH와 MPOB가 공동개발한 Oil Palm Trunk로 제조한 MDF

.10#JO"QSJMUPDPOEVDUBKPJOUTUVEZJOUPQBMNPJMUSFFT*O UIF/JMBJ'BDUPSZPG%POHXIB
.BMBZTJBTVDDFFEFEJOUIFNBOVGBDUVSJOHPGQJMPUQBMNPJMCPBSET BOEUIJTZFBSXJMMMBVODIUIFJSDPN
NFSDJBMJ[FEJOGVMMHFBS
.BMBZTJBIBTNPTUMZNBOVGBDUVSFEXPPECPBSETVTJOHSVCCFSUSFFT CVUSFDFOUMZUIFJSTVQQMZQMVOHFE 
QVTIJOHVQUIFJSQSJDFTBOESBJTJOHUIFOFFEGPSBOBMUFSOBUJWFSFTPVSDF#ZEFWFMPQJOHBUFDIOPMPHZUIBU
BMMPXTUPVTFBMMQBSUTPGQBMNPJMUSFFT %POHXIB.BMBZTJBTFDVSFEXBZTUPDVUDPTUTBOEEFWFMPQBO
BMUFSOBUJWFSFTPVSDF4PGBS QBMNPJMUSFFTBDDPVOUGPSQFSDFOUPGMVNCFSVTFEJOUIFQSPEVDUJPOPG

주관사인 MPOB에서 직접 마련해준 동화부스에서 이병언 사장과
동화가족들

24

.%'T CVUUIFQFSDFOUBHFXJMMCFFYQBOEFEHSBEVBMMZ
말레이시아 산업부 장관에게 기념 Palm Tree MDF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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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사업의
변화를 이끄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Creating a car after-market trust
In May last year, we completed the auto marketplace MPark Tower, and in July it launched its operations. Posting
losses was inevitable in the ﬁrst business year. Nonetheless, it was part of investment, and we didn’t worry much

Changing Korea’s Auto Industry

about that. Last year, we produced positive results over
ﬁve months. We stabilized our organization and built a
collaboration network among car dealers.
This year, we will promote car after-market projects within our capacity. First off, we will attract an auto export
complex in the 2nd Particle Board factory area in April,
and in September will launch an auction. Both these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동화오토앤비즈
의 2012 단합 워크숍의 현장에서 전략발
표를 마친 정대원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발표를 마친 후, 갑작스런 신년 인터뷰 요

자동차 애프터 마켓 트러스트 구현
지난해 5월 자동차 매매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엠파크 타워가 준공되고, 7월
에 실질적인 영업허가가 났습니다. 신사업 시작의 첫 해였기에 손실을 볼 수밖에

청에도 직원들과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

없었지만 이는 투자과정의 일환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 지난해 약 5개월간의 영업을 통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조직을

We met with Dongwha Auto&Biz
CEO Chung Dae-won at the New
Year workshop after he announced
the company’s strategies for 2012.
It was impressive to see him discuss business with his employees.

project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auto sales parks
that target domestic consumers only. The auction will
serve as a supply channel for M-Park, which targets the
domestic market, while the auto export park will serve
as a source of supply via our auction. Our goal is C2B.
Our auction business is the only of its kind in Korea so

안정화하고 매매 상사들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far. Therefore, it will take us some time to come up with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체 자동차 애프터 마켓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부

business strategies, which require much prudence. But

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선 오는 4월에 PB2공장 지역에 자동차 수출 매매 단지

once we build them by the time we launch the business

를 유치하고, 9월에는 경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내수 위주의 매

in September, everything will be set for the creation of

매 단지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경매장은 내수 위주로 운영되는 엠파크의 공

an after-market trust in Gajwa-dong this year.

급 채널이 되고, 수출 단지는 경매장을 통한 수출 분야의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저
희가 지향하는 바는 C2B입니다. 특히, 경매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시
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집중력 있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는 9월 시작과 함께 이를 잘 구현한다면 올해는 가좌동
일대에 자동차 테마타운 애프터마켓 트러스트가 구현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달성 후 수익구조 개선 기대
동화오토앤비즈는 올해 1,4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

Improving revenue structure after
reaching the breakeven point
Dongwha Auto&Biz’s goal for this year is to record 148
billion won in sales and achieve the breakeven point. To
that end, we have hired more talented human resources
to lay a foundation for our future investments. I believe
we can achieve our goals if we join hands. Our revenue
structure is not determined by external factors. Once

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유능한 직원들을 추가 투입하여 향후 투자 기반을 구축

we reduce our deﬁcit and reach the breakeven point,

하였고, 이들이 한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

our proﬁts will surge afterward. That in turn will improve

합니다. 저희 사업의 수익구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적

our revenue structure on many levels.

자가 감소하면서 손익분기점이 맞춰진다면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It takes much effort to promote a new business, but on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익구조는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the other hand, the sense of accomplishment and joy is

신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enormous. If we share our goals and fulﬁll our responsi-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표를 다 같이

bilities, we will produce good results no matter what. We

공유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서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해낸다면 반드시 좋은

will pull together and do our best to create an advanced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진
화된 자동차 매매 단지를 구현한다는 일념 하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사

auto park and revolutionize Korea’s auto industry, which
is part of our nation’s foundation.

업을 변화시킨다는 큰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동화오토앤비즈 직원들의 또 다른 각오는
Core Value ‘변화와 혁신’ 페이지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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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 about the goals and determination of Dongwha
Auto&Biz employees in the “Change & Innovation” segment.

동화오토앤비즈 정대원 대표

Dongwha Auto&Biz, CEO Chung D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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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온도계’를 높일
동화의 아름다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동화자연마루,
‘승승장구’ 한 해의 돛을 올리다

말레이시아 유학생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F.U.N time!

Dongwha News

Dongwha in Media

Warming People’s Hearts
with Charity

Hoisting a Sail
for a Successful Year

F.U.N Time Spent with
Malaysian Students

Do Dream Dongwha

30p

Do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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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온도계’를 높일
동화의 아름다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올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어갈 동화 사회공헌 위원회가 발족됐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책임감과 패기로 똘똘 뭉친 동화인들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본다.
This year, Dongwha launched a social philanthropy committee to oversee it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ts members are equipped with passion an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Warming People’s Hearts with Charity
지난해 1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김포 효원 연수원에서는 동화 사회공헌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열렸
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와 2012년 사회공헌 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위
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사회공헌의 중요성, 사회공헌 최신 동향 및 트렌드, 사회공헌 담당자의 역할과 덕목, 사회공
헌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방법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가 주를 이뤘다. 2일차에는 워크숍에 참석
한 지원자들의 소감을 공유하는 한편, 사회공헌 운영위원회 세부 조직구성, 사회공헌 테마별 담당 및
역할 구성, 동화 사회공헌 활동 슬로건 만들기, 조직운영 그라운드룰 수립, 2012년 활동 프로그램 및 추
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XPSLTIPQEFEJDBUFEUPUIFDPNNJUUFFXBTIFMEPO%FDFNCFSBUUIF)ZPXPO5SBJOJOH
$FOUFS JO (JNQP *UT QVSQPTF XBT UP QSPWJEF DPNNJUUFF NFNCFST XJUI B XFMMSPVOEFE
VOEFSTUBOEJOHPGTPDJBMQIJMBOUISPQZ EFWJTFQMBOTBOEJNQSPWFDPNNVOJDBUJPO
*OUIFGJSTUSPVOE UIFQBSUJDJQBOUTMFBSOFEGSPNBOJOWJUFEJOTUSVDUPSBCPVUUIFJNQPSUBODF
BOEMBUFTUUSFOETPGTPDJBMQIJMBOUISPQZ UIFSPMFTBOENPSBMTUBOEBSETPGQFPQMFJODIBSHF
PGTPDJBMQIJMBOUISPQZBOEXBZTUPQMBOTPDJBMQIJMBOUISPQZBDUJWJUJFT*OUIFTFDPOESPVOE 
UIFQBSUJDJQBOUTTIBSFEUIFJSPQJOJPOTPOUIFPSHBOJ[BUJPOBMTUSVDUVSFPGUIFDPNNJUUFF SPMFT
BTTJHOFEUPJUTNFNCFST TMPHBOT HSPVOESVMFTBOEUIFQMBO

❶

❷

❸

❺
❹

❻

❽
❼

사회공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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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hilanthropy Committee)

동화자연마루 특판영업팀
김기태 사우

❶김기태, ❷김경훈, ❸이성호, ❹장성동,
❺이준호, ❻김남길, ❼차인학, ❽신호철 사우

Dongwha Nature Flooring,
Kim Ki-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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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 행복을 전하는 동화인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이야
기를 나누다 보면 ‘힘들어도 뿌듯하다’, ‘마음에 푸근함이 느껴진다’는

1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침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

INTERVIEWEE

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동화기업 생산혁신팀 차인학 사우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 눈을 돌려 제가 이

Cha In-hak, Dongwha Enterprise

제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봉사활동에 대
해 문외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
눔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나눔이며 가장 좋은
나눔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화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
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나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야겠지요.
저 또한 앞으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
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 열 배, 백 배 이상의 직원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Delivering happiness to those in need
My entire family, except me, volunteers. They often tell me

동화 ‘사회공헌 운영위원회’ 워크샵
Dongwha ‘Social Philanthropy Committee’ Workshop

what a fulﬁlling and heart-moving experience it is to help
others. I applied to the committee becaus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volunteer, too. I hope this will be a momentum for me to help not only my loved ones but society
as well, so that I can give back to society after receiving help
from i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o far I was an “outsider” when it came to volunteering. But now I have learned
the genuine meaning of sharing and how to share with those
in need in a sincere way.
Dongwha’s social philanthropy has just begun. All members
of the committee will think hard of ways to help the underprivileged. I want to do my best to fulﬁll my role and deliver
happiness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 will spare no
effort to inspire more Dongwha members to take part in ou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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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은 기업문화에도 긍정적 효과

동참, 그 행복한 기대와 설렘

앞으로 동화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 모인 멤버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

들이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추진

니다. 개인적으로 6년째 외부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나가는 일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기업에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

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꽤 큰 규모로 이루어지

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상 봉사는 중독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동화자연마루 특판영업팀 이성호 사우

기 마련인데, 우리 회사도 그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첫걸음을 뗀 것 같

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점점 더 봉사활동에 빠지게 되

동화기업 보드화학팀 장성동 사우

Lee Sung-ho, Dongwha Nature Flooring

아 뿌듯합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고 결국 그것이 일상이 되지요. 봉사에 중독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

Chang Sung-dong, Dongwha Enterprise

걸리겠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

복이 참 큽니다. 이런 중독들이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큰 행복을 느

합니다. 사실 저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고, 동화에 입사하기 전 사회

끼게 되고요.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복지관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복지 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야에서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옛 기억

모인 분들이라 기대가 큽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을 되살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부의 재

있을까 고민해왔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참신한 아이

분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기업 이미지가 제

디어도 많이 나왔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배울 수 있었

고된다면, 결국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우들이 모였

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직원

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운영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

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기업

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단계를 무난히 넘어선다

문화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리라 확신합니다.

면 좋은 활동으로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itive effects of social philanthropy
on corporate culture

Excited and happy

We will work in a proactive way to plan and organize philan-

Dongwha’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 have volunteered

thropic activities and recruit volunteers. Social philanthropy

for nearly six years at a charity group, and I hope I can con-

activities conducted by corporations tend to be very cau-

tribute to the committee or receive help from it as well. To

tious and of a large scale. I feel rewarded because Dongwha

me, volunteering is like an addiction. I want to help others

has made the ﬁrst step. It will take us a while because we’re

more and more because I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non-experts, but I believe we can do it if we discuss every-

need my help. It’s part of my everyday life. It also makes

thing in-depth. In fact, I majored in social welfare in college

me very happy. The more addicted I become, the happier

and worked for a welfare facility for one year before joining

my life is. People attending this workshop are not experts

Dongwha. I need some time to catch up, though, because

in social philanthropy; yet, they are willing to contribute.

I haven’t dealt with social welfare in 12 years, but I will do

That’s why I have high expectations. They always wanted to

my best to revive my expertise. Social philanthropy is a way

help the underprivileged, which explains why we were able

for a corporation to re-distribute wealth and thus improve

to come up with many good ideas and even learn from one

its image and eventually promote its growth. I believe that

another. We need to discuss thoroughly how to manage the

our philanthropic activities will help Dongwha improve its

committee because we all lack expertise in social welfare.

reputation and Dongwha employees discover the joy of vol-

But once we overcome that stage, we will probably produce

unteering, which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our corporate

good results.

INTERVIE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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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EE

3

I applied to the committee because I wanted to be part of

cultur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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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동화자연마루, ‘승승장구’ 한 해의 돛을 올리다
Hoisting a Sail for a Successful Year

동화자연마루가 전국의 대리점 대표들을 대상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2년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한 해 전략을 공유했다.
Dongwha Nature Flooring organized a workshop for the CEOs of representative stores
nationwide to promote solidarity. Participants made a pledge to achieve their business goals
in 2012 and shared their busines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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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충북 제천의 청풍리조트에서

)FMEPO+BOVBSZBUUIF$IFPOHQVOH3FTPSU

2012년 동화자연마루 사장단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행사

JO/PSUI$IVOHDIFPOH1SPWJODF UIFXPSLTIPQXBT

는 지난 한 해 동화자연마루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온 대리

BJNFE BU FYQSFTTJOH HSBUJUVEF UP UIF IFBET PG SFQ

점 사장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12년에도 탁월한 성

SFTFOUBUJWF TUPSFT GPS UIFJS IBSE XPSL MBTU ZFBS BOE
FODPVSBHJOHUIFNUPQSPEVDFCFUUFSSFTVMUTUIJTZFBS

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5IFXPSLTIPQTUBSUFEXJUIBHSFFUJOHCZ$&0&PN

이날 워크숍은 엄흥준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리점

)FVOHKPPO5IFO BOBXBSEJOHDFSFNPOZ EFNPO

포상, 사례공유, 외부 강사 특강, 2012년 주요 전략 공유 순

TUSBUJPOPGCVTJOFTTDBTFTBOEBOOPVODFNFOUPG

으로 진행됐고 저녁식사와 함께 목표와 화합을 다지며 마

CVTJOFTT TUSBUFHJFT FOTVFE *U FOEFE XJUI B EJOOFS

무리되었다.

EVSJOHXIJDIUIFQBSUJDJQBOUTBOOPVODFEUIFJSHPBMT

엄흥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동화자연마루의 ‘스마트 3C’

BOEQSPNJTFEUPCPMTUFSTPMJEBSJUZ

인 Challenge(도전), Change(변화), Commitment(약속)를

$&0&PN)FVOHKPPOTUSFTTFEJOIJTTQFFDIUIFJN

강조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

QPSUBODFPGUIFĜ$ĚTĝPG%POHXIB/BUVSF'MPPSJOH 

리점 육성 및 성공을 위한 본사 역량 집중, 유통의 제품 니

TVDI BT ĜDIBMMFOHF ĝ ĜDIBOHFĝ BOE ĜDPNNJUNFOU ĝ

즈 구현, SNS 강화를 통한 e마케팅 확대로 변화를 선도하고

BT XFMM BT B TUSPOH EFUFSNJOBUJPO UP BDIJFWF HPBMT

중국산 저가 마루 대응 강화, 신제품 개발 및 론칭 등을 바탕

Ĝ8F XJMM OFWFS TUPQ JNQMFNFOUJOH DIBOHFT UISPVHI
FNBSLFUJOH UP OVSUVSF PVS SFQSFTFOUBUJWF TUPSFT 

으로 마루 중심에서 공간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
문업체로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
께 목표 달성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모든

[동화자연마루] 대리점 사장단과 함께한 목표달성산행

TUSFOHUIFOUIFDBQBDJUZPGUIFDPNQBOZIFBERVBSUFST

[Dongwha Nature Flooring]
Mountain-climbing with representative store CEOs

BOENFFUDVTUPNFSOFFET BOEQSPWJEJOHJOUFSJPSTP
MVUJPOTCZFOIBODJOHPVSDPNQFUJUJWFOFTTPWFSDIFBQ

대리점들이 변화와 도전을 통해 올해 세운 목표들을 달성

$IJOFTFGMPPSJOHQSPEVDUTBOEEFWFMPQJOHOFXQSPE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VDUT*IPQFUIBUBMMPGPVSSFQSFTFOUBUJWFTUPSFTXJMM

이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 대리점 대표들에 대한 감사패 수

BUUBJOUIFJSHPBMTUIJTZFBSCZJNQMFNFOUJOHDIBOHF

여와 포상의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시판, 특판, 건장

BOEUBLJOHPOOFXDIBMMFOHFT ĝTBJE$&0&PN

재, 학교용 부문에서 총 9명의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누렸

$&0T PG SFQSFTFOUBUJWF TUPSFT UIBU QSPEVDFE TUFMMBS

다. 한편, 사례공유 발표 시간에는 시판부문 최고성과상을

SFTVMUTSFDFJWFEBQQSFDJBUJPOQMBRVFTJOOJOFDBUFHP

받은 조일의 엄정윤 대표를 비롯해 4명의 대표가 발표자로
나와 차례로 성공사례를 공유,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음날 참석자들은 새해 스마트 3C 및 사업계획 달성이라
는 공통의 꿈을 위해 함께 산행하며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경북 안동에서 온 동화우드하우징의 민승홍 대표는 “다른
대리점 사장님들과 사업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뜻 깊
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히고, “향후에는 대리점 대표뿐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Dongwha Nature Flooring, CEO Eom Heung-joon

SJFT'PVSPGUIFQBSUJDJQBUJOH$&0TJOUSPEVDFEUIFJS
PVUTUBOEJOH BDIJFWFNFOUT  FWPLJOH BQQMBVTF GSPN
UIFBVEJFODF5IFGPMMPXJOHEBZ UIFQBSUJDJQBOUTBT
DFOEFEBNPVOUBJOUPTUSFOHUIFOUIFJSEFUFSNJOBUJPO
%POHXIB 8PPE )PVTJOH $&0 .JO 4FVOHIPPO
GSPN"OEPOH /PSUI(ZFPOHTBOH1SPWJODFTBJEUIBU
UIFXPSLTIPQXBTBNFBOJOHGVMFWFOUUIBUIBEQSF
TFOUFEIJNXJUIBOPQQPSUVOJUZUPEJTDVTTCVTJOFTT

만 아니라 영업사원들도 함께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바

XJUIIJTDPMMFBHVFTBOEUIBUIFXPVMEMJLFOPUPOMZ

람을 전했다.

UIF$&0TCVUUIFTBMFTTUVGGPGSFQSFTFOUBUJWFTUPSFT

2012년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동화자연

UP SFDFJWF USBJOJOH UPHFUIFS BT XFMM 5IF XPSLTIPQ

마루 사장단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비상의 날개를 달고

JOTQJSFEUIF$&0TUPEPUIFJSCFTUJOUIFZFBS

힘찬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

UPQSPEVDFCFUUFSSFTV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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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시장 공략이 목표 달성의 관건
저희는 2010년 대비 15%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직원들이 다 같이 ‘내가 사장’이라는 인
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준 덕분입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전세난으로 다세대주택 붐
이 일어 틈새시장이 확대되었고 저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저가 중국산을
선호하던 거래처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좋은 제품은 제값을 한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
다’는 사실을 꾸준히 인식시키고, 동화 본사에서 실시하는 10년 무상 A/S, 친환경 자재
사용의 강점으로 판매를 늘렸습니다. 제품 판매를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히
우리 제품의 특성과 장점을 잘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직
원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내 일처럼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에도 다세대주택과 같은 틈새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15% 이상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내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노력이 가장 필요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목표 달성에 멋지게 성공하겠습니다.

Targeting niche markets
My company grew 15 percent year-on-year in 2010. That’s all thanks to my
employees, who always think of themselves as the owners of the company

{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못 이룰 것 없죠!
2010년 대비 130% 판매 성장을 이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비결을 꼽자면, 관계사
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들이 저희를 단순히 장사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문
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고 직원들에게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늘 ‘역지사지’를 염두에 둡니다. 영업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
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사는 물론 동화와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왜 중국산 마루를 쓸 수밖에 없는지, 본
사에서는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직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 최고 매출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3년
내에 이를 달성하여 최고성과상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올해는 이러한 발판을 마련하
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열정과 의지, 성실함만 있다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passion and determination!
Our sales grew 130 percent over 2010. The secret to our growth lies in

and do their best. Last year, the niche market expanded on the surging

our closely knit network with our clients and partners. We worked hard to

demand for multi-family houses stemming from the soaring apartment

make them think of us not simply as salespeople but as experts. That is

r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 capitalized on that. We raised the

also what I keep stressing to my employees. I always try to think from the

awareness of the superiority of high-quality products over Chinese products,

standpoint of my clients when working. Understanding your clients is crucial

which are largely preferred by our clients, and publicized Dongwha products

in business. The same applies to my relationship with Dongwha employees.

by emphasizing the 10-year after-sales service provided free of charge by

When I think from the standpoint of others, I can better understand why my

the Dongwha headquarters and the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I believe

clients have no choice but to use Chinese ﬂooring products, why Dongwha

that the surest way to sell a product is by steadily publicizing its advantages.

makes certain requests and why my employees act in certain ways. That

I also make sure to help my employees open up their hearts to me so that

also helps me think positively. We posted solid growth last year, but we have

they can display their skills to the fullest and remain committed. This year,

yet to break the sales record. We aim to make that happen within two or

we will continue targeting niche markets, such as multi-family houses, to

three years and win the Best Performance award. This year, we will lay a

achieve 15+ percent growth. To that end, we must stay the course and do

foundation for that. I believe that with passion, determination and hard

our best to make that happen. We will achieve our goals this year as well.

work we can achieve our goals.

조일 엄정윤 대표
(시판 최고성과상 수상)

Choil’s CEO Um Jung-yun
(top prize in the category of commercial sales)

태원상사 최우석 대표
(시판 최고성장상 수상)

Tae Won’s CEO Choi Woo-seok
(top prize in the category of commercial sale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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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F.U.N time!
말레이시아 유학생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F.U.N Time Spent with Malaysian Students

동화의 현재 모습과 미래 성장 모습을 함께할, Futuristic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유학생들만을 위한, Unique
동화와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Necessary

Futuristic : Dongwha’s current image and the image of its future growth
Unique : The uniqueness of Malaysian students studying in Korea
Necessary : Things to know in order to be part of Dongwha
동화 소개의 시간

Dongwha’s introduction
동화기업 본관에서 말레이시아 유학생들과 함께

With Malaysian students at Dongwha Enterprise

지난해 10월 25일 특별한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말레이시아에서 3개의 사업장을 운
영 중인 동화만이 할 수 있는 채용설명회였다. 이번 설명회에선 타국인 한국에서 공
부 중인 말레이시아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동화 알리기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각 대학에서 공부 중인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은 겨울을 향해 가는 쌀쌀한 날
씨에도 불구하고 설레고 궁금한 눈빛으로 동화를 찾았다. 처음 보는 동화의 모습과
Futuristic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유학생들 간의 낯선 오전은 브런치 타임으로 한결 따뜻하고 가
벼운 시간으로 바뀌었다.

0O0DUPCFSMBTUZFBS%POHXIBIFMEBTQFDJBMKPCGBJS XIJDIXBTQPT
TJCMFUIBOLTUPUIFDPNQBOZĚTUISFFCVTJOFTTTJUFTPQFSBUFEJO.BMBZTJB5IF
QVSQPTFPGUIFFWFOUXBTUPQVCMJDJ[F%POHXIBBNPOH.BMBZTJBOTUVEFOUT
TUVEZJOHJO,PSFB
%FTQJUF UIF DIJMMZ XFBUIFS  .BMBZTJBO TUVEFOUT WJTJUFE %POHXIB MPPLJOH
FYDJUFEBOEDVSJPVT%POHXIBNFNCFSTBOEUIFTUVEFOUTCSPLFUIFJDFPWFS
CSVODIUIBUUIFZFOKPZFEUPHFUIFSQSJPSUPUIFKPCGB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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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FFOFEB13WJEFP%POHXIB.BMBZTJB)PMEJOHTFNQMPZFF"JOB4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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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OBQFSTPOBMMZWJTJUFE,PSFBUPUFMMIFSDPNQBUSJPUTBCPVU%POHXIB
5IF.BMBZTJBOTUVEFOUTMFBSOFEBCPVUUIFFNQMPZNFOUQSPDFEVSFBU%POH
XIB KPCQPTJUJPOTBOEJOIPVTFUSBJOJOHQSPHSBNTBJNFEBUIFMQJOHFN
QMPZFFTIPOFUIFJSTLJMMT5IFZBTLFENBOZRVFTUJPOTBCPVUMJGFJO.BMBZTJB
BT%POHXIB.BMBZTJBFNQMPZFFT"GUFSIBWJOHBNFBMUPHFUIFS UIFHVFTUT
UPVSFEBGBDUPSZUPHFUBCFUUFSVOEFSTUBOEJOHPGIPXUIJOHTBSFEPOFBU
%POHXIBBOEWJTJUFE.1BSL-BOEBOE.1BSL5PXFS XIJDIBSF%POH
XIBĚTOFXHSPXUIFOHJOFT BTXFMMBTBOFNQMPZFFEPSNJUPSZ
5IF.BMBZTJBOTUVEFOUTEFNPOTUSBUFEUIFJSXJMMJOHOFTTUPNBLFUIFJSESFBNT
DPNFUSVFCZTUVEZJOHJOBGPSFJHODPVOUSZ8FXJTIUIFNUPPWFSDPNFBMM
IBSETIJQTJOBOEIPQFUPTFFUIFNKPJO%POHXIBTPPO

동화 엠파크 타워 견학

Dongwha M-Park Tower tour
아늑한 기숙사 생활 체험

Experiencing life in a dormitory

미래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 F.U.N을 주제로 인사지원팀의 전반적인 회
사 소개가 이어졌고 영상물 시청과 함께 동화말레이시아홀딩스에서 근무 중인 아이
나와 샤리나 사우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고국의 후배들에게 동화에 대해 알려주
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채용절차와 포지션, 그리고 입사 후 미래 성장을 약
속하는 육성프로그램의 소개가 이어졌다. 한국에서의 채용과정은 잘 알고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이 궁금했던 유학생들의 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가며 인천본
관에서의 설명회는 마무리되었다. 식사 후, 실무에서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장

기숙사들을 돌아보며 설명회는 마무리되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심하며 가졌던

Unique

견학과 동화의 신성장 동력인 엠파크 랜드와 타워 그리고 한국생활에서 접하게 될

많은 꿈을 함께할 수 있었다. 이날 함께한 모든 유학생들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동
영상으로 보내준 선배들의 조언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동화와 함께하게 될 2012
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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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랜드, 혼다코리아 CR-Z 신차발표회

동화말레이시아홀딩스 팜오일개발

동화자연마루 & 제주항공 Co-marketing

공원형태의 넓은 외관과 시승 트랙을 두루 갖춘 차별화된 이점으로 엠파크 랜드에서는 혼다코리아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동화말레이시아홀딩스(DMH)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14회 팜오일

동화자연마루는 상반기에 이어 애경 그룹과 두 번째 Co-marketing을 진

CR-Z 신차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자동차 관련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 80~100여 명이 모인 신차발표회에서는 차량소개와

국제산업박람회’에서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팜오일 MDF를 공식적으로

행하였다. 이번 마케팅에서는 고객 노출 빈도가 높은 공항 카운터에 디자

더불어 신차를 엠파크 내에서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제공되었다.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부분 고무나무를 원료로

인월을 시공하여 노출효과를 더욱 높였다.

하여 보드를 생산해왔지만 최근 공급 부족으로 원가가 크게 올라 대체자

(패턴: 마블 화이트)

원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쓸모 없이 버려졌던

▶ 제주항공 발권 프론트 디자인월 시공

Honda Korea Unveils New Car at M-Park Land
Honda Korea unveiled its new sports car model CR-Z at M-Park’s spacious facilities that also feature test
drive tracks. The event drew 80-100 journalists from dailies and magazines dedicated to the auto industry.
It consisted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ar model and test drives.

팜오일 나무와 가지

김포, 제주, 김해, 청주공항 총 4개 공항 중 11월 1일

등을 원료로 한 MDF

김포공항 우선 시공 완료 / 2011년 4개 공항 작업 완료

개발에 성공함에 따
라 원가절감과 대체
자원 확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게 됐다.

Dongwha Nature Flooring & Jeju Air Launch
Co-marketing
Following its partnership with Aukyung Group in the ﬁrst half of
2011, Dongwha Nature Flooring struck another co-marketing
partnership and installed the Dizainwall (pattern: marble white)

Dongwha Malaysia Holdings,
development of palm oil wood MDF

in Jeju Air’s airport counter to publicize the product.

Dongwha Malaysia Holdings unveiled its palm oil MDFs at the
14th International Palm Oil Congress in Malaysia. The new
product has received rave reviews as an alternative to rubber
plant, which until recently was the main raw material for Dong-

▶ Installation of Dizainwall at Jeju Air’s ticketing ofﬁce

Installed ﬁrst at Gimpo Airport among four airports (Gimpo,
Jeju, Gimhae and Cheongju) on November 1
; to be installed in the remaining airports within this year

wha Malaysia and whose prices have soared recently because
of short supply. By succeeding in the development of MDFs

동화자연마루 소비자 이벤트 실시

made of palm oil wood, which had been mostly discarded until

동화자연마루는 11~12월 동안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recently, Dongwha was able to cut costs and secure an alter-

통해 소비자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친환경 E0 등급, 마루와

native resource.

벽재를 지인들에게 소개한 고객들과 디자인월으로 직접 꾸민 집을
신청해준 고객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지급되었다.

Dongwha Nature Flooring Holds Event
for Consumers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 special event for consumers in November-December last year on its Web site,
Facebook and Twitter page. Customers who introduced
Dongwha’s eco-friendly ﬂooring and wall decorative products as well as those who decorated their homes with the
Dizainwall received gifts.

동화오토앤비즈, 중고차전문 매매딜러 3기 교육생 입학식
대한상공회의소와 인천서구청, 엠파크가 함께하는 중고차전문 매매딜러 3기 교육생 입학식이 지난해 11월 14일 열렸다. 중고차전문 매매딜러 교육과정은
9월에 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엠파크 홀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중고차유통실무, 차량평가, CS교육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Dongwha Auto & Biz Provides 3rd Round of Car Dealer Training
The entrance ceremony for the third training session for aspiring dealers of used cars
was held November 14, 2011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o District of the city of Incheon and M-Park. The ﬁrst training session
was provided in September and since then has been held on a regular basis. The third
round of training was provided at the M-Park Hall and consisted of used car distribution, car evaluation and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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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2012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NEWS DONGWHA

동화오토앤비즈, 엠파크 런칭 온라인 이벤트 실시

동화자연마루, 사장단 전략회의 개최

동화자연마루의 디자인월은 디자인 대상에 이어,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2012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

2011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엠파크의 장점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

동화자연마루는 2012년 본사 추진 주요전략 공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의 ‘주거문화 벽재부문’에서 ‘브랜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동화자연마루 홈페이지는 소비자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럽게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엠파크 오픈 이후, 온

사장단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1월 12~13일, 1박2일 일정으

플랫폼에 높은 점수를 얻어 2012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수상의 기쁨을 더했다.

라인을 통해 지속된 이번 이벤트는 네 번째 시리즈로 엠파크의 차별화

로 진행된 전략회의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리점 대표와 본사직원들이 함

된 장점을 퀴즈로 풀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 허

께하였으며, 강의, 화합행사와 산행 등을 통해 ‘SMART 3C로 목표를 달

위매물 0%의 엠파크를 더욱 친근하게 표현하여 고객에게 다가갔다는

성하는 한 해가 되리라’는 각오를 다졌다.

Dongwha Nature Flooring Receives 2012 Top Customer Trust Award
Dongwha Nature Flooring received the 2012 Customer Trust Award for its Dizainwall brand from the Digital
Chosun Ilbo. The company’s Web site also received a high score for its platform that allows for smooth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winning the grand prize from the Web Award Korea.

평을 받았다.

Dongwha Nature Flooring Holds
Strategic Meeting for CEOs

Dongwha Auto & Biz Holds
M-Park Launching Online Event

Donwha Nature Flooring held a strategic meeting for the

An online event was held November 1-20, 2011 to publicize

CEOs of its representatives stores nationwide on January

M-Park’s advantages through a game. It was the fourth game

12-13 to discuss major business strategies and set goals for

of its kind since the opening of M-Park and was held in the

2012. The meeting was also attended by employees from the

form of an online quiz,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M-

Dongwha headquarters. The meeting consisted of a lecture,

Park’s strengths, such

events aimed at bolstering solidarity and mountain-climbing to

as its large scale and

strengthen the CEOs’ determination to achieve goals through

credibility. The event

the SMART 3C.

was lauded for bringing M-Park closer to
customers.

동화자연마루 스마트앱 개발
동화자연마루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SNS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
해 스마트앱을 개발하였다. 진행 중인 앱스토어 등록이 완료되면 1월 말
~ 2월 초 다운로드와 함께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에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월과 마루제품을 실제 사진에 적용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과 시공사례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해를 더욱 높
이고 있다.

동화자연마루, ‘디자인월’ 디자인 대상 및 실내공사업부문 대상 수상
2011년 12월 8일, 동화자연마루의 디자인월은 한국인테리어 경영자 협회(KIMA)에서 추진하는 2011년 디자인 대상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실

Dongwha Nature Flooring Develops Smart App

내공사업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였다. 디자인월은 국내 최초 나무벽재로 2011년에는 여섯 가지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Dongwha Nature Flooring has developed a smart application to
network marketing. Once the registration of the smart applica-

Dongwha Nature Flooring Receives Top Design and
Interior Construction Awards

tion is over, customers will be able to download and use it ei-

On December 8, 2011 Dongwha Nature Flooring received the top prize for the Dizain-

ther in late January or in early February. The application features

wall in the category of design and interior construction from the Korea Interior Man-

a simulation function that enables customers to combine the

agement Association and the Korea Specialty Constructors Association. The Dizain-

real images of Dizainwall and ﬂooring products that they would

wall is the ﬁrst wood wall decorative product in Korea. In 2011, Dongwha released six

like to purchase and view Dongwha products that have been

new Dizainwall products.

promote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and step up its social

installed in customers’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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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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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

68p

72p

78p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을 그리는 곳,
그린 라운지

‘세계 7대 경관’ 제주와 함께한
달콤한 2박3일

“주말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준
직원에게 감동했죠”

더 힘차게 더 우렁차게
“우리는 신입사원이다”

대한민국 자동차사업의 변화와 혁신!
우리가 이끈다

Green Lounge - Drawing
Happiness with Sympathy and
Communication

Three-day Trip on
One of World’s 7 New Wonders,
Jeju Island

Service that Moves
Customers’ Hearts

We Are Rookies!

Revolutionizing
Korea’s Auto Industry

Core Value
Happiness

지난 1월 5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반가움과 함께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였다.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축하하며, 여의도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다.
On January 5, a new space was created at Dongwha for employees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Dongwha members working at the headquarters in Yeouido, Seoul gathered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new space.

Green Lounge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을 그리는 곳
Drawing Happiness
with Sympathy and Communication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2011년 연말, 여의도 사옥 2층은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이었다. 두 달여 간의
공사 끝에 탄생한 ‘그린 라운지’는 직원 네이밍 공모전과 9층 ‘해피 라운지’와 함께 행복을 그려 나가는 곳
이라는 의미로 탄생한 이름이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한 그린 라운지는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을
그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도서대여가 가능한 북카페, 핵심가치 회의실, 여직원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3FOPWBUJPOPGUIFTFDPOEGMPPSPGUIF:FPVJEPIFBERVBSUFSTXBTJOGVMMTXJOHJOMBUFUPDSF
BUFUIFOFXTQBDFGPSFNQMPZFFT"GUFSNPSFUIBOUXPNPOUITPGDPOTUSVDUJPO UIF(SFFO-PVOHF
XBTGJOBMMZCPSO*UTOBNF XIJDIXBTQJDLFECZFNQMPZFFTUISPVHIBDPOUFTU JTTJNJMBSUPUIF
OBNFPGUIF)BQQZ-PVOHFPOUIFUIGMPPSPGUIFCVJMEJOH5IFQVSQPTFPGUIF(SFFO-PVOHF
JTUPQSPNPUFDPNNVOJDBUJPOBNPOHFNQMPZFFTCZFODPVSBHJOHUIFNUPTIBSFUIFJSPQJOJPOT*U
GFBUVSFTBCPPLDBGF XIFSF%POHXIBNFNCFSTDBOCPSSPXCPPLT BTXFMMBTDPOGFSFODFSPPNT
BOEBSFTUJOHBSFBGPSMBEJFT

56

57

공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환호로 시작된 오픈식은 그린
라운지를 알리는 제막식과 함께 가장 많은 도서기증으로 북
카페의 진열장을 가득 채워준 공일곤 사우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병언 사장은 여의도 뿐 아
니라, 전 세계 동화가족 모두가 행복을 마음껏 그려 나갔으
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 축하로 승명호 회장은 여의
도 사옥에 직원들이 쉬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쉽
고 답답했던 마음을 전하고, 매우 좋은 터인 2층 공간을 직
원들이 많이 이용하여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그린 라운지
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화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활력
넘치는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5IFPQFOJOHDFSFNPOZCFHBOXJUIBXBSEJOH%POH
XIB FNQMPZFF ,POH *MHPO  XIP IBT EPOBUFE UIF
NPTUCPPLTUPUIFCPPLDBGF5IFO $&0-FF#ZFPOH
FPOEFMJWFSFEBDPOHSBUVMBUPSZTQFFDI)FFYQSFTTFE
IJTXJTIUIBU%POHXIBNFNCFSTBMMPWFSUIFXPSME

그린 라운지 로비

Green Lounge Lobby

XJMMCFBCMFUPDSFBUFUIFJSIBQQJOFTT*ODPODMVTJPO 
$&04FVOH.ZVOHIPTBJEUIBUIPQFGVMMZUIF(SFFO
-PVOHFXJMMTFSWFBTBTQBDFGPS:FPVJEPFNQMPZFFTUP
SFTUBOESFDIBSHFUIFJSFOFSHJFT FTQFDJBMMZUIBOLTUP
UIFIJTUPSJDBMMZGBWPSBCMFMPDBUJPOPGUIFMPVOHFPOUIF
TFDPOEGMPPSPGUIFCVJMEJOH-FUĚTIPQFUIBUUIF(SFFO
-PVOHFXJMMCFDPNFBWFOVFPGWJCSBOUFYDIBOHFTBOE
DPNNVOJDBUJPOGPSUIF%POHXIBGBNJMZ
그린 라운지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green_lounge

그린 라운지 오픈식 현장

최다도서기증. 동화홀딩스 PI팀 공일곤 사우

Venue of Open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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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회의실

핵심가치로 그린 공간

‘그린 라운지’의 모든 회의실 명칭은 동화의 핵심가치(Core

2층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마주치는 공간에는 핵심가치 활동의 사진들을 담아 전시해 두었다. 또한 ‘

Value)인 행복, 변화와 혁신, 신뢰, 인재중시, 윤리투명으로 구

스포트라이트 동화인’ 코너를 통해 한 달 동안 가장 주목 받은 동화인들의 사연과 사진을 전시하게 된

성되었다. 24인 기준의 대회의실 공간인 ‘Core Value’ 룸을 중

다. 아울러 2000년부터 진행한 동화의 사보들을 한눈에 보며 성장의 발자취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심으로 6개의 회의실은 ‘Happiness’, ‘Change’, ‘Innovation’,

도 마련하였다.

‘Trust’, ‘Talent’, ‘Integrity’ 룸으로 구성되었다.

Core Value Gallery
Core Value Conference Rooms

The space in front of the elevator on the second ﬂoor is adorned with photos showing

All six conference rooms of the Green Lounge were

core value activities. The “Spotlight” section features stories and photos of Dongwha

named after Dongwha’s core values – ‘Happiness’,

members who drew particular attention over the past month. Visitors can also view all

‘Change’, ‘Innovation’, ‘Trust’, ‘Talent’ and ‘Integrity’.

editions of the Dongwha journal, which has been published since 2000, and learn about

The largest room, ‘Core Value,’ can accommodate

the company’s growth.

about 24 people.
Core Value Gallery

Core Value Room

북카페
동화가족이라면 누구나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북카페는 총 다섯 가지 섹션

Green Lounge_ Book Caf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인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핵심가치 내재화 실천
도서인 ① ‘동화 필독서’ 코너 ② CEO와 임원이 직원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 ③ 직원 추천 도서 코너 ④ 신간 및 유명인사 추천 도서 코
너 ⑤ 자녀에게 유익한 추천 도서 코너로 이루어졌다.

Book Café
Any Dongwha employee can borrow books from the book
cafe, which consists of ﬁve sections: a “must-read” section
featuring books on how to implement the core values; books
recommended by CEOs and executives; books recommended by
employees; newly published books and those recommended by
famous people; and books for children.

도서 이용 안내
여의도 : 사원증과 함께 대출열람서 기록 후 직접 대출
타지역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greenlounge@dongwha-mh.com)
* 서울 이외의 지역은 행랑을 통해 전달 (대출기간에서 제외)
신간도서 대출 : 하루 1인 1권 대출 가능 (대출기간 7일)
신간도서 외 : 하루 1인 2권 대출 가능 (대출기간 14일)
*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사원은 대출 제한
동화직원뿐 아니라, 동화 임직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린 라운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green_lounge)에 방
문하시어 필요 서적에 댓글로 신청희망(동화직원과의 관계/직원부서/필요
서적권)을 달아주시면, 그린 라운지에서 확인 후, 직원을 통해 도서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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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Happiness

2011년 11월에는 개인, 가족 그리고 동화의 성장과
함께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포상이 실시되었다. 동
화와 함께한 근속년수가 10, 15, 20, 25년에 해당되
는 사우들에게 포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혹은 제주여
행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 중 15명의 사우가 제주여
행을 택해 2박3일 동안의 달콤한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더구나 올해 이들이 떠난 제주도는 연말에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베트남의 하롱베이’ 등과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불가사의)’으로 선정되어
2011년을 마무리하는 이들의 추억에 의미를 더했다.
In November 2011, Dongwha’s long-service
employees received awards for their hard
work.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10,
15, 20 and 25 years were offered either to
accumulate miles or take a trip to Jeju Island.
Fifteen employees chose to take three-day
family trips to Jeju Island. Their trip wa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n 2011 Jeju
was chosen as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along with the Iguazu Falls
of Brazil and Halong Bay of Vietnam.

‘세계 7대 경관’ 제주와 함께한 달콤한 2박3일

Three-day Trip on One of World’s 7 New Wonders,

Jeju Island

제주 한라산 용암이 만들어 낸 절경 ‘주상 절리대’

Jusang jeollidae, a volcanic vista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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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기 사우의 가족 (Park Chen-ki’s Family)

주상 절리대

올레길 탐험 7코스

Jusang jeollidae of Jeju

Route 7 of Jeju Island’s “olle” trails
석부작 테마파크: 대성목재, 장기 근속 동화가족

Seokbujak Theme Park : Daesung Wood – Long-term employees

1

st

Day

처음 혹은 오랜만의 설렘으로 모인 출발 전, 공항의 풍경은 오래 호흡을 맞춰온 동료들과의 여행에 그야
말로 핏줄로 함께한 대가족 여행을 떠올릴 만큼 화목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놓칠세라, 공항에
서의 기념촬영 후 곧바로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며 2박3일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겨울로 향하는 날씨에
싸늘한 기운이 가득했던 11월이었지만, 도착한 제주는 벌써 따뜻한 봄이 온 마냥 따스했다.
1일차 여행은 한라산 용암이 만들어 낸 절경 ‘주상 절리대’ 와 서귀포 외돌개지역을 볼 수 있는 올레길 탐
험 7코스, 그리고 돌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석부작이 모여 있는 ‘석부작 테마파크’ 관람으로 진행되었고
제주도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8IFOUIFFNQMPZFFTBOEUIFJSGBNJMJFTHBUIFSFEBUUIFBJSQPSUQSJPSUPEFQBSUVSF UIFZMPPLFE
MJLF POF CJH GBNJMZ 5IFZ UPPL QIPUPT UPHFUIFS CFGPSF FNCBSLJOH PO UIFJS UISFFEBZ USJQ
8IFOUIFZBSSJWFEJO+FKV UIFJTMBOEXFMDPNFEUIFNXJUIUIFXBSNTQSJOHXFBUIFS FWFO
UIPVHIJUXBTTUJMM/PWFNCFS
0OUIFGJSTUEBZPGUIFUSJQ UIFGBNJMJFTUPVSFEUIFQJMMBSTIBQFENPVOUBJOQPJOUT+VTBOH+FPM
MJEBF UIFSPVUFPGUIF+FKVĜPMMFĝUSBJMTGSPNXIJDIUIFZTBX4FPHXVJQPBOE%PMHBF BOEUIF
4FPLCVKBL5IFNF1BSL XIJDITIPXDBTFTBSUXPSLTNBEFPGSPD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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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d

Day

2일차 여행은 아름다움에 놀라고 그 놀라움에 감동을 한다는 우도 여행과 성산 일출봉 관광, 그리고 드
라마 <올인>으로 관광명소가 된 섭지코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의 제주는 때론 거센
바람으로 때론 초여름을 연상케 하는 포근함으로 다가왔다. 변덕스럽게 변한 날씨 탓에 지칠 법도 하였

동화기업 _ 장기 근속 동화가족

(Dongwha Enterprise – Long-term employees)

지만, 모든 가족들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운지 좀 더 많은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0OEBZUXP UIFGBNJMJFTWJTJUFEUIFTDFOJD4FPOHTBOJMDIVMCPOH BNVTUTFFGPSBMMUPVSJTUT
5IFO UIFZUSBWFMFEUP6EP*TMBOEBOE4FPQKJLPKJ XIFSFUIF57ESBNBĜ"MM*OĝXBTGJMNFE
+FKVXFMDPNFEUIFHVFTUTXJUIJUTTUSPOHXJOEBOEXBSNZFUDBQSJDJPVTXFBUIFSSFNJOJTDFOU
PGBOFBSMZTVNNFS%FTQJUFUIFJSUJHIUUSBWFMJOHTDIFEVMF UIFGBNJMJFTUSJFEUPNBLFUIFCFTU
PGUIFJSKPVSOFZCZWJTJUJOHBTNBOZQMBDFTBTQPTTJCMF

정선모,김명화 부부 & 김정복,남선애 부부

김두화,강영숙 부부 & 엄문섭,신영옥 부부

공은화,임유정 부부
엄문섭, 신영옥 부부

동화기업 김식 사우의 가족

3

rd

김기섭,
장해심 부부

유성진 사우의 가족

김정복,
남선애 부부

신승조,
김기선 부부

윤왕의,
추은영 부부

Day

2박3일의 마지막 일정은 한류열풍의 주역드라마인 <대장금>의 송악산을 둘러보고, 오설록 밭의 향긋한
차 향을 머금은 채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2박3일의 제주여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떠나지 못한 가족 여행이었기에⋯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맞춰온 가족과 같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여행이었기에⋯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다.

0OUIFGJOBMEBZPGUIFJSUSJQ UIFGBNJMJFTWJTJUFE.PVOU4POHBL XIFSFUIF57ESBNBĜ+FXFM
JOUIF1BMBDFĝXBTGJMNFE5IFSF UIFZFOKPZFEUIFGSBHSBODFPGHSFFOUFB&WFONPSFUIBOB
NPOUIBGUFSUIFUSJQ UIFGBNJMJFTTUJMMWJWJEMZSFNFNCFSJUCFDBVTFJUCSPVHIUUPHFUIFSGBNJMJFT
BOEDPXPSLFSTBOEIFMQFEUIFNDSFBUFVOGPSHFUUBCMFNFNPSJ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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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Trust

“주말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준
직원에게 감동했죠”
Service that Moves Customers’ Hearts
동화SFC하우징 박창배 대표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직원의 남다른 배려에 감동한 고객이 또박또박 정성들여 직접 쓴 편지였다.
DONGWHA SFC HOUSING’s CEO Park Chang-bae received a letter.
It was sent by a customer who wrote that he was impressed by services provided a Dongwha employee.

동화SFC하우징 정창기 소장과 고객 장상용님

Dongwha SFC Housing Director Chung Chang-ki
and customer Chang Sang-yong

주말에 보일러 고장으로 발 동동

Timely service despite the weekend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거주하는 장상용(70세)·임순채(64세) 고객의 집을 찾은 날은 유난히도

*UXBTBDPME XJOEZEBZXIFOXFWJTJUFEUIFIPVTFPG$IBOH4BOHZPOH  BOEIJTXJGF-JN4VODIBF  GSPN

바람이 매서웠다. 추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직접 보낸 감사 편

:POHJO (ZFPOHHJ1SPWJODF#VUVOMJLFUIFJDZXFBUIFSPVUTJEF UIFIPVTFPGUIJTFMEFSMZDPVQMFXBTXBSN5IFIVT

지가 동화가족들에게 큰 이슈가 됐고, 이 사연을 접한 승명호 회장이 직접 댓글을 남겨 격려했다고 전하니

CBOEBOEXJGFXFSFIBQQZUPIFBSUIBUUIFJSMFUUFSNBEFIFBEMJOFTBNPOH%POHXIBFNQMPZFFTBOEUIBU$&04FVOH

노부부의 얼굴에 금세 환한 웃음꽃이 핀다. 부부의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바로 동화SFC하우징 공사관리팀

.ZVOHIPQFSTPOBMMZXSPUFBNFTTBHFPGFODPVSBHFNFOU5IFMFUUFSBEESFTTFE+VOH$IBOHLFFGSPN%0/(8)"

의 정창기 현장소장. 노부부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연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보일러실에 내려간 임순채 고객은 바닥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
랐다. 보일러관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던 것. 아들에게 몇 시간 동안 물을 퍼내게 한 후 보일러 가
동을 중단했다. 물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돼 꼼짝없이 추위에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급한 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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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ĚT$POTUSVDUJPO.BOBHFNFOU5FBN5IFFMEFSMZDPVQMFFYQSFTTFEHSBUJUVEFUPIJNGPSIFMQJOHGJY
UIFJSCPJMFS XIJDICSPLFPOB/PWFNCFS4BUVSEBZ
#BDLUIFO .ST-JNGPVOEXBUFSPOUIFGMPPSPGUIFCPJMFSSPPNJOIFSIPVTF5IFXBUFSXBTMFBLJOHGSPNBCPJMFS
QJQF4IFIBEIFSTPOSFNPWFUIFXBUFS XIJDIUPPLIJNTFWFSBMIPVST5IFGBNJMZIBEUPUVSOPGGUIFCPJMFSBOE
TQFOEUIFEBZXJUIPVUXBSNXBUFSBOEIFBUJOH TIJWFSJOHJOUIFDPME5IFZDPOUBDUFEBMPDBMUFDIOJDJBOCVUIFTBJE

네 설비업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월요일에나 방문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IFDPVMEWJTJUUIFNOPFBSMJFSUIBO.POEBZ

“일요일에는 다들 쉬잖아요.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춥고 물도 안 나와

Ĝ/PCPEZXPSLTPO4VOEBZ/PCPEZXBOUFEUPDPNFBOEIFMQVT FWFOXIFOXFTBJEUIBUFMEFSMZQFPQMFXFSFTIJW

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늦은 저녁에 정창기 소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평소 고객

FSJOHJOUIFDPME*UXBTWFSZDPMEBOEXFIBEOPBDDFTTUPUBQXBUFS*EFDJEFEUPDBMM.S+VOHMBUFJOUIFFWFOJOH

을 대하는 태도나 언행이 늘 공손한 데다 항상 모범적으로 A/S를 해주시던 분이라, 다른 현장으로 가셨는

)FBMXBZTUSFBUTIJTDVTUPNFSTJOBQPMJUFXBZBOEQSPWJEFTFYFNQMBSTFSWJDFT)FXBTUIFGJSTUUPDPNFUPNZNJOE

데도 가장 먼저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설명했더니 다음날 설비업자를 보내거나 본인이 오

JOUIBUEFTQFSBUFTJUVBUJPO"GUFSIFBSJOHNZTUPSZ IFTBJEIFXPVMEFJUIFSTFOETPNFPOFPSWJTJUVTQFSTPOBMMZUIF

겠다고 해 마음을 놓았지요.”

GPMMPXJOHEBZ*GFMUSFMJFWFE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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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고객을 녹이다
다음날인 일요일에 정창기 현장소장이 부부의 집을 찾았다. 주말부부인 데다 김장을 하
는 날이었지만 만사 제쳐두고 영종도에서 2시간 30분을 달려 고객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저수지 인근이라 다른 지역보다 춥고 한갓져요. 날도 점점 추
워져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전날 고객님의 전화를 받은 후 이 동네 설비업자에게 긴급하게
수리를 요청드렸고, 제가 혹시 도움 드릴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작 설비하시는
분께서 오시지 않아 제가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노부부는 한달음에 와준 정 소장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덩치 큰 사람은 들
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작업환경에서 보일러 전문가도 아닌 그가 오후 내내 땀 흘리며
수리하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게다가 정 소장은 주말이라 교체할 자재를 구
하기가 어려웠는지 여러 차례 차를 끌고 인근 시장을 오가는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수고비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받을 분도 아니고, 고마운 마음에 촌부가 편지 한 장 썼지요.
요새 이런 젊은이가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라도 격려를 하면 다른 직원들
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어요?”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정창기 소장과 그런 그의 진심을 알아준 장상용·임순채 고객
의 인연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Employees’ warm hearts melting customers’ hearts
0O4VOEBZ .S+VOHWJTJUFEUIFDPVQMFĚTIPVTF*UXBTUIFEBZXIFOIFGJOBMMZ
SFVOJUFEXJUIIJTXJGFBGUFSTQFOEJOHXPSLEBZTJOBEJGGFSFOUBSFBBOEBMTPUIFEBZ
XIFOIJTGBNJMZNBEFLJNDIJGPSXJOUFS/POFUIFMFTT IFQPTUQPOFEFWFSZUIJOH
BOEESPWFUXPBOEBIBMGIPVSTUPWJTJUUIFDVTUPNFST
Ĝ5IFBSFBXIFSFUIJTDPVQMFMJWFTJTDPMECFDBVTFJUĚTMPDBUFEOFBSBSFTFSWPJS*
XBT XPSSJFE CFDBVTF JU XBT HFUUJOH DPMEFS CZ UIF EBZ * SFRVFTUFE B UFDIOJDJBO
GSPNUIFDPVQMFĚTBSFBUPIFMQUIFNBGUFSSFDFJWJOHUIFJSDBMM BOE*EFDJEFEUPWJTJU
UIFNQFSTPOBMMZUPPGGFSNZIFMQ5IFUFDIOJDJBOOFWFSTIPXFEVQ TP*FOEFEVQ
SFQBJSJOHUIFCSPLFOCPJMFSPONZPXO ĝTBZT.S+VOH5IFFMEFSMZDPVQMFTBZT
UIFZXFSFWFSZUIBOLGVMUP.S+VOHGPSWJTJUJOHBOEIFMQJOHUIFNXJUIPVUBEFMBZ
5IFZXFSFNPWFEUPTFFIJNXPSLJOHIBSEJOUIFTNBMMCPJMFSSPPNUIFXIPMF
BGUFSOPPO FWFOUIPVHIIFJTOPUBCPJMFSFYQFSU)FFWFOESPWFTFWFSBMUJNFTUP
OFBSCZTUPSFTUPCVZSFQMBDJOHNBUFSJBMT XIJDIXFSFIBSEUPGJOECFDBVTFJUXBT
BXFFLFOE
Ĝ8FXBOUFEUPQBZIJNGPSIJTTFSWJDFT CVUIFXPVMEOĚUBDDFQUUIFNPOFZ4P
XFEFDJEFEUPXSJUFBMFUUFSUPFYQSFTTPVSUIBOLT:PVOHQFPQMFMJLFIJNBSFJO
TIPSUTVQQMZUIFTFEBZT8FIPQFUIBUUIJTMFUUFSXJMMFODPVSBHFIJNBOETFUBHPPE
FYBNQMFGPSBMMPGZPVSFNQMPZFFT ĝSFBEUIFMFUUFS
8FIPQFUIBUUIFCPOECFUXFFO.S+VOHBOEUIFFMEFSMZDPVQMFXJMMMBTUGPSB
MPOHUJNFBGUFSUIJTIFBSUNPWJOHFYQFSJFO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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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Respect
for Talent

더 힘차게 더 우렁차게 “우리는 신입사원이다”
입사 후, 누구보다 다사다난했을 신입사원들의 한 해가 지나갔다.
1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을까. 그들의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들어봤다.
It has been a year since new Dongwha employees joined the company.
How have their lives changed after such an eventful year?

We Are
Rookies!

지난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김포 효원 연수원에서 열린 ‘신입사원 리프레시(refresh) 과정’에 2010년 대졸 신입사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세운 비전을 점검하고 향후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동화의 비전 및 인재상에 대한 ‘사내특강’과 입사 후 비전과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비전 돌아보기’를 비롯해 비전 실천계획 수립, 친교의 마당, 조직활성화 과정 등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동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히고, “교육을
받고 나면 항상 업무에 큰 도움을 받는다”며 이런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길 희망했다.

8FTQPLFUPOJOFPGUIFNBCPVUUIFJSHPBMTBOEEFUFSNJOBUJPOBUBUSBJOJOHTFTTJPOFOUJUMFEĜ3FGSFTI ĝXIJDI
XBTIFME%FDFNCFSMBTUZFBSBUUIF)ZPXPO5SBJOJOH$FOUFSJO(JNQP5IFUSBJOFFTUPPLBMPPLBU
UIFQBTUPOFZFBSBOEEFWJTFEQMBOTUPBDIJFWFUIFJSHPBMT5IFZBMTPUPPLBOJOIPVTFMFDUVSFPO%POH
XIBĚTWJTJPOBOEQFSTPOOFMTUBOEBSET BOEQBSUJDJQBUFEJOBDUJWJUJFTEFTJHOFEUPJNQSPWFUIFJSQMBOOJOH
동화의 뜨거운 열정, 신입사원 리프레시 과정

“Refresh” session for new employees
좌로부터 윗열 - 노하얀, 김미현, 이승준, 임지수, 이정원, 김종국, 김윤근 사우 / 아랫열 - 박선용, 장원석 사우

72

TLJMMTUPIFMQBDIJFWFHPBMT CPOEXJUIPOFBOPUIFSBOEJNQSPWFUIFJSPSHBOJ[BUJPO5IFUSBJOFFTTBJEJU
XBTBWBMVBCMFPQQPSUVOJUZUPMPPLCBDLPOUIFNTFMWFTBOECPOEXJUIUIFJSDPXPSLF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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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보드화학팀
김미현 사우
Kim Mi-hyun,
Dongwha Enterprise

“올해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
조직이 바뀌고 부서를 옮기게 되면서 입사 시 세웠던 비전과 지금의 비전은 많이 바뀌었습니

“많이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펀지 같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다. 올해는 업무 파악 이외에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더 큰 비전

지난 1년간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세운 목표

을 두었습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리를 잡아가는 1년이 될 것 같아요.

중 하나인 ‘빠른 업무 습득으로 제 업무를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고 리드해갈 수 있는 사람

올해는 크게 세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업무적인 면을 보면, 전공인 기초화학 지식을

이 되자’는 비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쁩니다.

살려서 기술들을 문서화하고 확립해나가는 한편, 특허나 논문 등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있어서 제가 세운 비전은 바로 “Best Partner For you”입니다. 올해 2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체력 증진인데요, 주변에서 체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

월에 해외 뉴질랜드 DPN(DONGWHA PATINNA NZ)의 ‘Finance staff’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더라고요(웃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으려고요. 마

되었습니다. 아직은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생활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을 것이라

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는 잠자기 전에 조용히 명상하고 하루를 돌

예상되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DPN, 나아가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사

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람이 되는 ‘Best Partner’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you’는 바로 이 글을 읽게 되실

DPN/Finance팀
임지수 사우
Lim Ji-soo,
Dongwha Patinna NZ

여러분입니다. 올 한해,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더 잘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빠르게 적응해 갈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Growing into a helpful team member”
My initial goals changed a lot since I was transferred to another department.

“A sponge-like employee
who learns fast and adapts quickly”

This year, I want to become a helpful member of my team by doing something

Over the past one year I have learned many things and had little time for myself.

new and more creative. This year, I will focus on increasing my contribution to

Thanks to that, I have produced quite satisfactory results with regard to one of

the team.

my goals, which was to learn my work duties fast and be able to explain them

I have three goals for 2012. First off, I will draft papers with regard to technology

to others.

using my expertise in basic chemistry and ﬁnd academic theses and patents

My career goal is to become “the best partner for you.” In February, I will be

that can be applied. Secondly, I will boost my physical strength, because I am

dispatched to Dongwha Patinna in New Zealand as ﬁnancial staff. Adapting

often told that I look weak (laughs). I will exercise regularly and eat healthily.

to life in a foreign country and facing a language barrier will be a challenge,

Finally, I will try to regain my peace of mind by meditating and reviewing my day

but I will work hard to become “the best partner for you” and contribute to the

before going to bed at night.

development of DPN and Dongwha as a whole. By “you” I mean everyone who
is reading this now. This year, I want to become a sponge-like man who does his
best and learns and adapts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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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전략기획팀
이정원 사우
Lee Jung-won,
Dongwha Enterprise

“업무 이해도와 외국어 능력 향상이 우선”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죠!”

입사 당시에는 연구 분야로 비전을 세웠었는데, 현재는 전략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

지난해 4월에 입사해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제게는 이번 교육이 입사 후

들보다 먼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교육입니다. 그동안 회사 업무로 바빠서 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워

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저희 제품이 어떻게 하면 더욱 잘 판매되

크숍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고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해 제게 큰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화홀딩스에 입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

올해 저의 비전은 우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

는 6월에 결혼한 거죠. 회사에서 원하는 저와 가정에서 원하는 저의 모습에 부응하기가 마음

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1월 초부터 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통해 기본

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죠?(웃음)

적인 지식을 쌓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그간 미뤄왔던 외국어 능력 향

저의 비전은 회사의 IT적인 상황들을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고의 IT서비스를 제

상 등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제는 신입사원이

공하고, 나아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라는 타이틀이 다소 쑥스럽네요. 지난 1년 동안 쉽게 혹은 어렵게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쌓

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많은 것

아서 올해는 그것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부족하지만 저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선임들과 함께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동화홀딩스 IT운영팀
박선용 사우
Park Sun-yong,
Dongwha Holdings

는 후임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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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my duties and
improving foreign language skills”

“Catching two bunnies: work and family life”

When I just joined Dongwha, I set my goal at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becoming a member of the Dongwha family. I had little time so far to look back

now I work at the Strategic Planning Team. I was lucky to receive this valuable

on myself because of the busy work schedule. But this workshop was a good

opportunity ahead of others, but I have to apply more effort to keep my job.

opportunity to do that.

My current concern is how to make my company’s products more popular and

Two big events occurred in my life last year. One of them was joining Dongwha,

appealing to customers.

and the other one was getting married in June. Living up to my standards as an

This year, I want to improve my understanding of my work duties, as I lack

employee and a husband has been a big challenge for me, but I will continue

professional knowledge on what my team does. First off, I will receive training

doing my best.(laughs)

starting in January to acquire basic knowledge about my work duties. I will also

My goal is to provide top-notch IT services and become a good business partner.

work on my foreign language skills after postponing it for a long time. The title

I will strive to fulﬁll my role and become a helpful member of my workplace. I

of a “rookie” sounds embarrassing to me now. This year, I want to make the best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I want to produce a synergistic effect with my

use of my experience that I have gained over the past one year.

coworkers by making the best use of my strengths.

I joined Dongwha in April last year. This is my ﬁrst in-house training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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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Change and
Innovation

대한민국 자동차사업의 변화와 혁신!

우리가 이끈다
Revolutionizing Korea’s Auto Industry

지난해 엠파크를 통해 사업의 초석을 다진 동화오토앤비즈가 신년맞이 새 각오를 다지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자리에 모인 임직원들은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둬 동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그 현장을 함께한다.
Dongwha Auto & Biz, which made a jumpstart last year by opening M-Park, held a workshop to make New Year resolutions.
The company’s executives and employees made a pledge to make Auto&Biz Dongwha’s new growth engine.

동화오토앤비즈는 지난 1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강화도 한 펜션

)FMEPO+BOVBSZJOBSFUSFBUDPUUBHF

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오토앤비즈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이번 워

PO(BOHIXB*TMBOE UIFXPSLTIPQXBTBU

크숍은 올 한 해의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구성원 간 팀워크를 다지

UFOEFE CZ BMM "VUP#J[ FNQMPZFFT  XIP

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오후 1시께 행사장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TIBSFE UIJT ZFBSĚT CVTJOFTT HPBMT BOE CPM

팀별 족구대회로 1박2일 여정의 몸을 풀었다. 정대원 대표를 비
롯해 참여 임직원들은 추위도 잊은 채 오랜만의 야외활동을 즐기
며 끈끈한 동료애를 나눴다.
이어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오토앤비즈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함께

TUFSFE UIFJS UFBNXPSL 5IF QBSUJDJQBOUT 
JODMVEJOH $&0 $IVOH %BFXPO  BSSJWFE
BU UIF SFUSFBU PO UIF BGUFSOPPO PG +BOVBSZ
 BOE QMBZFE GPPUCBMM %FTQJUF UIF DIJMMZ
XFBUIFS UIFZFOKPZFEUIFJSUJNFPVUEPPST
"USFDSFBUJPOUJNF UIFQBSUJDJQBOUTTIPVUFE

외친 이들은 모든 게임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

CVTJOFTT TMPHBOT BOE QMBZFE HBNFT 5IFO 

거운 한때를 보냈다.

FBDI UFBN BOOPVODFE JUT #4$ UBTLT BOE

동화오토앤비즈 2012년 팀별 BSC 실행과제를 공유하는 자리

TUSBUFHJFT GPS  $&0 $IVOH EJTDVTTFE

에서는 2012년 ‘대팀제’에 대한 설명 후, 각 팀장들이 나와 올해

CVTJOFTT HPBMT BOE TUSBUFHJFT XJUI UIF FN

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정대원 대표가 동화

QMPZFFT)FTBJEUIBUFBDIUFBNĚTHPBMTIBE

오토앤비즈 전략맵과 경영목표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CFFO NPEJGJFE JO MJOF XJUI UIF DPNQBOZĚT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2012년에 대팀제에 따라 새롭
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각 팀별 목표와 실행과제들이 수정됐다”며
“각 팀장들은 이에 대해 팀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직원들이 2012년의 목
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그간

PSHBOJ[BUJPOBMDIBOHFT)FTUSFTTFEUIFOFFE
GPSBMMUFBNMFBEFSTUPNBJOUBJODMPTFDPN
NVOJDBUJPOXJUIUIFJSUFBNNFNCFSTĜ&BDI
BOEFWFSZNFNCFSPGPVSPSHBOJ[BUJPONVTU
TUSJWFUPBDIJFWFPVSHPBMTGPS4PGBS 
XFIBWFIBEMJUUMFUJNFUPCPOECFDBVTFPG

바쁜 업무로 마음을 열고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워크숍

UIFUJHIUXPSLTDIFEVMF*IPQFUIBUUPEBZBMM

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PGVTXJMMIBWFGVO ĝTBJE.S$IVOH

78

대한민국 자동차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동화오토앤비즈!
Dongwha Auto&Biz, an innovator of Korea’s aut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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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정신으로 고객 지향적인 단지 조성할 터”
지난해에는 단지 내 상사 대표들 그리고 직원들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는 엠파크를 다른 단지와 차별화된 단지, 고객 지향적인 단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상사 대표와 딜러들의 협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팀의 구체적인 목표는 단지 내 알선 및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엠파크 내부

마케팅전략팀 노주영 팀장

의 상사 대표들과 종사원들에게 같은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허위매물 없고 성
능 좋은 차를 판매하는 고객 지향적인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사 대표들

Noh Joo-young, Marketing Strategy Team

이나 딜러들 모두가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다
양한 교육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동화오토앤비즈의 엠파크는 신성장
을 위한 플랫폼이며, 그러하기에 저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작
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업계에서 신화적 존재가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동화의 핵심 브랜드는 엠파크입니다”
지난해에 비즈니스의 본질을 안정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올해는 여타 중고차

“Becoming pioneers in creating
a customer-oriented auto park”

단지와 다른 엠파크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데 저희 팀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안
에는 상사도 있고 딜러도 있지만, 이 분야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다 보면 의외로 직접 엠

Last year the CEOs of ﬁrms based in M-Park shared many things with our
employees. We strive to make M-Park stand out from its rivals by constantly
improving our services. That is only possible when we collaborate closely
with the CEOs of ﬁrms and car dealers.
My team’s goal for this year is to eradicate unfair and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e park and sell only high-quality cars to meet customer needs. We will

파크를 접하시게 되는 고객의 영역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고차 단지는 상사
와 딜러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고 상사들이 어떻게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엠파크는 동화 안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다음 브랜드로서, 미래의 핵

propose this goal to all CEOs of the ﬁrms based in the park and will maintain

심 브랜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동화가족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입

close communication with them and provide training for them to help them

니다. 아울러 엠파크 단지 안에 있는 상사나 딜러들도 동화의 파트너이자 한 가족이 되

improve customer service. M-Park is a platform for growth, and it’s just the

어 비즈니스를 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엠파크 브랜드를 키우는데 역량을

beginning. We will keep renewing our determination and become pioneers

다하겠습니다.

in our industry.

“M-Park, Dongwha’s next core brand”
Last year, we focused on stabilizing our business. But this year, we will
focus on emphasizing M-Park’s advantages over its competitors. Our park
houses used car dealers and ﬁrms, but it is easy to overlook the importance
단지운영팀 길경철 팀장

of customers, who contact M-Park directly. Existing used car parks mostly

Kil Kyeong-cheol, Park Management Team

focus on their ﬁrms and dealers, failing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to
customers. But we will prioritize our customers’ values and help ﬁrms ﬁ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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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satisfy their customers.
M-Park will emerge as Dongwha’s next core brand that all Dongwha members
will be proud of. We will also make sure that all ﬁrms and dealers based in
M-Park take pride in being Dongwha’s partners and members of its big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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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팀 김인재 차장
Kim In-jae, Auction Team

자산관리팀 이진석 팀장

“카라이프 사업은 동화의 새로운 도전”
올해는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동화에서 진행 중인 카라이프 사업 중
자동차 경매사업을 안정적으로 런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만의 장점을 갖춘 동화 경매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경매 운영인력은 업무절차, 법규, 관행, 유사사례 분석 등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으로 중무장한 준 전문인 정도의 소양을 갖춰야 하기에 교육프로그램 개
발과 업무 매뉴얼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채널을 통하여 경매 차
량의 출품처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카라이프 사업은 동화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동차 경매사업은 소매와 수출 등 앞으
로 준비할 사업의 유통경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사업에 일조하게 된 것에 가
슴이 벅차고, 동화의 자동차 사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화오토앤비즈 파이팅!

“Car life business, Dongwha’s new challenge”
This year my goal is to stably launch Dongwha’s auto auction business by
displaying my abilities and expertise to the fullest. To that end, we must
ﬁrst of all build an auction system. We are currently developing a car
auction system that will stand apart from other similar systems. We are also
developing a training program and work manual because we need experts
who are equipped with knowledge as to how organize and manage auto
auctions in legal ways and analyze similar business cases. Finally, we must
secure the sources of auctioned cars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car life industry is Dongwha’s new challenge. The auto auction business
will play the role of a distribution channel for upcoming business areas, such
as retail sales and exports. I am thrilled at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Dongwha’s auto auction business and I will do my best to contribute to its
auto business. Go, Dongwha Auto&Biz!
좌측부터
이광례, 문소희, 정윤정, 황준현,
이준혁, 배찬호, 김남길, 정대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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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추위 녹인 동심의 하모니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A to Z

북카페 도서 소개

Fighting Winter Cold
with Warm Hearts

The Fundamentals of
Achieving Company Goals –
From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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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에서는 임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교양과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JHIUJOH8JOUFS$PMEXJUI8BSN)FBSUT

Dongwha presents its employees with opportunities to watch cultural performances to help them create a
happy workplace and achieve a happy family life. This time, the opportunity was given to employees who had
been commended by their coworkers. They watched a heart-warming Christmas performance.

변인재, 김주란, 서혜은 사우

이민지 사우와 친구

이제호 사우와 동생

이번 기회는 칭찬릴레이의 주인공들이 추위를 녹이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현장을 방문하였다 하여, 그 나들이 현장을 따라가 봤다.

남윤희 사우의 어머니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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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다 같이 공연을 보러 다니곤 했었는데,
이런 문화행사를 마련해줘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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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go watch concerts together from time to time.
Thanks to today’s concert,
we feel more proud of our work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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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সݾࢿ׳ਸਤೠ"UP;

Ӗ@ҕ߽ഐ ҕ߽ഐ҃োҳࣗࣗh҃ઁ߅ࢎ
#Z(POH#ZVOHIP 1I%JO&DPOPNJDT%JSFDUPSPG(POH#ZVOHIP3FTFBSDI*OTUJUVUF

5IF'VOEBNFOUBMTPG
"DIJFWJOH$PNQBOZ(PBMTm'SPN"UP;
기업은 성과다.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구성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의욕도 생기게 된
다. 따라서 기업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과업들 중에서 으뜸가는 일은 계획하는 목표를 마감 시간 내
에 깔끔하게 이뤄내는 일이다. 사실 불황과 같은 경기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외부 환경은 그저 주어진 것일 뿐 기업 구성원들의 책무는 어떤 상황에서든 계획하는 목표치를 합법
적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해 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A corporation is all about performance. Only when it is able to meet expectations can
it boost the morale of its employees and motivate them to do even better. Therefore,
the number one task for the employees is to accomplish their planned goals before
the deadline. It is a matter of fact that we can do little to chang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No matter how unfavorable external factors are, the employees’ responsibility is to accomplish their goals under any circumstances using legitimat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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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ഥ݃ٸӝೞݾחٜীೠҕхܳഋࢿೞӝਤ೧ଵоٜೣԋݾܳ߈ࠂ೧ࢲ৻חӝসٜਸ٘ޛ
ঋѱߊѼೡࣻݾࢿ׳ਸਤ೧׳ਸחઑݶۄযߨߑڃਵ۽ٚݾܳпੋदெҕਬೞחաܴߑߨਸы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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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UDMFBSHPBMTBOETUSFOHUIFOEFUFSNJOBUJPO
/PUTPMPOHBHP *WJTJUFEBDPNQBOZUIBUIBEGJOJTIFESFTUSVDUVSJOHBOENBEFBGSFTITUBSU5IFDPNQBOZsTIFBERVBSUFST
XFSF BEPSOFE XJUI TMPHBOT SFBEJOH  t8F XJMM NBLF JU IBQQFO XJUI UFOBDJUZu 5IFZ EFNPOTUSBUFE UIF FNQMPZFFTs
EFUFSNJOBUJPOBOEFGGPSUTUPBDIJFWFUIFJSHPBMT5IFSFJTOPEPVCUUIBUFWFOTJNQMFNFUIPETDBONPUJWBUFQFPQMFUP
BDDPNQMJTIUIFJSUBTLT5IFO IPXDBOXFTVDDFFEJOBDIJFWJOHPVSHPBMT 
'JSTUPGG UIFSFNVTUCFBDPOTFOTVTPOUIFOFDFTTJUZUPBDIJFWFHPBMT5IFSFBSFNBOZXBZTUPEPUIBU CVUGFXPG
UIFNBSFBTFGGFDUJWFBTSFQFBUFEMZTIPXJOHBOEUFMMJOHQFPQMFXIBUNVTUCFBUUBJOFE0OFPGUIFXBZTUPEPUIBUJTCZ
IBOHJOHVQQMBDBSETUIBUDMFBSMZTVNNBSJ[FUIFDPNQBOZsTHPBMT4IPVUJOHPVUHPBMSFMBUFETMPHBOTBUMBSHFHBUIFSJOHT
BMTPXPSLT4FFJOHBOEUBMLJOHBCPVUTPNFUIJOHSFQFBUFEMZJTBOFGGFDUJWFXBZUPSFNJOEFNQMPZFFTPGUIFHPBMTUPCF
BDIJFWFE*LOPXNBOZTVDDFTTGVMDPSQPSBUJPOTXIFSFFNQMPZFFTTIPVUPVUHPBMSFMBUFETMPHBOTBUFWFSZJNQPSUBOU
NFFUJOHUPSFBDIBDPOTFOTVT"OZDPNQBOZUIBUXBOUTUPBDIJFWFJUTHPBMTNVTUIBWFJUTPXOXBZPGDMBSJGZJOHBOE
TIBSJOH HPBMT 6TJOH WJEFP NBUFSJBMT BOE SFDJUJOH TMPHBOT UP TUSFOHUIFO FNQMPZFFTs EFUFSNJOBUJPO BSF BNPOH UIF
BMUFSOBUJWFTUIBUDBOCFVTFECZDPNQBOJ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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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FSFNVOFSBUJPO SFDPHOJUJPO UIFSJHIUBNPVOUPGUFOTJPOBOETVDDFTTGVMFYQFSJFO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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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BVTFJUJTVQUPQFPQMFXIFUIFSUIFJSHPBMTXJMMCFBDIJFWFEPSOPU FNQMPZFFTNVTUCFTUSPOHMZEFUFSNJOFEUPEP

*UJTJNQPTTJCMFUPNFFUBOEFWFOFYDFFEFYQFDUBUJPOTCZVTJOHPME GBNJMJBSNFUIPET8PSLJOHMFWFMFNQMPZFFT SFHBSEMFTT

UIFJSCFTU5IFZDBOVTFFJUIFSEFGFOTFPSBUUBDL%FGFOTFSFGFSTUPTUJNVMBUJOHQFPQMFUPPWFSDPNFIBSETIJQTUIBUUIFJS

PGEJWJTJPO CFJUTBMFT NBOBHFNFOUPSQSPEVDUJPO NVTUCFBCMFUPDPNFVQXJUIFGGFDUJWFTPMVUJPOT&YFDVUJWFTQMBZB

DPNQBOZJTGBDJOHCZWJFXJOHUIFNBTBDSJTJT"UUBDLSFGFSTUPNPUJWBUJOHQFPQMFUPBJNIJHIFSJOBCJEUPCSFBLFYJTUJOH

DSVDJBMSPMFJOUIJTQSPDFTT5IFZNVTULOPXIPXUPJOEVDFOPWFM DSFBUJWFJEFBTGSPNFNQMPZFFT5IFZNVTUNPUJWBUF

SFDPSETBOEBDIJFWFOFXGFBUT#PUINFUIPETSFRVJSFJOGPSNBUJPOTIBSJOHBOETNPPUIDPNNVOJDBUJPO8IFOIPMEJOH

UIFJSFNQMPZFFTUPTVCNJUGFBTJCMFJEFBTBOEVTFEJWFSTFUPPMTUPBMMPXUIFDPOUSJCVUPSTPGHPPEJEFBTUPSFDFJWFTVGGJDJFOU

CVTJOFTTNFFUJOHT UIF$&0NVTUTIBSFJOGPSNBUJPOBOEVSHFBMMIJTPSIFSFNQMPZFFTUPDPMMBCPSBUFUPQSPEVDFCFUUFS

SFDPHOJUJPOGSPNUIFJSPSHBOJ[BUJPO1FPQMFUFOEUPBDUJOBDDPSEBODFXJUIUIFDPNQFOTBUJPOUIFZSFDFJWF#VUPOUIF

SFTVMUT5IFSFJTBCJHEJGGFSFODFCFUXFFOXIFUIFSJUJTEPOFQFSTPOBMMZCZUIF$&0PSTPNFPOFFMTF3BUIFSUIBOKVTU

PUIFSIBOE UIFZBMTPBDUJOBDDPSEBODFXJUISFDPHOJUJPOUIBUUIFZSFDFJWF5IFSFGPSF UIFSFNVTUCFEJWFSTFXBZTUP

TIBSJOHJOGPSNBUJPO UIF$&0TIPVMEFODPVSBHFIJTPSIFSFNQMPZFFTUPJNQMFNFOUDIBOHFBOEJOOPWBUJPO

DPNQFOTBUFBOESFDPHOJ[FUIPTFXIPTVCNJUIFMQGVMJEFBTUPUIFJSPSHBOJ[BU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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ਵ۽ӝসޙചݒبਃೠೡਸೠनद नҊё न࢚ಿਸ҅ࣘ೧ࢲٜ݅যղ۰חपनաبनઑҔ
Ҕীߓয۾بೣԋ֢۱೧ঠೠۈ߄ೠӝসޙചٜܳ݅যղחؘחয়ےदрѦܻ݅ࣚऔѱࢎਊೡࣻחજߑ
ߨਵݾ۽ࢿ׳ਸਤೠ೯زӏਯਸٜ݅যࢲഝਊೞػݶӒѪߑੌبਵח٘݅۽Ѫইۄפೣԋܳݽইࢲٜ݅য
ࠁחѪببؼѪ

" DPNQBOZsT DPSQPSBUF DVMUVSF BMTP QMBZT B CJH SPMF "MM NFNCFST PG B DPNQBOZ NVTU DPMMBCPSBUF BOE SJTF UP OFX
DIBMMFOHFTUPVOFBSUIOFXNBSLFUTBOEDVTUPNFSTBOEEFWFMPQOFXQSPEVDUT*UUBLFTBMPOHUJNFUPFTUBCMJTIBEFTJSBCMF
DPSQPSBUFDVMUVSF5PTUBSUXJUI EFWJTFSVMFTUPIFMQFNQMPZFFTBDIJFWFHPBMTVTJOHFBTZUPPMT#VUSBUIFSUIBOEPJOHJUPO
ZPVSPXO NBLFTVSFUPEJTDVTTUIFSVMFTXJUIZPVSDPMMFBHVFT
ӓबೠࠛടҗэਤӝ࢚ടীࢲബҗਵݾ۽ࢿ׳ਸਗೠ ݶоמೠ݃хदрਸѹࠁחѪ
بѱبؼѪӒ۞פөࠁా݃ࠁٸхदрਸૣѱইࢲҳੋݾܳઁदೞҊ
ܳࢿ׳ೞӝਤ೧ઑ൨ਸݽਸࣻযঠೠٜ݅যࢿחҗীۄٮਗੋਸݶ࠙ࢳೞҊ
ࣘਵ۽ѐࢶ଼ਸ݃۲ೣਵॄ۽ઑҳࢿਗٜীѱೠӟ߅хਸઁदೡࣻਸࡺ݅ইۄפഄन
ੋઁޙ೧ߨਸٜ݅যղبؘחബҗܳਸࣻਸѪ
ૣदрউীҳੋݾܳ୶ҳೣਵॄ۽Ѣࣻلژחೠоഌఖҳࢿਗٜоࢿؘҕ҃
ਸѢۈࢎחفٜטযաѱࢎחػपఀೠࢿҗоইפ؊بۄഅউҗઁܳఋѐೣਵॄ۽
ݾࢿ׳ীبਸળࢎ۹оܳݶӓਵ۽ഝਊೡࣻযঠೠӒ۠ࢿҕࢎ۹ٜܳ݅য
մѐੋաٜੋ߉ਸࣻחҳܳदெષҗزदীٜࢿҕࢎ۹оࢎਵ۽ഛ
֢۾بغ۱೧ঠೠ۽࢜ۆۈࢎ೧ߨਸਊೡ࠙ࠗחٸr۠ߑߨాೡࣻਸөsחۄ
ഥхਸ٘۞ղѱػӒؘ۠оөܐزחٜࢿҕ҃rաب؊֢۱ೞ࠙ݶજࢿҗ
ܳյࣻѷҳաsࢤחۄпٜѱٜ݅যળݾࢲۄٮࢿ׳ਸਤ೧Ҋबೞۈࢎחٜݶۄࢿ
җоইפ؊بۄӝઓࢿҗ৬ର߹ࢿػҗоܳݶӓਵ۽ҕਬೞҊഛೣਵॄ۽ҳࢿਗ
ٜীѱݾࢿ׳ਸਤೠഝ۱ਸઁҕೡࣻযঠೠ

*G ZPV XBOU UP BDIJFWF HPBMT BNJE IBSTI FDPOPNJD DPOEJUJPOT  TPNFUJNFT TIPSUFOJOH UIF
EFBEMJOFBMTPIFMQTBMPU4PTFUBTIPSUFSEFBEMJOFUIBOVTVBMBOETFUDPODSFUFHPBMT5IFO 
JOTQJSF ZPVS DPXPSLFST UP DPMMBCPSBUF UP BDIJFWF UIF HPBMT #Z UIPSPVHIMZ BOBMZ[JOH UIF
SFBTPOTPGQSPEVDFESFTVMUTBOEEFWJTJOHNFBTVSFTUPJNQSPWFUIFDVSSFOUTJUVBUJPOZPVDBO
DSFBUFUIFSJHIUBNPVOUPGUFOTJPOJOUIFPSHBOJ[BUJPOBOEDPNFVQXJUICFUUFSTPMVUJPOT
#ZQVSTJOHDPODSFUFHPBMTJOBTIPSUQFSJPEPGUJNFZPVDBOPCUBJOPOFNPSFCFOFGJUmNPSF
QFPQMF XJUI B TVDDFTTGVM FYQFSJFODF .BLF UIF CFTU VTF PG TVDDFTT TUPSJFT  SFHBSEMFTT PG
UIFJSJNQPSUBODF BTMPOHBTUIFZDBODPOUSJCVUFUPBDIJFWJOHZPVSUBSHFUT5SZUPTBUJTGZUIF
EFTJSF PG JOEJWJEVBMT BOE UFBNT UIBU DPOUSJCVUF UIFJS TVDDFTT TUPSJFT XIJMF BMTP QVCMJDJ[JOH
UIFJSTVDDFTTGVMFYQFSJFODFJOUIFPSHBOJ[BUJPO1FPQMFUFOEUPRVFTUJPOOFXUIJOHT#VUUIFJS
DPXPSLFSTsFYQFSJFODFNBLFTUIFNCFMJFWFUIBUUIFZ UPP DBOQSPEVDFHPPESFTVMUTJGUIFZ
XPSLIBSEFS5IFSFGPSF JGZPVBSFFBHFSUPBDIJFWFZPVSHPBMT NPUJWBUFZPVSDPXPSLFSTUP
DPMMBCPSBUFCZTIBSJOHBOEQVCMJDJ[JOHUIFNPTUOPUFXPSUIZGFBUTPGZPVSDPMMFBHV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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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ಕࣗࢲبѐ
이번 코너에서는 2012년 1월 6일 여의도 사옥 2층에 새롭게 오픈한 그린 라운지 북카페에

❹

❷

❶

소장된 도서들을 소개한다. 북카페 소장 도서들은 동화 직원들이 직접 기증하고 추천해주신
도서들로 ❶ 신간서적 ❷ CEO 및 임원 추천서 ❸ 직원 추천서 ❹ 동화 필독서로 크게 네 가

❸

지의 섹션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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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ࠁաزޖചחৈ۞࠙ࢎیਸݡҊפۉ
(SFFO%POHXIBJTOPVSJTIFECZZPVSMP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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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
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
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
로 신청해 주세요. 팀 혹은 가족 단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Green Dongwha’ is about you.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ies with other Dongwha
members or post your photographs,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Dongwha’s representative stores are als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
are ready to listen to your feedback. If you have any stories to share with us or
want to recommend any speciﬁc store, please contact the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of Dongwha Holdings.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Become a part of Green Dongwha! Green Dongwha has various events in store for
Dongwha employees. If you ar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the events mentioned
above, please send an e-mail to Green Dongwha. We will be looking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조직개발팀 문성연 대리 | Corporate culture, Dongwha Holdings
TEL

02.2122.0515

E-mail

msy@dongwha-m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