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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 Change and Innovation
우리는 지속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며,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그에 따른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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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Creating Happiness

Respecting People

Building Partnership

동화에서 행복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직원, 가족, 더 나아가
고객의 행복을 위해 동화는 더 헌신하겠습니다.

동화에게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동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제나 고객입니다.
더 좋은 제품은 동화가 만들지만,
더 좋은 동화는 고객이 함께 만듭니다.

To Dongwha happiness is a treasured value
and our reason for existing. We are devoted
to the happiness of our employees, their
families and our customers.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to
Dongwha than people. People are
what create a better world.

Dongwha exists for its customers.
Dongwha makes good products
But our customers are what make
Dongwha better.

동화 핵심가치
행복

Global Dongwha

Happiness

우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와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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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기업이 꿈꾸는 미래’를 형상화한 청사진입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비전이 없는 기업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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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립기념사

동화의 6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화가족 행복으로의 초대

2012 Anniversary Speech

Congratulations on
Dongwha’s 64th Anniversary

An Invitation to
Dongwha’s Happiness

글로벌 동화의 새로운 활력!
그들과 함께한 6일 동안의 이야기

Dongwha Vietnam
글로벌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The new energy of global Dongwha!
This is their six day story

Dongwha Vietnam
Establishing Global
Management System

Global Dongwha

Dongwha’s new vision

2012년 창립기념사

이제 우리 동화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

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과제가 주어져 있

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허세나 만용을 부리기보다는 작은

으며,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의미있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

직면했을 때일수록 동화인의 저력은 항상 그 빛을 발해 왔으

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동화사회 공헌단』을 발족하여

며, 우리는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제 우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인천 서구 관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리가 함께 나누게 될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동화인 모두가

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는 그 동안 일부 관심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

할 수 있는 행복한 동화를 만들어갑시다.

친애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

첫째, 새로운 동화의 비전과 사업군별 중장기 전략

회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사계절의 변화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의 격랑을 이기

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입니다. 사회공헌은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대의

저는 이를 위한 시작점이 올해의 경영목표 달성부터라고 생

고, 지속 성장을 이루어 온 동화홀딩스 창립 64주년을 맞이

회사에서는 사업의 전략적인 변화에 맞는 비전의 필요성을

와 공익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회사의

각합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치열한 목표의식과 성과창출

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현장

인식하고 새로운 동화의 비전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였으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지만 재삼 강조하는 것은 “성

에서 동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

며, 또한 전사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군별, 회사별 자체 비전

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동화

공체험, 이기는 습관”을 우리 몸에 배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

는 동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올 한 해 동화인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합시다.

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목전
창업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어 이제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

장수기업으로서 명성과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우리 동화는

비전은 ‘기업이 꿈꾸는 미래’를 형상화한 청사진입니다. 불확

고자 합니다. 기업의 미래는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끝으로 창립기념일을 맞아 장기근속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

2012년를 기점으로 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와 함께 기

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

가 가진 가장 큰 자산과 경쟁력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에 기여해 오신 근속상 수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존 사업의 질적인 변화와 확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동화가 그동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

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함께 개인과 회사의 뜻을 이

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3대 사업영역 중 하나인 카라이프 사

사람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비전이 없는 기업은 미래

부에 필요한 인재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루고 미래를 그려 나가는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듭시다.

업군은 엠파크라는 자동차 유통단지의 성공적인 시작과 더

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열정을 갖고 준비한

겪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새

불어 중고차 수출단지, 그리고 자동차 경매사업 영역으로 새

만큼,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 동화인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

로운 사업 영역에서는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역량이 절

롭게 진출하는 등 종전의 목질자재 중심의 사업기반에서 자

고 이를 실현 가능한 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

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육성도 해야 하지

동차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만,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2년 4월 2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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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영역에서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말레이시아, 베
트남 등지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통한 신규시장 진출이 이루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기업문화를 만

고 성장해야 합니다. 회사와 모든 관리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어지고 있으며, 패턴중심의 보드 제품 부가가치 극대화와 기

들어 가야 합니다. 건강한 기업은 올바른 경영철학을 바

의 성과뿐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키우는 마음으로 사

존 제품을 필두로 한 제품의 전후방 라인업 확장이라는 전

탕으로 비전을 만들고 사업의 성과를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람을 키워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

략적 방향성을 갖고 사업의 질적인 변화와 확장을 추진하고

나눔으로써 사회친화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화가 아시아를 넘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업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의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영의 본질을 되짚

기반을 만들어 왔으나, 이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

노력만이 아닌 모든 동화인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로 성

어 보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영역에서

질랜드 등 세계로 사업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만

장하는 동시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들이 지속적으

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신규 사업 영역에서는 조기에 사업 안

들어지고 사업의 성과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로 동화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화를 이루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회

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사의 거점이 되는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동화가족 여러분!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동화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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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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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GSPNFDPOPNJDVODFSUBJOUJFTCPUIXJUIJOBOEPVU

UPSFBMMZMPPLUPGJOENFBOJOHJOBDUJOHVQPOUIFTNBMM

TJEF UIF DPNQBOZ 8IFO GBDFE XJUI B DSJTJT  JU JT PVS

%FBS%POHXIBGBNJMZ

JOPVSOFXCVTJOFTTBSFBTXFOFFEUPBDIJFWFTUBCJMJUZ

FTUUIJOHT"TTVDI MBTU+BOVBSZXFDSFBUFEBOEGVOEFE

TUSFOHUIUIBUIBTQVMMFEVTUISPVHIUPNPWFUPUIFOFYU

:PVIBWFPWFSDPNFHSFBUEJGGJDVMUJFTPWFSUIFZFBSTBOE

JOUIFJSFBSMZTUBHFTUPFOTVSFUIFZDBOCFBOFXTPVSDF

UIFĜ%POHXIB4PDJBM$POUSJCVUJPO0SHBOJ[BUJPOĝBOE

MFWFM8FXJMMBMMCFVOJUFEBTPOFVOEFSPVSOFXWJTJPO

IBWF IFMQFE UIF DPNQBOZ HSPX "T XF DFMFCSBUF UIF

PGSFWFOVF5PEPUIJT XFOFFEUPGPDVTPOUISFFUIJOHT

BSFQVUUJOHUPHFUIFSBQSPHSBNUPIFMQVOEFSQSJWJMFHFE

BOEUISPVHIUIFTVDDFTTFTXFBDIJFWFXFXJMMDSFBUFB

UI BOOJWFSTBSZ PG %POHXIB )PMEJOHT  UP UIF NBO

GBNJMJFTJOUIF*ODIFPOBSFB8FIBWFFNCBSLFEPOUIJT

IBQQZ%POHXIBUIBUDBODPOUSJCVUFUPCFJOHBTPDJBMMZ

QSPKFDUUPHJWFCBDLUPUIFDPNNVOJUZJOBTZTUFNBUJD

SFTQPOTJCMFNFNCFSPGTPDJFUZ

%POHXIBĚT HMPCBM TJUFT  GPS ZPVS QSJEF BOE VOFOEJOH

'JSTU %POHXIBĚTOFXWJTJPOBOENJEUPMPOH
UFSNTUSBUFHZOFFETUPCFSFBMJ[FEFBSMZPO-BTU

EFEJDBUJPO*XPVMEMJLFUPFYUFOENZTJODFSFTUUIBOL

ZFBSXFTUBSUFEUIFQSPDFTTPGDSFBUJOHBOFXWJTJPOGPS

JTOĚUTJNQMZBCPVUDIBSJUBCMFBDUTPSDPOUSJCVUJOHUPTP

*CFMJFWFUIBUBTXFTUBOEBUUIJTDVSSFOUKVODUJPO XF

ZPVBOEBQQMBVTF

%POHXIBCFDBVTFXFSFDPHOJ[FEUIFOFFEGPSBOFXWJ

DJBMDBVTFT"TBSFTQPOTJCMFDPNQBOZ CZJNQSPWJOHUIF

OFFEUPTUBSUXJUIBDDPNQMJTIJOHPVSNBOBHFNFOUHPBMT

TJPOUIBUXPVMENFFUPVSDIBOHJOHCVTJOFTTTUSBUFHZ*O

DPNQBOZĚTTUBUVTBOEJNBHFXFBSFBMTPDSFBUJOHOFX

GPSUIJTZFBS5ISPVHIUIJTNFTTBHF*IBWFPVUMJOFETPNF

*UIBTCFFOXFMMPWFSIBMGBDFOUVSZTJODFUIFGPVOEBUJPO

PSEFSGPSUIFFOUJSFDPNQBOZUPBDIJFWFUIJTWJTJPOFBDI

WBMVFGPSUIFDPNQBOZ *BTLUIBUBTXFNPWFGPSXBSE 

UPVHIHPBMTBOEBTLFEZPVUPGPDVTCFDPNJOHJOEJWJEV

PG%POHXIBBOEBTXFNPWFGPSXBSEXFXJMMDPOUJOVF

CVTJOFTT BSFB BOE DPNQBOZ XPSLFE UP FTUBCMJTI UIFJS

FBDIBOEFWFSZPOFPGZPVBMTPUBLFBDUJWFJOUFSFTUJOUIF

BMT XIP DSFBUF TVDDFTT CVU * XPVME MJLF UP FNQIBTJ[F

UPCVJMEPVSSFQVUBUJPOBOEQPTJUJPOBTPOFPG,PSFBĚT

PXOWJTJPOBOENJEUPMPOHUFSNTUSBUFHZ5IFFOUJSF

NBOZBDUJWJUJFTQMBOOFEBTQBSUPGPVS$43QSPHSBN

PODF BHBJO UP NBLF ĜFYQFSJFODJOH TVDDFTT B XJOOJOH

PMEFTU DPNQBOJFT 6TJOH  BT B TUBSUJOH QMBUGPSN 

QSPDFTTJTOPXDPNQMFUFBOEXFBSFSFBEZUPPGGJDJBMMZ

UPHFUIFSXJUIGVOEBNFOUBMDIBOHFTJOPVSCVTJOFTTXF

TUBSUDPNNVOJDBUJOHUIJTTUSBUFHZ

BSF FYQBOEJOH BOE NBLJOH RVBMJUBUJWF DIBOHFT UP PVS

" WJTJPO JT UIF CMVFQSJOU GPS UIF GVUVSF B DPNQBOZ

5IJSE *XPVMEMJLFUPPODFBHBJOFNQIBTJ[FUIF
OFFEUPEFWFMPQBOEOVSUVSFUBMFOUFEJOEJWJEVBMT

FYJTUJOHCVTJOFTTFT"TZPVBSFBXBSF POFPGPVSUISFF

ESFBNTPG*UJTUIFGVUVSFXFCVJMEUPHFUIFSTPXFEPOĚU

5IFGVUVSFPGBOZDPNQBOZMJFTJOJUTIVNBOSFTPVSDFT

CVTJOFTTBSFBT$BS-JGFJTPGGUPBOFYUSFNFMZTVDDFTTGVM

MPTFPVSXBZBOEBDIJFWFPVSHPBMTJOUIFTFVODFSUBJO

0VS CJHHFTU BTTFUT BOE XIBU NBLFT VT DPNQFUJUJWF JT

"TXFTJUIFSFUPEBZPOUIFBOOJWFSTBSZPGPVSGPVOEB

TUBSUXJUIUIFMBVODIJOHPG.1BSL UIFMBSHFTUBVUPQBSL

FDPOPNJD UJNFT +VTU BT B QFSTPO XIP EPFTOĚU IBWF B

FBDI BOE FWFSZ POF PG PVS FNQMPZFFT 0WFS UIF ZFBST

UJPO*XPVMEMJLFUPFYUFOENZQFSTPOBMUIBOLZPVUP

JOUIFDPVOUSZ"TXFNPWFBXBZGSPNPVSUSBEJUJPOBM

ESFBNDBOĚUTQFBLPGUPNPSSPX BDPNQBOZXJUIPVUB

BT XF XFSF HSPXJOH JOUP B HMPCBM DPNQBOZ XF GBDFE

UIPTF XJOOFST PG UIF MPOH FNQMPZNFOU TFSWJDF BXBSET

CVTJOFTT CBTFE JO XPPE NBUFSJBMT XF BSF BDDFMFSBUJOH

WJTJPO DBOĚU HVBSBOUFF UIF GVUVSF &BDI BOE FWFSZ POF

NBOZEJGGJDVMUJFTEVFUPBMBDLPGIVNBOSFTPVSDFT"T

GPS UIFJS DPOUJOVFE DPOUSJCVUJPO UP UIF DPNQBOZĚT

PVS FYQBOTJPO JOUP UIF DBS NBSLFU XJUI UIF BEEJUJPO

PGVTTIPVMEJOHSBJOUIJTOFXWJTJPOJOPVSIFBSUTBOE

XFNPWFJOUPOFXCVTJOFTTBSFBT XFBSFUSVMZJOOFFE

HSPXUI*IPQFUIBUUIJTJTBZFBSXIFSFXFBMMDBOUBLF

PG B VTFE DBS FYQPSU NBSLFU BOE DBS BVDUJPO NBSLFU

NJOETBOEXPSLUPHFUIFSUPFOTVSFUIBUPVSESFBNCF

PGOFXTLJMMTUIBUEJGGFSGSPNUIPTFJOFYJTUJOHCVTJOFTTFT

POOFXDIBMMFOHFTBOEGVMGJMMCPUIPVSQFSTPOBMBTXFMM

*OBEEJUJPO PVSFYJTUJOHCVTJOFTTFTIBWFNPWFECFZPOE

DPNFTBSFBMJUZ

BOEJOPSEFSUPBUUBJOUIPTFTLJMMTOPUPOMZEPXFOFFE

BTUIFDPNQBOZĚTHPBMT

BHFNFOUBOEFNQMPZFFTIFSFUPEBZBTXFMMBTUIPTFBU

,PSFBUPQMBDFTMJLF.BMBZTJBBOE7JFUOBNBOEUISPVHI

BOE DPOUJOVFE GBTIJPO $PSQPSBUF TPDJBM SFTQPOTJCJMJUZ

IBCJUĝBQBSUPGZPVSEBJMZMJWFT-FUĚTEFEJDBUFPVSTFMWFT
BOEXPSLXJUIQBTTJPOUPBDIJFWFUIJTZFBSĚTNBOBHF
NFOUHPBMT

UPOVSUVSFFYJTUJOHUBMFOUCVUNPSFUIBOUIBU XFOFFEUP
MPPLPVUTJEFUPIJSFFYDFQUJPOBMJOEJWJEVBMT

JOUPOFXNBSLFUT0VSTUSBUFHZJTUPNBYJNJ[FUIFWBMVF

4FDPOE  DSFBUF B DPSQPSBUF DVMUVSF UIBU HJWFT
CBDLUPUIFDPNNVOJUZ"IFBMUIZDPNQBOZJTPOF

PG PVS QBUUFSOGPDVTFE CPBSET BOE FYQBOE UIF FYJTU

UIBU IBT CBTFE UIFJS WJTJPO PO B QSPQFS CVTJOFTT FUIJD

OFFEUPCFQSFQBSFE"MMPGUIFNBOBHFSTTIPVMEMPPL

JOHMJOFVQUPQVSTVFRVBOUJUBUJWFDIBOHFBOEFYQBOTJPO

BOETIBSFTUIFJSTVDDFTTXJUINFNCFSTPGUIFDPNQBOZ

CFZPOE TIPSUUFSN HBJOT BOE CF SFTQPOTJCMF GPS OVS

"QSJM 

%VSJOHUIJTQFSJPEPGDIBOHFXFPODFBHBJOSFWJTJUUIF

BOEDPNNVOJUZ*CFMJFWFJUJTJNQPSUBOUGPSVTUPCFB

UVSJOH UBMFOU *O EPJOH TP  UIJT JT IPX %POHXIB XJMM

$&04FVOH.ZVOHIP %POHXIB)PEJOHT

FTTFODFPGNBOBHFNFOU

DPNNVOJUZGSJFOEMZDPNQBOZ0WFSUIFZFBSTUIFCBTF

QSFQBSFGPSUIFGVUVSF"T%POHXIBMPPLTCFZPOE,P

"TXFMPPLUPGPDVTPOPVSOFXWJTJPOBOETUSBUFHZXF

PGPVSCVTJOFTTIBTCFFOCVJMUXJUIUIF*ODIFPODPN

SFBUPNBLFJUTMFBQGPSXBSEBTHMPCBMMFBEFS XFDBOĚU

OFFENBYJNJ[FQSPGJUTGSPNPVSFYJTUJOHCVTJOFTTFTBOE

NVOJUZ /PX XF BSF FYQBOEJOH UIBU CBTF UP JODMVEF

SFMZPOUIFFGGPSUTPGBGFXJOEJWJEVBMT8FOFFEUPCVJME

FYQBOTJPOPGPVSGBDUPSJFTXFIBWFCFFOBCMFUPFYQ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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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SEFSGPSUIFDPNQBOZUPDPOUJOVFHSPXJOH GJSTU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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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6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Global
Dongwha

동화가 창립 64주년을 맞았다.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동화인들은 회사의
생일을 자축하며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약속했다.
Dongwha has celebrated its 64th anniversary. In addition to ushering the spring
season, Dongwha employees celebrated the company’s anniversary on the ﬁrst
Monday of April promising a new leap forward and growth for the future.

“Congratulations on Dongwha’s

12

64

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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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O"QSJMOE UIFUIBOOJWFSTBSZDFSFNPOZXBTIFMEBU%POHXIBĚTNBJO

창립기념, 장기근속자 포상(25 ,20, 10년)

PGGJDFCVJMEJOHJO*ODIFPO8JUIUIF1MFEHFPG"MMFHJBODFLJDLJOHUIJOHTPGGBU
UFOJOUIFNPSOJOH UIFDFSFNPOZDPOUJOVFE HJWJOHPVUMPOHTFSWJDFBXBSET
GPMMPXFECZBDFMFCSBUPSZBEESFTTBOEDIBOUJOHPGUIFDPNQBOZTMPHBO5IFSF
XFSFQSJ[FXJOOFSTUIJTZFBSXJUIQSJ[FTJODMVEJOHMPOHTFSWJDFBXBSETGPS
    BOE  ZFBST XJUI UIF DPNQBOZ &BDI UJNF B DPMMFBHVFĚT OBNF XBT
DBMMFE UIFFWFOUIBMMFSVQUFEXJUIBQQMBVTFBT%POHXIBFNQMPZFFTTIPXFE
UIFJSBENJSBUJPOBOETVQQPSUGPSUIFXJOOFST
&YFDVUJWF%JSFDUPS,ZVOHTPC.JOOSFBEUIFDFMFCSBUPSZBEESFTTJOQMBDFPG
$IBJSNBO.ZVOHIP4FVOHXIPXBTBXBZPOBCVTJOFTTUSJQ*O$IBJSNBO
4FVOHĚTBEESFTT IFTUBUFEUIBUĜ'PSNPSFUIBOIBMGBDFOUVSZ %POHXIBIBT
CFFOPOFPGUIFDPVOUSZĚTMPOHFTUSVOOJOHDPNQBOJFTBOEJTQVSTVJOHRVBMJUB
UJWFDIBOHFTBOEFYQBOTJPOPGJUTUSBEJUJPOBMCVTJOFTTUISPVHIFTTFOUJBMDIBOHFT

동화홀딩스 64주년 창립기념식 현장

JOUIFDPNQBOZXJUIBTBTUBSUJOHQPJOUĝ)FBMTPFNQIBTJ[FEUIBUĜJO
UIJTFSBPGDIBOHF CZGPDVTJOHPOBOFXWJTJPOBOETUSBUFHJFT QSPGJUTTIPVME
CF NBYJNJ[FE JO FYJTUJOH CVTJOFTT BSFBT BOE OFX CVTJOFTT BSFBT TIPVME CF
TUBCJMJ[FEBTRVJDLMZBTQPTTJCMFTPUIFZDBOGVODUJPOBTOFXTPVSDFTPGQSPGJUĝ
5PEPTP IFQVUFNQIBTJTPOUIFGPMMPXJOHGJSTU TUSJWJOHUPCSJOHUIFDPN
QBOZĚTOFXWJTJPOUPGSVJUJPOBOEFYFDVUJOHNJEUPMPOHUFSNTUSBUFHJFTJOFBDI
CVTJOFTTBSFB4FDPOE GPDVTJOHPODPSQPSBUFTPDJBMSFTQPOTJCJMJUZCZDSFBUJOH

창립기념 장기근속자 포상(25, 20, 10년)

B CVTJOFTT DVMUVSF PG XPSLJOH XJUI DPNNVOJUJFT BOE HJWJOH CBDL UP TPDJFUZ
BOEGJOBMMZ GPDVTJOHPOSFDSVJUJOHBOEFEVDBUJOHUBMFOUFEJOEJWJEVBMT)FBMTP
SFFNQIBTJ[FE UIBU UISPVHI UIF QBTTJPO BOE EFEJDBUJPO PG FBDI BOE FWFSZ

지난 4월 2일 인천 동화기업 본관에서 64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오전 10시에 열린 행사는

FNQMPZFFUIJTZFBSĚTCVTJOFTTUBSHFUTDBOCFBDIJFWFEBOEBMTPBEEFEUIBUIF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포상, 기념사,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

XJTIFEFBDIFNQMPZFFBMPOHXJUIUIFDPNQBOZXPVMEBDDPNQMJTIUIFJSHPBMT

는 총 118명으로, 이날 시상식에서는 25년, 20년, 1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수

BOEUIBUUIJTZFBSXPVMECFBQMBUGPSNGPSDSFBUJOHBOFXGVUVSF

상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표창과 포상이 이어질 때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동화인들은 뜨거운
박수로 동료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어 해외 출장 중인 승명호 회장을 대신하여 동화홀딩스 경영지원실 민경섭 전무가 기념사

2012 목표달성 구호제창

를 대독했다. 승명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업 반세기를 뛰어넘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장
수기업으로 명성과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동화가 2012년을 기점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와
함께 기존 사업의 질적인 변화와 확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의 시기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영역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신규 사
업 영역에서는 조기에 사업 안정화를 이뤄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동화의 비전과 사업군별 중장기 전략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것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화인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올해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개인과 회사가 모두 뜻을 이루고 미래를 그려 나가는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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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월미공원과 월미구장 일대에서 개최된 4월 야외
열린광장은 동화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한바탕 축제의 자리였
다. 그 흥겨웠던 시간을 모아 지면에 담았다.
On April 28, the April outdoor open agora held at
Wolmi Stadium and Wolmi Park provided Dongwha
members with an unforgettable festival. Some of the
stories from that exciting event are shared below.

동화가족 행복으로의 초대

An Invitation to Dongwha’s Happiness

Happinic
Happy + Pi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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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그린서비스팀
지상현 사우와 아기

A Happy Picnic Prepared for the Dongwha Family
"U". UIFBSFBBSPVOE8PMNJ1BSLBOE8PMNJ4UBEJVNXBTBMSFBEZJOBGFTUJWFNPPEXJUIUIFTPVOEPGNVTJD
*OTJEF8PMNJ4UBEJVN UIFTJUFPGUIFNBJOFWFOUIBMM BTUBHFEFQJDUJOH%POHXIBĚTDPSFWBMVFTBOEOFXWJTJPOXBT
승명호 회장의 공식행사 축사

TFUVQBOEUIFMBSHFUFOUJOTJEFUIFQMBZHSPVOEXBTGJMMFEXJUIUIFGBNJMJFTPG%POHXIBFNQMPZFFTXIPIBEBSSJWFE
BUUIFQJDOJDFBSMZJOUIFNPSOJOH
5IFGFTUJWBMSFTFNCMFEBTNBMMUIFNFQBSLXJUIBWBSJFUZPGGVOBDUJWJUJFTTFUVQGPSFWFSZPOFĚTFOKPZNFOU"DUJWJUJFT
JODMVEFEGBDFQBJOUJOHBOEDBSJDBUVSFESBXJOHTBOEGPSUIFLJET CBTFCBMMHBNFT BTVSGCPBSE CVCCMFFYQFSJFODF
BOEBOFDPGSJFOEMZFYQFSJFODFXFSFBMTPBWBJMBCMF5IFUIFNFPGUIFFWFOUXBTĜ)BQQJOJD )BQQZ 1JDOJD ĝ/PU
POMZXBTJUBQJDOJDQSPWJEFEGPSUIFGBNJMJFTPG%POHXIBFNQMPZFFTCVUJUBMTPTFSWFEBTUIFQMBUGPSNUPTIBSFUIF
DPNQBOZĚTOFXWJTJPO

120명의 직원들이 함께 만든 비전 영상과
동화 비전 합창단의 공연 퍼포먼스

동화가족 행복으로의 산책

동화가족을 위해 마련한 행복한 피크닉
오전 9시. 월미공원과 월미구장 일대가 “쿵쿵” 하는 흥겨운 음악소리로 들썩인다. 메인 행사장인 월미구장에는
동화의 핵심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형상화한 무대가 갖춰져 있고, 운동장 내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는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은 동화가족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축제의 현장은 마치 작은 테마파크를 연상시켰다. 페이스페인팅과 캐리커처를 비롯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
는 야구게임, 서핑보드, 버블체험, 친환경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행사의 테
마는 ‘Happinic(Happy+Picnic)’. 말 그대로 봄맞이 가족 피크닉과 동화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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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비전은 직원과 고객이 행복한 회사
지난해부터 동화는 임직원 가족과 고객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도약과 도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 수립을 준비했다. 동화의 새로운
비전을 영상으로 접한 후, 승명호 회장이 동화의 비전과 꿈에 대한 메시
지를 전달했다.
“동화는 오랜 세월 다진 단단한 철학을 새로운 비전에 담아 새로운 도약
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
가는 기업’,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자 철학이자 새로운 비전입니다.”
승 회장은 동화의 첫 번째 핵심가치는 행복임을 거듭 강조하며 “직원이
즐겁게 일하며 만든 성과,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에게 자
랑할 수 있는 회사, 고객이 먼저 인정하고 동화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Creating Happiness

Respecting People

Building Partnership

동화에서 행복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직원, 가족, 더 나아가
고객의 행복을 위해 동화는 더 헌신하겠습니다.

동화에게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동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제나 고객입니다.
더 좋은 제품은 동화가 만들지만,
더 좋은 동화는 고객이 함께 만듭니다.

To Dongwha happiness is a treasured value
and our reason for existing. We are devoted
to the happiness of our employees, their
families and our customers.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to
Dongwha than people. People are
what create a better world.

Dongwha exists for its customers.
Dongwha makes good products
But our customers are what make
Dongwha better.

회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동화의 비전을 힘차게 선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위해 승명호
회장과 자회사 대표임원 및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 무대 앞으로 이

Dongwha’s Vision “A Company That Makes its Employees

동해 터치버튼 앞에 섰다. 사회자가 먼저 “새로운 동화”라고 외치자 임

and Customers Happy”

직원과 가족들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을 힘차게 세 번 외쳤고, 마

#FHJOOJOHMBTUZFBS %POHXIBCFHBOXPSLPOFTUBCMJTIJOHBOFX

지막 파이팅 구호와 함께 회장과 대표임원, 위원장이 힘차게 터치버튼
을 누르자 화려한 축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WJTJPOGPSUIFDPNQBOZ POFUIBUXPVMECSJOHHSFBUFSIBQQJOFTT
UPUIFFNQMPZFFT JUTGBNJMJFTBOEDVTUPNFSTPGUIFDPNQBOZBT
XFMMBTTJHOBMUIFDPNQBOZĚTMFBQGPSXBSEUPUBLFPOOFXDIBM
MFOHFT"GUFSQSFTFOUJOH%POHXIBĚTOFXWJTJPOUISPVHIBWJEFP 

승명호 회장, 각 자회사 대표, 노동조합위원장이 함께 한 새로운 비전 선포 현장

$IBJSNBO .ZVOHIP 4FVOH EFMJWFSFE IJT NFTTBHF PO %POH

직원으로 구성된 비전 합창단원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

XIBĚTOFXWJTJPOBOEESFBN
Ĝ8JUIPVSEFFQSPPUFEQIJMPTPQIZFOHSBWFEJOPVSOFXWJTJPOXF
BSFUBLJOHBMFBQGPSXBSEUPUBLFPOOFXDIBMMFOHFTę"DPNQBOZ
UIBUDIFSJTIFTQFPQMFBOECVJMETIBQQJOFTTBMPOHTJEFJUTDVTUPN
FST ĚUIJTJTPVSESFBN PVSQIJMPTPQIZBOEPVSOFXWJTJPOĝ
&NQIBTJ[JOHPWFSBOEPWFSBHBJOUIBU%POHXIBĚTGJSTUDPSFWBMVF
JTIBQQJOFTT $IBJSNBO4FVOHQSPNJTFEĜUPNBLF%POHXIBJOUP
BDPNQBOZUIBUJTSFDPHOJ[FEGJSTUCZJUTDVTUPNFST BDPNQBOZ
XIFSF FNQMPZFFT DBO XPSL JO B IBQQZ FOWJSPONFOU  POF UIBU
FNQMPZFFTDBOUBLFQSJEFJOBOECPBTUBCPVUUPUIFJSGBNJMJFTĝ
$IBJSNBO4FVOHIBEBTQFDJBMFWFOUSFBEZUPSFBMMZCSJOHIPNF
UIFDPNQBOZĚTOFXWJTJPO)FBTLFEUIBUUIFNBOBHFNFOUGSPN
UIFBGGJMJBUFDPNQBOJFTBOEDIBJSNBOPGUIFMBCPSVOJPOKPJOIJN
JOGSPOUPGUIFTUBHF5IF.$PGUIFFWFOUUIFOTIPVUFEPVUĜB
/FX%POHXIBĝUPXIJDIUIFFNQMPZFFTBOEUIFJSGBNJMJFTSF
QMJFE Ĝ(P (P (Pĝ BOE PO UIF GJOBM Ĝ(Pĝ $IBJSNBO 4FVOH
BMPOHXJUIUIFNBOBHFNFOUQVTIFEBCVUUPOGJMMJOHUIFBJSXJUIB
UIVOEFSPVTHVOTBMV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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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for Outstanding Results and Employees Living the Core Values
5IF ęĝ(SFBU "DIJFWFNFOU "XBSEĝ HJWFO UP UIPTF
XIP XFSF JOTUSVNFOUBM JO MFBEJOH UIF HSPXUI PG
UIFDPNQBOZBOEQSPEVDFEUIFHSFBUFTUSFTVMUTGPS
UIFZFBSXBTXPOCZ$IBOHHPO:PPOGSPN

Great Achievement Award
대성목재 PB공장 윤종현 사우

Great Achievement Team Award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박명균 팀장외 3)

Value Team Award
동화기업 스펙인팀 (이재선 팀장 외 7)

%POHXIBĚT#PBSE4BMFT5FBN5XPBOE+POHIVO
:PPOGSPN%BFTFPOH8PPEĚT1#GBDUPSZ0VUPG

Value Team Award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 (최식헌 팀장 외 5)

BMMPGUIFTBMFTFNQMPZFFT$IBOHHPO:PPOUPPL
GJSTUQMBDFOPUPOMZSFBDIJOHIJTUBSHFUGPSUIFZFBS
CVUOFWFSGBJMFEUPSFBDIBOEFWFOXFOUCFZPOEIJT
UBSHFUTFBDINPOUI+POHIVO:PPO BGJFMENBO
BHFS XBTSFDPHOJ[FEGPSIJTDPOUSJCVUJPOUPTJH

Great Achievement Award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윤창곤 사우

고성과 이루고 우수 핵심가치 실천한 직원 시상

OJGJDBOUMZJNQSPWJOHQSPEVDUJWJUZ PQFSBUJOHSBUJP

2011년 한 해 동안 가장 탁월한 성과로 동화의 성장을 견인해온

BOEEFGFDUSBUFUBLJOHUIFMFBEUPCVJMEIBSNPOZ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Great Achievement Award’는 동화기업

BNPOHUIFFNQMPZFFTUISPVHIIJTFYDFMMFOUMFBE

보드영업2팀 윤창곤 사우와 대성목재 PB공장 윤종현 사우가 차

FSTIJQTLJMMTBOETFOTFPGPXOFSTIJQ

지했다. 윤창곤 사우는 2011년 전 영업사원 중 목표 달성률 1위를

5IF Ĝ(SFBU "DIJFWFNFOU 5FBN "XBSEĝ HJWFO

차지했으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

UP UIF UFBN UIBU QSPEVDFE UIF HSFBUFTU SFTVMUT
UISPVHI HSFBU PSHBOJ[BUJPOBM QPXFS BOE UFBN

하는 높은 성과를 이뤘고, 윤종현 사우는 현장관리자로서 남다른

XPSLXBTXPOCZ%POHXIBĚT#PBSE4BMFT5FBN

주인의식과 통솔력으로 구성원 간의 화합을 주도해 설비의 생산

5XP5IFĜ)JHI"DIJFWFNFOU"XBSETĝXFSFHJWFO

성과 가동률 및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UPUIPTFJOEJWJEVBMTXIPBDIJFWFEHSFBUSFTVMUTJO

탁월한 조직력과 화합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한 팀에게 주어지는

UIFJSSPMFTBOEXFSFBXBSEFEUPUFOFNQMPZFFT5P

‘Great Achievement Team Award’는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이

UIPTFJOEJWJEVBMTBOEUFBNTXIPQSBDUJDFEMJWJOH

거머쥐었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개인에 대한

%POHXIBĚTDPSFWBMVFTPOBEBJMZCBTJTXFOUUIF

시상 ‘High Achievement Award’에는 10여 명의 임직원이 수상

Ĝ7BMVF-FBEFS"XBSEĝUIJTUJNFHPJOHUP5FDIOPM

의 영예를 누렸다. 현장에서 묵묵히 동화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PHZ.BOBHFS+JOIVOH-FFPG%POHXIBĚT(SFFO

개인과 팀 부문에 대한 포상인 ‘Value Leader Award’는 동화자

4FSWJDF5FBN UIFę7BMVF5FBN"XBSEĚXBTHJWFO

연마루 그린서비스팀 이진흥 기술주임이, ‘Value Team Award’

UP CPUI UIF 4QFDJO 5FBN PG %POHXIBĚT #PBSE

는 동화기업 보드영업본부 스펙인팀과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

4BMFT%JWJTJPOBOEUIF%POHXIB/BUVSF'MPPSJOHĚT
4USBUFHJD.BSLFUJOH5FBN

팅팀이 공동 수상했다.

High Achievement Award
동화기업 보드화학팀 송정출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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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chievement Award
동화기업 MDF공장 송창근사우

High Achievement Award
동화기업 MFB공장 심원섭 사우

High Achievement Award
동화자연마루 영업1팀 신호철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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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선 동화기업 노조위원장과 부인

온 가족이 함께한 행복동화 사람의 김치만들기 나눔행사

승명호 회장과 가족들
이 날, 120가족이 참여한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에서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총 119곳으로 기부되었다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임직원 화합도 다지고

Helping the Financially Disadvantaged and Harmony Between Employees

가장 먼저 진행한 공식행사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와 ‘계열사 대항 족구대회’. 부모와 자녀

5IFGJSTUUXPPGGJDJBMFWFOUTUIBUUPPLQMBDFXFSFĜ4IBSJOH,JNDIJBOE-PWFĝBOEĜ,PSFBO'PPUCBMM

가 함께 만든 김치를 가족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나눔의 기쁨과 행

.BUDI"NPOHTU"GGJMJBUFTĝ1BSFOUTBOEDIJMESFONBEF,JNDIJUPHFUIFSBOEJOUIFJSGBNJMZOBNF

복을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동참했다.

EPOBUFEJUUPUIFMFTTGPSUVOBUF*UXBTEFTJHOFETPGBNJMJFTDPVMEGFFMUIFKPZBOEIBQQJOFTTPGTIBS

한편, 운동장에 마련된 족구장에서는 동화의 최강 족구팀을 가리기 위한 거침없는 도전이

JOH.BOZGBNJMJFTQBSUJDJQBUFEJOUIFFWFOUUPTIBSFUIFJSMPWF

시작됐다. 몇몇 직원은 프로 같은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총 7개 팀이 경
합을 벌였고, 한 세트 경기로 승패가 결정됐기 때문에 금세 결승전에 이르렀다. 대망의 결
승전 진출팀은 동화기업 아산MDF공장과 의외의 선전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임원 드림팀.
“와~” 하는 환호와 함께 아산공장 선수들과 임직원들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즐겼다.

임원 드림팀. 동화기업 소재(화학) 이시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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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항 족구대회 우승팀 동화기업 아산MDF공장

*OUIFNFBOUJNF PWFSJOUIFTUBEJVNBUPVHI,PSFBOGPPUCBMMNBUDIXBTVOEFSXBZUPTFFXIJDIBG
GJMJBUFXPVMECFOBNFEUIFXJOOFS5IFSFXFSFBUPUBMPGTFWFOUFBNTJOUIFNBUDIBOEXJUIPOMZPOF
TFUQFSHBNF UIFFOEDBNFRVJDLMZ5IFCJHGJOBMNBUDIUPPLQMBDFCFUXFFO%POHXIBĚT"TBO.%'
'BDUPSZBOEB%SFBN5FBNNBEFVQPGNBOBHFNFOUXIPTFGPPUCBMMTLJMMTTVSQSJTFEFWFSZPOF8JUI
TIPVUTPGKPZ CPUIUIFQMBZFSTBOEFNQMPZFFTPGUIF"TBO'BDUPSZFOKPZFEUIFJSNPNFOUPGWJDUPSZ

동화기업 아산MDF 노동조합 지부장 허근회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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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 꿈은요~’

로포카폴리 ‘폴리’와
함께 한 기념 촬영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냥 행복해했던 동화의 아이들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 로보카폴리
이날 행사에서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행사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
공연이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주제가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함께하는 등 아
이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앵콜공연까지 이어졌다.

Among the events, drawing the most attention from young children was Roboca Poli’s character show. Kids at the event sang and
danced together to the theme song and their enthusiastic support
for the show led to an encore show.
로보카 폴리 캐릭터 선물에 아이들보다
더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준 엄마, 아빠들

훌라후프 돌리기와 가족줄넘기대회 등 미니 운동회는 가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준 자리. 10분간의 연습시간 후 곧바로 이어진 가족줄넘기대회는 총 다섯 가족
이 한 조를 이뤄 경기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에서 무척 많이 준비한 것 같
아요. 아이와 함께 소금물 자동차

The mini ﬁeld day with hula hoops and the family skipping rope
event was created to help families experience teamwork. After 10
minutes of practice, families jumped right into the family skipping
rope game in which a total of ﬁve families participated.

도 만들고 비눗방울체험, 야구, 페
이스페인팅 등 두루 체험했어요.”

“The company has gone to
great lengths to prepare for
today’s event. I have had a
variety of experiences today
making salt cars, bubbles,
playing baseball and getting
my face painted with my
daughter.”

“기대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커
서 놀랐어요. 직원과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it was much bigger than I
had expected.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witness how
much the company cares
about its people and their
families”.

동화자연마루 영업1팀
신호철 사우와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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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Achievement Award

Great Achievement Team Award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윤창곤 과장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박명균 부장 외 3명

Chang-gon Yoon, Dongwha Enterprize, Board Sales 2 Team

Myung-kyun Park and three others, Dongwha Enterprize, Board Sales 2 Team

“고객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미래를 꿈꿉니다”

“매출 목표 초과 달성으로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

무엇보다 믿고 따라와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홉 살인 큰

지난 한 해 영업 및 시장 환경이 어려웠는데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

딸 혜린이는 아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 좋았나 봐요. 아내도 마

성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의 행복한

찬가지고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얼굴을 보니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하는 직원들의 양보와 배려, 윗분들의 신뢰와 지원이 기반이 되어 좋은 성과를

올해도 주어진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드영업2

비결로 꼽을 만한 건 없지만, 굳이 말씀 드리자면 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끔

팀은 동화 전체에서 매출 볼륨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저희 팀의 매출과 이익에 따

은 집착이 아닌가 할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

라서 동화의 2012년 경상이익이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

둔 것 같습니다. 오늘 동화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는데 고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겠습니다. 보드영업2팀이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해 동화의 성과를 높이는 데 앞장

겠다는 말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고객을 좀 더 깊게

서겠습니다.

바라보고 그 속에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고민하느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올해도 주어진 목표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만

이 많았는데, 이번에 받은 포상으로 작게나마 보답을 한 것 같아 기쁩니다.

들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과 방식을 회사에 보여줄 수 있

동화의 첫 번째 핵심가치는 행복입니다. 직원과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고객 만족

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동화의 가치 실현과 행복한 동화를 위해 더 열

을 달성하고, 그에 따른 성과 창출로 2012년에도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

심히 뛰겠습니다.

력하겠습니다.

“I dream of the company’s vision
and future through the customers”

“I will take the lead to exceed target sales and
create excellent results”

I would ﬁrst like to thank my family members who have always put their

Last year’s sales and market conditions were tough but we were able to

trust in me. I’m sure Hye-rin, my 9 year old daughter, liked her dad

get good results by not giving up and working hard to achieve our target

winning a prize in front of other people as did my wife. One can never

goals. Looking out and seeing how happy our families are makes it all

achieve any goals alone. Had it not been for the generosity and consid-

worthwhile.

eration of fellow colleagues and the trust and support from my bosses

This year is equally tough but our team has never for a moment thought

we could not have reaped such great success.

we couldn’t reach our targets. That’s how much pride we have in our

There’s really no secret to it, it’s simply just having a desire to achieve

team. The Board Sales Team Two has the highest revenues of all the

goals. I think we were able to achieve good results because we kept

teams in this company. We believe that Dongwha’s 2012 gross proﬁt will

challenging ourselves, almost to the point of being obsessed. Today,

be determined by our team’s sales and proﬁts. We will work hard to ex-

Dongwha’s new vision was announced and I was especially touched to

ceed our targets and in doing so help add to the company’s bottom line.

hear that the company would try its best to make our customers happier.

Each member of our team has always felt bad about working late every

I myself work hard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our customers and

day and spending so little time with our families but the award we were

try to ﬁnd ways to accomplish our company’s goals.

given today somewhat makes up for that. Dongwha’s ﬁrst core value is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achieve the goals set out for this year and

happiness. Satisfying our customers leads to the happiness of our em-

make this year even better than last. I hope that this will be a year that

ployees and customers and using that as our foundation we will try even

I can show the company I will grow consistently in the years to come. I

harder to achieve better results in 2012.

will work harder to live the company values and to help create a happier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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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화의 새로운 활력!
그들과 함께한 6일 동안의 이야기

Global
Dongwha

The new energy of global Dongwha!
This is their six day story

1

2

3

4

5

6

1 ABDUL GHANI BIN SALLEH - Dw Enter./Mf Plan
2 ABDUL MATIN AL-BARR BIN MALEK - Dw Enter./Mf Plan
3 AFIQ SYAHMI BIN AB AZIZ - Dw Enter./Mf Plan
4 MUHAMMAD SYAHID BIN HASAN - Dw Enter./Mf Plan
5 MUHAMMAD FAKHRUL AZZAD BIN SARANI - Dw Enter./Mf Plan
6 MUHAMAD AMIRRUDIN BIN ZAKARIA - Dw Chemical Malaysia (Intern)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는 6일간의 2012 신입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마치고 2012년 2월 졸업한 6인의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이 동
화의 새로운 가족이 되며, 함께한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이들은 5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 생
활을 하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숙하게 익힌 인재들이기도 하며, 본사인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의 연수에서
말레이시아 신입사원들은 동화와 함께할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함께 비

MALAYSIA

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먼저 입사한 선배들에게 회사생활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들
을 수 있는 기회를 접했다. 이들의 짧았지만 인상 깊었던 6일간의 OJT프로그램을 함께한다.
Last February, the On Job Training(OJT) Program for new hires took place over
six-day period at Dongwha factories in Malaysia. The new hires were fresh
graduate from university in Korea. These six had just graduated in February
and were now embarking on a new chapter of their life as part of the Dongwha
family. They spent the last ﬁve years studying in Korea and are well versed
in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Korean language. They also recently ﬁnished
a six-month stint at Dongwha factory in Korea, gaining hands-on experience.
During training program at Malaysia factories, these six new Dongwha employees had the opportunity to compare working in Korea and Malaysia factories. They ﬁrst had a chance to meet with colleagues who had already joined
the company and were given advice on various aspects of company life. It
might be a short six-day program with these new friends but it was a very
memorabl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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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ay

1

2

쿨림과 머복 사업장 투어
Kulim & Merbok Plant Tour

선배들과 함께한 워크숍과 전체 교육 브리핑
Workshop with Senior Colleagues and OJT Brieﬁng
둘째 날은 매니저 노라나즈(Technical Training Manager)로부터 동화 말레이시아,
쿨림, 닐라이, 머복 사업장의 설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
련했으며, 생산설비 책임자인 프레이드(Mr. Farid : Kulim Production Executive)와
함께 쿨림 공장을 투어하며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Mr. Noranaz (Technical Training Manager) had briefed the new hires on
the overall Dongwha Malaysia operations in Kulim, Nilai and Merbok.
Just by listening to the brieﬁng, they can understand and got some
idea on Dongwha Malaysia. However, Mr. Farid (Kulim Production Executive) brought all of them to the plant and explained the process

가장 높게,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게!

during the tour.

시작 첫날의 전체 프로그램은 닐라이 스프링 리조트(Nilai Springs Resort)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의 하
이라이트는 12명의 선후배들이 3개의 팀으로 나눠 종이와 빨대를 사용해 탑을 만들어보는 팀워크 게
임이었는데(Straw & Paper Clip Game), 이 게임에서는 가장 높고 강하며 가장 창의적인 구조물을 만
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제한된 시간 동안 임무를 완수하는 이 게임을 통해 이들은 시간관리의 중요성
과 팀워크, 그리고 각자의 명확한 역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As High, As Strong and As Creative As We Can!
The ﬁrst day of the entire program took place at Nilai Springs Resort. The highlight of
the day came when the twelv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teams to take part
in the Straw and Paper Clip Game which emphasized teamwork to build a tower using
just straws and paper clips. The task; to build the highest, strongest and most creative
tower within the allotted amount of time teaching the importance of time management,
teamwork and the importance of each individual’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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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들은 2그룹으로 나눠 각각 쿨립 사업장과 머복 사업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틀 동안 각 사업장
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했으며, 해결주제에 대한 발표에 여념이 없었다.

All 6 new hires were divided into 2 groups, 1 group to be attached at Kulim Plant and another
1 group to be attached at Merbok Plant. During these two days they were given a topic to learn
and to prepare for presentation with our General Manager.

Day

3 4
Day

Day

각 사업장 별, OJT 과제 해결
OJT Mission Clear in respective locations

닐라이 공장투어 Day
Nilai Plant Tour

6

OJT 마지막 세션 _ 평가 및 대표와의 대화
Presentation & Session with GM

5

5일째 이들은 닐라이 사업장을 향해 말레이시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 3개 사업장
4개의 공장 투어 미션을 모두 마쳤다. 모든 투어 일정이 끝난 후, 닐라이 공장에서 공장의 선배들과 풋살 게
임을 통해 같이 땀을 흘리며 동화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

After completed tour in Northern, they moved to Southern part of Malaysia. They went to see
Nilai operation and with this, they had completed touring all 4 factories in Dongwha Malaysia.
After ﬁnish work at 5pm, they had a futsal friendly match with Nilai Plant people. As a saying
“Those Who Sweat Together Stay Together”, through this kind of activity, they became closer
to each other.
바쁘게 진행되었던 5일의 OJT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들은 DMF 김원배 총괄, 이영석 본부
장, 유승락 본부장<Mr. Kim WonBae(Dongwha Malaysia General Manager), Mr. Lee YoungSeok(Head of
Human Resource), and Mr. You SeungRock(Head of Manufacturing)>과 함께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며, 한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더욱 많이 배우고 훌륭하게 업무들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동
화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들의 앞날에 박수를 보낸다.

After 5 days on the job training, ﬁnally the day had come. Each of them presented on the topic
they had learned and shared with other new hires on the new knowledge. This presentation
ceremony was attended by Mr. Kim WonBae (Dongwha Malaysia General Manager), Mr. Lee
YoungSeok (Head of Human Resource), and Mr. You SeungRock (Head of Manufacturing).
Upon closing session, our Top Management gave their comments and messages to the new
hires, to work smart and learn as much as they can while they are in Korea. All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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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Dongwha Vietnam
글로벌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Establishing an Glob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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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M A N A G E M E N T

S Y S T E M

5IF %POHXIB 7JFUOBNĚT 1* BOE &31 3PMMPVU QSPKFDU XIJDI TUBSUFE MBTU ZFBS GJOBMMZ
TUBSUFESFHVMBSPQFSBUJPOTPO.BZTU"TQBSUPG%POHXIBĚTESFBNUPHPHMPCBM UIF
QSPKFDUUFBNNBEFVQPGGJWFNFNCFSTJOFBDIBSFBPG%POHXIB TUBSUFEEFWFMPQNFOU
POUIFEPNFTUJDTZTUFNMBTUZFBSBOECBTFEPOUIFPVUQVUQSPEVDFEJO,PSFB USBJOJOH
GPSQPXFSVTFSTCFHBOJO7JFUOBNUBSHFUJOHUIFQPXFSVTFSTBOENBOBHFSTJO7JFUOBN
6TJOHUIJTBTUIFGPVOEBUJPO &31 '* $0 4, 11 .. )3 BUPUBMPGTJYNPEVMFT 
(SFFOOFU 8.4BOE3.4TZTUFNTXFSFFTUBCMJTIFEBUUIF7JFUOBNQMBOUTBMMPXJOHBMM
XPSLQSPDFTTFTUPPQFSBUFVOEFSPOF&31HSPVQTZTUFN%FTQJUFGBDJOHBOVNCFSPGEJG
GJDVMUJFT PVSNPTUFYUFOTJWFNBOBHFNFOUJOGSBTUSVDUVSFXBTFTUBCMJTIFEBU%POHXIBĚT
MBSHFTU"TJBOQMBOU

Power User 교육현장 _ 동화홀딩스 PI팀 공일곤 사우

Power User 교육현장 _ 동화홀딩스 PI팀 이남용 사우

지난해부터 진행하였던 Dongwha Vietnam의 PI & ERP Roll-Out 프로젝트가 설비의 정상가
동과 함께 5월 1일부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다. 동화의 각 분야 5개 팀의 인력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 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동화의 꿈을 실현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내 시스템 작
업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는 한국에서 준비해 온 산출물들을 통해 베트남에서 선발
된 Power User와 Manager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과 모듈별 Power User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해외 사업장에는 ERP(FI, CO, SD, PP, MM, HR 총 6개 모듈), Green-net,

Main Test Room

Power User 교육현장 _ 동화홀딩스 IT운영팀 임미화 사우

Power User 교육현장 _ 동화홀딩스 회계팀 노종락 사우

Power User 교육현장 _ Mr. Gan & 정재선 사우

WMS, RMS를 구축하게 되어 모든 업무를 그룹의 시스템인 ERP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
다. 베트남 사업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대의 공장에 걸맞는 최고의
동화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Power User 교육현장 _ 동화홀딩스 경영관리팀 심규종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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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향하우징페어
현장을 가다

동화 한 가족, 2년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로 노사 화합

Dongwha News

Dongwha in Media

The 2012 Kyunghyang
Housing Fair

Dongwha is One Family:
Settlement of Wages
without Having to Negotiate,
Two Years Running

Do Dream Dongwha

42p

Do Dream
Dongwha

2012 경향하우징페어 현장을 가다
The 2012 Kyunghyang Housing Fair

42

동화자연마루가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2 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그 현장을 찾았다.
Dongwha Nature Flooring participated in the 2012 Kyunghyang Housing Fair which took place at
Kintex in Ilsan, Gyeonggi Province between February 22 and February 26. It was a fantastic event
ﬁlled with enthusiasm and excitement so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event en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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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2012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경향하우징페어는 진화하는 주거공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
는 국내 최고·최대의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전시회다. 올해 경
향하우징페어에는 동화자연마루를 비롯한 가구, 건자재 업체뿐
만 아니라 각종 인테리어 업체 등 국내외 650여 개 기업이 참가했
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총 18여 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 성
황을 이뤘다.

Dongwha Nature Flooring Participates in the 2012
Kyunghyang Housing Fair
5IF,ZVOHIZBOH)PVTJOH'BJSJTUIFCFTUBOECJHHFTUDPO
TUSVDUJPONBUFSJBMTBOEJOUFSJPSFYIJCJUJPOJOUIFDPVOUSZ
XIFSFWJTJUPSTDBOUBLFBMPPLBUFWFSFWPMWJOHSFTJEFOUJBM
TQBDFT .PSF UIBO  EPNFTUJD BOE JOUFSOBUJPOBM JOUF
SJPSDPNQBOJFTBTXFMMBTGVSOJUVSFBOECVJMEJOHNBUFSJ
BMTDPNQBOJFTJODMVEJOH%POHXIB/BUVSF'MPPSJOHKPJOFE
UIJTZFBSĚTGBJS5IFQMBDFXBTWJTJUFECZBUPUBMPG 
WJTJUPSTEVSJOHUIFFYIJCJUJPOQFSJPEBOEUVSOFEPVUUPCF
BIVHFTVDDFTT
업계최초 셀프 홈 스타일링 어플리케이션을
시현중인 박희숙 사우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설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마루시공 시연

강화마루와 디자인월을 공간별로 시뮬레이션해 본 뒤
다양한 시공 사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어
참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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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컨셉 : 자부심이 되는 공간
전시관 안쪽에 위치한 동화자연마루의 전시부스는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크고 웅장했다. 동화자연
마루 부스는 연일 밀려드는 바이어와 참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동화자연마루 부스의 컨셉은 자연마루의 새로운 슬로건인 ‘Live in Pride’를 주제로 디자인됐다.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의 임주연 대리는 “자부심이 되는 공간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내부 자재는 디자인월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는 컨셉룸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Booth Concept : Live in Pride
%POHXIB/BUVSF'MPPSJOHXBTMPDBUFEUPXBSETUIFCBDLPGUIFFYIJCJUJPOIBMMCVUUIBU
XBTOĚUBQSPCMFN*UXBTBHSBOETUSVDUVSF MBSHFFOPVHIUPCFTQPUUFEFWFOGSPNBEJT
UBODF5IFCPPUIHFOFSBUFEBMPUPGJOUFSFTUBOEXBTDPOTUBOUMZDSPXEFEXJUICVZFSTBOE
WJTJUPSTUISPVHIPVUUIFFYIJCJUJPOQFSJPE
5IFDPODFQUPGUIJTZFBSĚTCPPUIXBTCBTFEPOUIFUIFNFĜ-JWFJO1SJEFĝ/BUVSF'MPPSJOHĚT
OFXTMPHBO"TTJTUBOU.BOBHFS+VZFPO*NGSPNUIF.BSLFUJOH4USBUFHZ5FBNFYQMBJOFE 
Ĝ8FEJEPVSCFTUUPEFTJHOTQBDFTUIBUQFPQMFDPVMECFQSPVEPG5IFCPPUIXBTEFTJHOFE

내구성이 뛰어난
아이들을 위한 체육관 구성

전략마케팅팀 임주연 사우

VTJOHBEFTJHOXBMMUPGFBUVSFJOUFSJPSNBUFSJBMTBOEUIFOXFVTFEDPODFQUSPPNTUPTIPX
DBTFPVSTQBDFEFTJHOT%SBXJOHUIFJOUFSFTUPGUIFWJTJUPSTXBTBTQFDJBMEFNPOTUSBUJPO
XIJDIQSPWFEUPCFPOFPGUIFIJHIMJHIUTPGUIFGB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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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디자인하는 회사, 동화자연마루
동화자연마루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얼굴을 내민 경향하우징페어에
서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회사’로의 변신을 꾀했다. 동화자연마루는
이번 전시회에서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눠 공간별 디자인월과 강화마루 인
테리어를 선보였다. 부스에는 거실, 침실, 주니어 공부방, 체육관, 콘서트룸,
멀티숍, 뷰티숍 등의 공간이 시연됐다. 스타일리시하게 꾸민 거실을 시작으
로 주니어 공부방은 시각적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린톤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침실은 실용성을 강조한 트렌디한 디
자인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체육관은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내구성
이 뛰어난 안전한 자재로 꾸몄고, 콘서트룸은 흠음 기능성 자재를 적용했다.
뷰티숍은 하이그로시 패턴을 입혀 대리석이나 타일에서 느껴지는 고광택 표
면 질감을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Dongwha Nature Flooring; A Company That Designs Space
*UIBTCFFOGPVSZFBSTTJODF%POHXIB/BUVSF'MPPSJOHIBTNBEFBO
BQQFBSBODFBUUIF,ZVOHIZBOH)PVTJOH'BJS%VSJOHUIJTUJNFUIF
DPNQBOZUSBOTGPSNFEJUTFMGJOUPĜBDPNQBOZUIBUDSFBUFTOFXMJW
JOHTQBDFTĝ%VSJOHUIFFYIJCJUJPO%POHXIBEJWJEFEJUTEFTJHOTJOUP
JOEVTUSJBM BOE EPNFTUJD EFTJHOT BOE TIPXDBTFE B EFTJHO XBMM BOE
MBNJOBUFGMPPSJOHGPSFBDITQBDF3FDSFBUFEJOTJEFUIFCPPUIXBTB
MJWJOHSPPN BCFESPPN BKVOJPSTUVEZSPPN BHZN BNVMUJTIPQ
BOEBCFBVUZTIPQ5IFMJWJOHSPPNXBTEFDPSBUFEJOBTUZMJTINBO
OFSBOEUIFKVOJPSTUVEZSPPNXBTEFDPSBUFEJOHSFFOUPOFTUPIFMQ
SFMJFWF PQUJDBM GBUJHVF BOE JNQSPWF DPODFOUSBUJPO XIJMF UIF USFOEZ
EFTJHOPGUIFCFESPPNFNQIBTJ[FEQSBDUJDBMJUZ5IFHZNXBTNBEF
VQPGEVSBCMFNBUFSJBMTTPUIBUDIJMESFODPVMESVOBSPVOEGSFFMZBOE
UIFDPODFSUSPPNXBTDSFBUFEVTJOHNBUFSJBMTXJUITPVOEBCTPSCJOH
QSPQFSUJFT0OFPGUIFSPPNTUIBUTUPPEPVUXBTUIFCFBVUZTIPQ
XJUIJUTNBSCMFBOEUJMFTBMMDPBUFEXJUIBIJHIHMPTTZQBUUFSODSFBU
JOHBTVQFSHMPTTZTIFFOPOUIFTVSG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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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마케팅팀 이은혜 사우

생산팀 이호욱 사우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던 전시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제품 설명을 해주었던 동화자연마루 임직원들

영업1팀 김진영 사우

전시현장을 참석해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승명호 회장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의 박희숙 대리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디자인월
하이그로시 제품을 뷰티숍에 시공해서 먼저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한 반응
이 무척 좋다”며 “목재로 대리석 느낌을 내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인 특징
이 있어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주연 대
리는 거실과 체육관에 시공된 제품과 시공체험 공간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
다고 귀띔한다. 두 사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동화자연마루가 바닥
재와 벽재와 같이 단순히 자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패키지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략마케팅팀 김성희 사우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TTJTUBOU .BOBHFS )FFTPPL 1BSL GSPN UIF .BSLFUJOH 4USBUFHZ 5FBN
TBJE  Ĝ5P TIPX PGG UIF IJHIHMPTTZ QSPEVDU XF BSF HPJOH UP JOUSPEVDF
JO UIF TFDPOE IBMG PG UIF ZFBS XF CVJMU B EFTJHO XBMM XJUIJO UIF CFBVUZ
TIPQBOEBSFOPXTIPXJOHJUUPWJTJUPST*UIBTESBXOWFSZQPTJUJWFSFBD
UJPOTĝ 4IF BEEFE Ĝ5IF XPPE NBEF UP MPPL MJLF NBSCMF XBT FTQFDJBMMZ
XFMMSFDFJWFECZUIPTFJOUIFTBNFQSPGFTTJPOXIPBQQMBVEFEJUGPSCFJOH
FDPGSJFOEMZZFUJOFYQFOTJWFĝ"DDPSEJOHUP"TTJTUBOU.BOBHFS+VZFPO
*N NBOZPGUIFWJTJUPSTXFSFJOUFSFTUFEJOUIFQSPEVDUTCVJMUJOUIFMJWJOH
SPPNBOEHZNBTXFMMBTUIFTQFDJBMEFNPOTUSBUJPOBSFBDSFBUFETPWJTJ
UPSTDPVMEFYQFSJFODFUIFQSPDFTTUIFNTFMWFT5ISPVHIUIJTFYIJCJUJPOCPUI
DPMMFBHVFTFYQSFTTFEUIFJSEFTJSFUPTFF%POHXIB/BUVSF'MPPSJOHSFCSBOE
JUTFMGBTBDPNQBOZUIBUPGGFSTĜUVSOLFZTPMVUJPOTUPTQBDFEFTJHOĝSBUIFS
UIBOBDPNQBOZXIJDITJNQMZTFMMTNBUFSJBMTMJLFGMPPSJOHBOEXBMMQBQ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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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마케팅팀 최식헌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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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ck Interview
관람객 박보혜 씨

Visitor, Bo-hae Park

“정말 우리나라 기술 맞아요?”
2~3년 내에 전원주택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준비하
기보다는 많이 보고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행사장을 찾았는데 아
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동화자연마루는 부스가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고 색
상이나 분위기도 자연적이고 차분하고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가정주
부라서 평소 건축자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부스를 둘러보면
서 딸과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벽지와 바닥재가 겉으로 보기에도 무
척 좋은데 여러 가지 기능까지 더해져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이
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우리나
라 기술 맞나요? 오늘을 계기로 동화자연마루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
를 갖게 될 것 같아요.

“Are these really Korean technologies?”
I am thinking about moving into a house within the next 2-3
years. I came to the exhibition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to learn as much as I could before then instead of
being unprepared and it looks like it will be a great chance
for me to just do that.
Overall, Dongwha Nature Flooring’s booth is well designed
and its natural colors and the atmosphere give it a natural,
simp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look. I am a housewife
so I normally don’t have a lot of opportunity to come into
contact with construction materials but looking around the
booth with my daughter we saw many things that impressed
us. The wallpaper and ﬂooring look fantastic just as they are
so I was surprised to hear how many functions they had. I
had no idea that there were products out there with so many
functions. Are these really Korean technologies? Starting
today, my impression of Dongwha Nature Flooring has really
go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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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스마트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영업2팀 김경훈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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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동화 한 가족,
2년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로
노사 화합

Dongwha is One Family:
Settlement of Wages
without Having to Negotiate,
Two Years Running
김홍진 대표와 대성목재 함길성 노조위원장

동화기업 임윤선 노조위원장과 김홍진 대표

Corporate Culture of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24 year Record of Settling without any
Labor Disputes!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화의 기업문화.

0O"QSJMUI %POHXIB)PMEJOHT %POHXIB&OUFSQSJTFBOE

24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 달성!

%BFTVOH8PPEJOBEEJUJPOUPUIFMBCPSVOJPOTPGPUIFSBG

지난 4월 12일, 동화홀딩스는 동화기업, 대성목재

GJMJBUFT IFME B TJHOJOH DFSFNPOZ UP TIPX BMM PG UIF QBSUJFT

등의 각 자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2012년 임금 및

IBESFBDIFEBTFUUMFNFOUPOXBHFTBOEDPMMFDUJWFCBSHBJOJOH

단체 협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무교섭으로 타결을

XJUIPVUIBWJOHUPOFHPUJBUF

합의하는 조인식을 열었다.

*OBUUFOEBODFXBT)POHKJO,JN $&0PG%POHXIB&OUFS

이날 자리에는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임윤선 노조
위원장 및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조
인식에서 노조 측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
하고 올해 회사의 경영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임

UPUIFNBOBHFNFOUBOEVOJPO"UUIFDFSFNPOZ UIFMBCPS
VOJPOTUBUFE Ĝ5PPWFSDPNFBOVODFSUBJOCVTJOFTTFOWJSPO
NFOUBOEUPFYDFFEPVSDPNQBOZĚTCVTJOFTTPCKFDUJWFTGPSUIF
ZFBSXFEFMFHBUFBMMNBUUFSTSFMBUFEUPXBHFTUPUIFDPNQB

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고 밝혔

OZĝ5IFDPNQBOZTUBUFEĜ8FBSFUIFGJSTUJOUIFJOEVTUSZUP

다. 이에 사측은 “동종업계에서 가장 먼저 임금 타

DPNFUPBTFUUMFNFOUXJUISFHBSETUPXBHFT8FFYQFDUUIBU

결을 하게 되어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UIJTXJMMHSFBUMZTUSFOHUIFOPVSDPNQFUJUJWFOFTT ĝBOEBEEFE

으로 기대한다”면서 “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ĜUISPVHI UIF (SFBU 8PSL 1MBDF QSPHSBN XIJDI %POHXIB

있는 GWP(Great Work Place) 프로그램을 통해 직

DPOUJOVFT UP QVSTVF XF XJMM XPSL PO JNQSPWJOH FNQMPZFF

원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TBUJTGBDUJPOPOXFMGBSFĝ

고 화답했다.

5IJT NBSLFE UIF TFDPOE DPOTFDVUJWF ZFBS %POHXIB TFUUMFE

이로써 동화는 2년 연속으로 임금 무교섭 타결을
이루게 되었으며, 1988년부터 24년째 노사 무분규
임금 협상 기록도 이어나가게 되었다.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54

QSJTF VOJPOQSFTJEFOU :PPOTVO-JNBTXFMMBTUIPTFSFMBUFE

BOZXBHFJTTVFTXJUIPVUIBWJOHUPOFHPUJBUFBOETJODFJU
XBTUIFUIZFBSUIFDPNQBOZSFBDIFEBOBHSFFNFOUXJUI
PVUBOZMBCPSEJTQVUFT
)POHKJO,JN $&0PG%POHXIB&OUFSQSJTFTBJEĜPVSDPS
QPSBUFDVMUVSFPGDPNNVOJDBUJPOBOENVUVBMVOEFSTUBOEJOH

동화의 기업 문화가 노사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내

JTXIBUESJWFTUIFMBCPSVOJPOBOENBOBHFNFOUĚTEFTJSFGPS

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동화가족들의

IBSNPOZBOEBXJOXJOTJUVBUJPOĝ)FBEEFEĜBTXFNPWF

행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GPSXBSE UISPVHIUIFIBQQJOFTTPG%POHXIBFNQMPZFFTXF

할 것”이라고 밝혔다.

XJMMXPSLUPHFUIFSUPCFBDPNQBOZUIBUDSFBUFTSFTVMUT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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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공무원 견학

스쿨대리점 사장단 간담회

산림교육원과 환경인력개발원이 “국산목재 활용”과 “폐목재 순환자원화” 과정을 위해 동화기업을 견학

2012년 동화자연마루 스쿨대리점 사장단 간담회를 지난 3월 19일 대전에서 실시. 전국 12개 대리점 사장단이 참석하여 각

▶ 일시 : 산림교육원 20명(3월 7일), 환경인력개발원 40명(3월 15일)

지역의 시장상황과 전략, 영업성공사례에 대하여 공유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짐.

▶ 견학장소 : MDF2공장 – 그린팩토리 - PB공장

▶ 목적

▶ 진행 : 회사소개 및 폐목재 재활용 강의

견학

1) 실적 리뷰, 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 견학 기대효과

2) 신제품 소개 및 신규 유통전략 소개

1) 산림공무원들의 국산목재의 산업재 활용 이해도 고취로 공급확대 필요성 인식

▶ 대상 : 전국 12개 스쿨대리점 사장단

2) 전국 지자체 환경공무원들이 버려지는 폐목재의 PB제품 재활용이 진정한 녹색성장이라는 인식 고취

▶ 일정 : 2012년 3월 19일 대전 소재 컨퍼런스룸
▶ 간담회 Agenda
1) 2011년 실적 및 시장동향 브리핑

Field Trip for Environmental and Forestry Ofﬁcials
Ofﬁcials from the Fore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

2) 영업우수사례 공유 통한 성공전략 마련

t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isited Dongwha Enterprise to learn about wood recycling.
▶ Date : Fore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 20 people(March 7),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40 people(March 15)
▶ Place : 2nd MDF Factory – Green Factory – PB Factory
▶ Program : Company introduction, lecture on wood recycling

1) To raise awareness among forestry ofﬁcials of the importance of domestic wood recycling
2) To demonstrate to environmental ofﬁcials from local governments the example of genuine green
growth through the use of waste wood in the manufacturing of particle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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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2 meeting of the CEOs of school representative stores was held March 19 in Daejeon. CEOs of 12
representative stores nationwide attended the meeting, where they discussed local market situations, busi-

ﬁeld trip

▶ Goals

1

Meeting of CEOs of School Representative Stores

ness strategies and success stories, and devised strategies for the future.
▶ Goals

1) Result review, analysis of market trends, future strategies
2)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and distribution strategies
▶ Participants : CEOs of 12 school representative stores nationwide

2

▶ Date : March 19, 2012 (Conference room in Daejeon)
▶ Agenda

1) Brieﬁng on 2011 business results and market trends
2) Sharing success stories and devising succes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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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디자인 월 하이그로 출시
▶ 정의 및 목적

동화자연마루, 전국 그린서비스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동화자연마루는 2012년 전국 시공사 및 SM을 대상으로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1) 석재인 대리석 질감이 한층 돋보이는 High glossy 표면마감으로 단조로움, 시공 어려움 등을 제거한 최고의 고품격

▶ 일시 : 2012년 5월 12~13일(2일간)

벽재 마감재.

▶ 장소 : 충북 충주시 호암동 청소련수련관

2) 디자인 월의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표면 Reality 향상을 위한 제품.

▶ 참석대상 : 본사 + 전국 직배직시공사(SM 포함)

▶ 출시 일정 : 2012년 5월 1일 런칭

▶ 운영일정

▶ 제품 규격 : 210mm X 790mm X 9t

1일차) 정책공유, 외부특강, 화합행사

▶ 패턴 : 대리석 5종

2일차) 체육활동(단합대회)

▶ 주요 공략 대상

▶ 운영효과

1) 주거용 : 거실, 주방 (고급스럽고 편안함)

1) 동화자연마루 SM 한마음 결속의 장 → 경쟁사 직배직시공 도입에 따른 소속감 증대

2) 상업용 : 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고급레스토랑, 화장품 매장 등), 오피스텔, 주상 복합건물 등

2) 동화 SM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Dongwha Nature Flooring, Design Wall Hi-glo Launched
▶ Definition and Purpose

Dongwha Nature Flooring,
Nationwide Green Service “Advance in Unison Conference” Held

1) This premium wall ﬁnish is a high glossy surface ﬁn-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their “Advance in Unison Conference” with construction companies from around

ish that makes the marble texture look even more at-

the country as well as SM.

tractive, removing a typically dull ﬁnish as well as any

▶ Date : May 12~13, 2012

difﬁculties installing the product.

▶ Location : Youth Training Center in Hoam-dong, Choong-ju City, North Chungchung Province

2) It is a product that has improved the real look of the

▶ Participants : Headquarters and Related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SM)

ﬁnish and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design wall

▶ Schedule

products.

3

▶ Launch Date : May 1st, 2012
▶ Product Specifications : 210mm X 790mm X 9t
▶ Pattern : 5 Styles of Marble
▶ Main Target Market

1) Residential: Living Room, Kitchen (luxurious yet comfortable)
2) Commercial: Accommodations (Hotels), Retail (Luxury Restaurants, Cosmetic Stores), Ofﬁcetels, Residential/Commerc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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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DONGWHA

Day 1) Share Policy, Special Lecture, Event to Promote Harmony

4

Day 2) Sports Activities (Pep Rally)

▶ After-effect

1) Solidarity Event for Dongwha Nature Flooring SM → Increase sense of belonging by adopting compet-

ing direct delivery construction.
2) Feel pride to be a Dongwha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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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DONGWHA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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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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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66p

68p

72p

76p

건강한 납세문화 형성에
동화기업이 함께합니다

간식도 먹고 축하도 받고~

노래와 율동의 한마음 동화

Eating Snacks and Being
Congratulated~

Dongwha, One Mind in
Music and Dance

목표필달을 향한
동화자연마루의 단체야구관람기

Dongwha is Part of a Healthy
Tax Paying Culture

Dongwha Nature Flooring’s
Group Baseball Outing

Core Value
Ethical
Management

건강한 납세문화 형성에

동화기업이 함께합니다

Dongwha is Part of a Healthy Tax Paying Culture

성실한 세금 납부는 국가 재정의 초석

역인 인천 서구 및 김포에 있는 많은 기업 중 동화기업의 대표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 김홍진 대표가 서인천세무서의 명예

이사로서 서인천세무서의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것을

세무서장으로 위촉되었다. 명예세무서장은 하루 동안 세무서장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의 원활

오전 10시 반,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시작됐다. 고명완

한 집행을 담당하는 조세행정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막중

세무서장이 김홍진 대표와 김구라 씨에게 일일 명예세무서장과

한 역할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묵묵히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장을 전달하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세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로 환영했다. 잠시 후 모범 납세자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

씀을 드립니다.” 이어 김 대표는 앞으로도 동화기업은 국가 및

수 세무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김홍진 대표의 치사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이어졌다. 김 대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인천세무서 관할 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서인천세무서 일일 명예서장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가 서인천세무서의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김 대표는 세무서를 돌아보고 업무 결재를 하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Dongwha CEO Hong-jin Kim named Honorary Superintendent of the West Incheon District Tax Ofﬁce for a Day
Dongwha CEO, Hong-jin Kim was appointed honorary superintendent of the West Incheon District Tax Ofﬁce for a day.
CEO Kim was given a variety of job duties which included delegating a number of tasks to the ofﬁce’s employees.

Faithfully Paying Taxesis
the Cornerstone of National Finance

ing that as CEO of Dongwha and speaking for all of the compa-

At 10 a.m. on March 5, CEO Hong-jin Kim kicked off his day

Ofﬁce, he was extremely honored to have been appointed hon-

as the honorary superintendent of the West Incheon District

orary superintendent for the day.

Tax Ofﬁce. As honorary superintendent he was to carry out the

“Paying taxes is an essential part of your duty as acitizen of this

same tasks conducted by the current superintendent in charge.

country and the tax administration responsible for the smooth

At 10:30 in the morning the 46th Taxpayers’ Day’ceremony be-

execution of such a duty plays a signiﬁcant role in becoming the

gan. When superintendentMyung-hwan Godistributed the let-

foundation for national ﬁnance. I thank all the people in the tax

ters of appointment naming Hong-Jin Kim and Gu-ra Kim honor-

ofﬁce for carrying out their responsibilities to ensurethat pay-

ary superintendentsa warm round of applause ensued. Shortly

ing taxes is a smooth process.” Later on, CEO Kim added that

after, awardswere given to model taxpayers and civil servants

Dongwha would continue to play its part in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tax ofﬁce recognized for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

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local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o cap

communities.

nies operat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West Incheon Tax

things off, CEO Kim took the stand to give his appreciation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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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납세자의 날. 서인천 세무서장 고명완 서장, 일일명예민원봉사 연예인 김구라, 성실세무납세자들과 함께한 일일명예서장 김홍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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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Change and
Innovation

올해 제3회 동화 경영혁신 페스티벌에서 기술직 최우수상을 거머쥔 동화기업 PB1공장.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분임조 활동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끌어낸 혁신과제 팀원들을 만났다.
Dongwha’s PB1 factory won the top prize for technicians at the 3rd Dongwha Management Innovation Festival.
We met with the team that achieved outstanding results on their project ‘reducing costs related to waste disposal’.

간식도 먹고 축하도 받고~
Eating Snacks and Being Congratulated~

대성목재 PB공장 김도형, 김봉기 사우

점심시간을 앞두고 제법 출출해질 무렵,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치킨과 피자를 양손 두둑이 들고 PB1공장을 찾았다. 30여 명의
동화기업 직원들은 뜻밖의 음식에 반가운 함성으로 화답하며 즐거운 간식타임을 가졌다. 치킨을 건네고 음료를 주고 받으며 서로
살뜰히 챙기는 정겨운 모습이 형과 아우가 따로 없을 정도. 웃고 떠드는 사이 간식은 금세 바닥을 보였다.
PB1공장 직원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이라는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분임조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3월부터 7
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 이 활동을 통해 연간 12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PB1공장 직원들은 모든 조원들이 적극적으
로 동참하고, 끝까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일까. PB1공장 프레스에서 근무하는 김도형 사우는 “당
연히 최우수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Just before lunch when everyone was beginning to feel slightly hungry, we went to the PB1 factory with some
chicken and pizza. The 30 employees at the factory were delighted with this unexpected treat and sat down to
enjoy the snack. In that moment they were like brothers, handing out chicken and pouring drinks for each other.
While they were busy laughing and chatting, it didn’t take long for all of the food to disappear.
The employees at the PB1 factory chose “reducing costs related to waste disposal” as their innovation project.
They focused on this project between March and July and through their efforts successfully reduced costs by 1.2
billion won annually. They all agreed that it was the result of every member actively participating on the project
and doing their best. Do-hyung Kim who works on the PB1 factory press nodded and said, “I knew we would
receive th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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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PB공장 강철구, 유동수 사우

동화 경영혁신 페스티벌 기술직 최우수상팀 동화기업 PB1공장
PB1 Factory, Dongwha Management Innovation Festival’s Outstanding Technician Team

“While we were working on the task force we constantly had meetings to discuss how to make things
better and improve our activities. Our success was the result of everyone on the team working together as
“분임조 활동을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을지 끊임없이 회의하고 토론했습니다. PB1공
장 팀원들이 하나 되어 이뤄낸 성과 아니겠어요? 저희 팀원들이 뭔가 시작하면 의욕적으로 많이들 따라주시는 편이에요. 워낙
가족적인 분위기라 동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고, 늘 서로 배려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죠.”
그렇다고 분임조 활동이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은 아니다. PB1공장의 현장관리자인 김봉기 주임은 “처음에는 조
원들이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이라며 “진행과정에서 서로 좋은 안건을 내놓고 의견을 조율해나갔던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고

whenever things get tough we’re there to help each other out and give each other advice.”
That doesn’t mean it was smooth sailing from the start. According to site manager Bong-gi Kim, “we were
kind of confused when we first started” adding, “working together to fine-tune everyone’s suggestions was
quite meaningful”. He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fact that many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mall group
activity. “There were many activities and proposals in the past but I think it was the first time we accomplished

말한다.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참여로 소그룹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something as a unit. Because everyone is busy it’s a fact that most people lacked individual interest in small

“그동안에도 활동이나 제안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나 된 모습으로 뭔가를 이뤄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group activities but this time it felt natural to participate”.

소그룹활동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The joy from winning doesn’t last long. Members of the PB1 factory face another challenge. From reducing

수상의 기쁨도 잠시. PB1공장 팀원들은 지금 또 다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에 이어 폐수 관리 발생

the cost of waste disposal they are now engaged in a new project; reducing the costs arising from managing

비용 절감이라는 새로운 테마로 분임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이들의 또 다른 도전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waste water. We give them 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as they take on this new challenge.

대성목재 PB공장 김태섭, 이영원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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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hen we start something everyone tends to follow through with enthusiasm. We are like a family and

대성목재 PB공장 제춘서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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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Respect
for Talent

랩과 메인안무 담당
동화기업 영업기획파트 김지훈 사우

여의도 그린라운지에서 연습에 한창인 동화 비전 합창단원들

노래와 율동의 한마음 동화

하나 된 모습으로 비전 달성 기원

Dongwha, One Mind in Music

간씩 연습에 몰두했다. 비전 선포식 하루 전날인 4월 27일에는 밤늦게 월미도 현

지난 4월 28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임직원 단체합창 퍼포먼스를 멋지게 선보인 동화
의 젊은 에너지들. 이들이 일주일간 흘린 굵은 땀방울을 엿볼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봤다.

공연을 준비한 동화인들은 업무가 끝난 후 매일 밤 10~11시까지 하루에 4~5시

& Dance

장의 무대를 찾아 호흡을 맞췄고, 비전 선포식 당일에도 오전 6시 30분에 모여 마
지막 연습을 하는 등 보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Wishing for the Accomplishment of a Uniﬁed Vision
"GUFSXPSLUIFFNQMPZFFTTUBZFEVOUJM1.QSBDUJDJOHGPS
IPVSTFBDIEBZ0O"QSJMUI BEBZCFGPSFUIFDFSFNPOZ FWFSZPOF

On April 28th the air was ﬁlled with youthful energy as Dongwha employees
presented a group chorus performance at the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Here we were able to see the product of a week’s worth of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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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JWFEJO8PMNJEPBOEQSBDUJDFEVOUJMMBUF0OUIFEBZPGUIFCJHFWFOU
UIFZHBUIFSFEBUJOUIFNPSOJOHGPSPOFGJOBMSVOUISPV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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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연에 참여한 동화오토앤비즈 제휴금융팀의 장철호 사우는 “다른 자회사 직원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땀 흘리면서
노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모두가 원하는 것을 충
분히 이뤄낼 수 있음을 13명의 젊은 동화인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스스로 보여줬다. 이들의 공연이 동화의 새로운 비전을 인식하
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길 기대해 본다.

$IVMIP+BOHGSPN%POHXIB"VUPBOE#J[ĚT'JOBODF5FBNTBJEĜJUXBTBHSFBUFYQFSJFODFXPSLJOHUPHFUIFSUP
BDIJFWFBTJOHMFHPBMXJUIFNQMPZFFTGSPNPUIFSBGGJMJBUFDPNQBOJFTĝ5IJSUFFOZPVOH%POHXIBFNQMPZFFTIBWF
QSPWFOUPUIFNTFMWFTUIBUJGUIFZNPWFUPXBSETBTJOHMFHPBMBOEWJTJPOUIFZDBOBDDPNQMJTIBOZUIJOH5IFJSQFS
GPSNBODFXJMMTFSWFBTUIFESJWJOHGPSDFUPCVJMEBXBSFOFTTPGUIFDPNQBOZĚTOFXWJTJPOBOEIFMQBDIJFWFJUTHPBM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박혜영사우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박지성 사우

동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이승준 사우

드디어 공연 당일인 4월 28일. 무대에 오르기 전, 기분 좋은 긴장과 설렘으로 분
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서로를 도닥여주고 “실수해도 기죽지 말고 웃음을 잃
지 말자”며 파이팅을 외친 후 무대에 오른다. 13명의 젊은 동화인들은 무대 위에
서 일주일간의 연습 결과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전해진 걸
까. 관람석에 있던 동화의 선후배들과 가족들도 멋진 무대에 힘찬 박수와 환호
로 화답한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 된 모습으로 공연을 마치고 동화의 새로운 비
전 달성에 각오와 의미를 더했다.

0OUIFEBZPGUIFQFSGPSNBODFUIFPWFSBMMNPPEXBTPOFPGFYDJUFNFOU
BOEUFOTJPO5IFZIJUUIFTUBHFBNJETUXPSETPGFODPVSBHFNFOU UFMM
JOHFBDIPUIFS ĜEPOĚUXPSSZJGZPVNBLFBNJTUBLFBOESFNFNCFSUP
TNJMFBMMUIFUJNFĝ&BDIBOEFWFSZPOFPGUIFQFSGPSNFSTTIPXFEUIF
BVEJFODFXIBUUIFZIBECFFOQSBDUJDJOHBMMXFFLMPOH%JEUIFJSQBTTJPO
BOEFGGPSUQBTTUIFUFTU 5IFBVEJFODFSFXBSEFEUIFNXJUIBQQMBVTFBOE
DIFFST 5ISPVHI UIJT VOJGJFE GSPOU  UIF QFSGPSNBODF XBT TVDDFTTGVM JO
SFMBZJOH%POHXIBĚTOFXWJTJPOBOESFTPMWFUPBDIJFWFUIBUOFXWJT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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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합창단원들을 이끌어 준
뮤지컬 배우 이주영

75

지난 4월 13일, 인천 문학구장에는 괴물투수라 불리는 한

Core Value

화 류현진 선수가 13개의 삼진을 잡으며 0 : 0 승부를 이
Happiness

끄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가 펼쳐졌다. 바로 이 현장

응원의 함성과 함께한 이색 단합대회

엔 인천과 인연이 많은 우리 동화인들이 함께 자리를 하

Cheers of Support Together with a Different Pep Rally

고 있었다. 직원단합과 목표달성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
고자 동화자연마루의 임직원들이 야구장을 찾은 것이다.

*ODIFPOĚT.VOIBL#BTFCBMM4UBEJVNPO"QSJMUI
XBTUIFTJUFPGBWFSZFYDJUJOHCBTFCBMMHBNFUIBU

목표필달을 향한 동화자연마루의 단체야구관람기

FOEFEJOBUJFJOSFHVMBSJOOJOHTBOEGFBUVSFE
)ZVOKJO 3ZV UIF ĜNPOTUFS QJUDIFSĝ XIP UISFX
GPS  TUSJLFPVUT %POHXIB FNQMPZFFT XFSF PO

Dongwha Nature Flooring’s
Group Baseball Outing

IBOEUPXJUOFTTUIJTGBCVMPVTHBNF5IJTPVUJOH
XBT PSHBOJ[FE TP NBOBHFNFOU BOE FNQMPZFFT PG
%POHXIB /BUVSF 'MPPSJOH DPVME SFJOGPSDF UIFJS
XJMMUPSFBDIUIFJSHPBMTBOECVJMEBGFFMJOHPGVOJUZ

동화자연마루 특판영업팀 권순익 팀장과 전략마케팅팀 윤진수 팀장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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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PSF UIF TUBSU PG UIF HBNF  UIF CJH TDSFFO EJTQMBZFE
UIJTNFTTBHFĜ8FXFMDPNFUIFFNQMPZFFTPG%POHXIB
/BUVSF'MPPSJOHĝ/PUPOMZEJEJUNBLFVTGFFMXFMDPNF
CVU JU XBT B HPPE PQQPSUVOJUZ GPS %POHXIB /BUVSF
'MPPSJOHUPCFQSPNPUFEUPUIPTFJOBUUFOEBODF&WFO
BGUFSUIFTUBSUPGUIFHBNF UIFCJHTDSFFOQSPWJEFEUIF
TQFDUBUPSTXJUINPNFOUTPGIVNPSXJUIGVONFTTBHFT
MJLF Ĝ$&0 )FVOHKPPO &PN  XF MPWF ZPVĝ BOE ĜUIF
GFNBMFFNQMPZFFTBSFOVNCFSPOFĝ"MMPGUIFFNQMPZ
FFT BU %POHXIB /BUVSF 'MPPSJOH JODMVEJOH UIF $&0 
UFBNMFBEFSTBOEUFBNNFNCFSTDBNFUPHFUIFSBTPOF
UPDIFFSPOUIFQMBZFSTDSFBUJOHBOBUNPTQIFSFPGGVO
BOEIBQQJOFTT
*OUIFFOEJUXBT4,ĚT(FVOXPP+VOHUIBUCBUUFEJO
UIFXJOOJOHSVOUPHJWF4,BXJOJOUIFUFOUIJOOJOH
UPFOEXIBUXBTJOEFFEBOBJMCJUJOHHBNF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님 사랑해요!! 문구로 경기장을 깜짝 놀래킨 동화자연마루 여직원들

동화자연마루 생산팀 이호욱, 경영지원팀 송병은, 생산팀 곽동규 사우

이날 경기시작 전, 동화자연마루의 위상을 말해주듯 인천 SK
구단측은 전광판에 ‘동화자연마루 임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로 야구장에 온 동화인들을 환영해 주었다. 덕분에 이
날 야구장에 온 많은 시민들에게 ‘동화자연마루’의 이름을 또
한번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 전광판에는 그 이
후에도 야구랑 상관없는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님 사랑해
요 – 여직원 일동 –‘ 이라는 애교와 위트가 넘치는 응원 글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이날
동화자연마루의 대표와 팀장, 팀원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응원

동화자연마루 화이팅!

하며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했다.

[엄흥준 대표 이하 팀장]
⇡이길용, ⇢김국환, ⇣엄흥준 대표, ⇤권순익, ⇥신호철, ⇦박한진, ⇧윤진수

이날 경기는 끝까지 숨막히는 승부를 펼치다 결국 연장 10회
SK 정근우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 SK가 1:0으로 승리하였다.
⇡

78

윗줄) 동화자연마루 영업2팀 박주형(왼쪽), 영업1팀 강남규
아랫줄) 경영지원팀 최상호(왼쪽), 영업1팀 신상헌 사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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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지금 그린라운지에서는

북카페 인기도서 TOP 4

Love spread through
the sounds of a violin~

Life & Culture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로랑 코르샤 내한공연 화이트데이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 초대받은 동화가족들은 진한 바이올린 선율의 매력에 푹 빠져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Laurent Korciaperformed at the Concert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just in time for White Day.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re invited to the concert and spent a lovely evening
indulgingthemselves in the beautiful sounds of the violin.

ࢎی߄ৢܽࢶਯਸఋҊ_

"4QFDJBM8IJUF%BZ8JUI"$MBTTJDBM.VTJD$PODFSU

%BZUIJTZFBSu5IFGBNJMZPG)ZVOHJ$IPGSPNUIF1#'BDUPSZ

0O.BSDI KVTUBEBZCFGPSF8IJUF%BZ UIFFOUSBODFUPUIF

XIPXFSFTUBOEJOHSJHIUOFYUUP1BSLBMTPTBJEJUXBTUIFJSGJSTU

4FPVM"SUT$FOUFS$PODFSU)BMMXBTDSPXEFEXJUIDPVQMFTBOE

UJNFXBUDIJOHBDMBTTJDBMNVTJDDPODFSU

GBNJMJFTXBJUJOHGPSUIFQFSGPSNBODFUPCFHJO-BVSFOU,PSDJB 

t* BN FYDJUFE BCPVU UIJT QFSGPSNBODF* IFBSE UIF DPODFSU

ېधࢲ৬ೣԋೠౠ߹ೠചؘ

B'SFODIWJPMJOJTULOPXOGPSDPWFSJOHBXJEFSBOHFPGHFOSFT

XPVME CF NBEF VQ PG NPTUMZ NPWJF TPVOEUSBDLT* FYQFDU UP

ചؘզੋդਘੌ ࢲࣿࢲഓখҕোਸӝחܻোੋٜҗоٜ۽оٙ೮զాې

GSPNDMBTTJDBMUPGJMNTPVOEUSBDLTBOEMPWFECZNBOZNVTJDFO

IFBSBMPUPGNVTJD*sNGBNJMJBSXJUIu

धҗېधചঈ҃҅ܳֈաٜ݆ݴঈগഐоٜࠗ۽ఠࢎח߉ییझन߄ৢܻפझrی۽ܰࢥ -BVSFOU

UIVTJBTUTXBTPOIBOEUPQFSGPSNJO,PSFB5IFDPODFSUXBTB

:POHTVL,JN $IPsTXJGFBEEFEt*UsTOPUFBTZDPNJOHBMMUIF

,PSDJB sղೠҕোৌܻחզױೞੋࡺܖҕোী҃۱ੑࢎ֙۽ਸݏೠزചੋҗҕো୶ୌਸ߉ӝࣿࢎоٜ

POFEBZFWFOUBOETPNFPGUIFOFXSFDSVJUTDFMFCSBUJOHUIFJS

XBZ4FPVMGSPN*ODIFPOUPUBLFQBSUJODVMUVSBMFWFOUTTP*BN

য়য়Ҕਸও

GJSTUZFBSPGCFDPNJOH%POHXIBNFNCFSTBOEUIFGBNJMJFTPG

HPJOHVTFUIJTPQQPSUVOJUZUPJOEVMHFNZTFMGJOUIFDIBSNPG

оݢҕোীبೠ1#ҕ߅ࣻࢎоো ୡ ҟো ୡ فইٜਸؘܻҊয়݅ےীաٜܳೠ߅ࢎ৬ই

UFDIOJDJBOTXIPXFSFJOWJUFEUPUIFDPODFSUHBUIFSFEUPXBUDI

DMBTTJDBMNVTJDu

ղഌਗॿחtېधҕোੋ ؘ؋࠙ীৢ೧ܲ࢝חചࠁؘܳյࣻѱ֎عਃuݴۄӝ৬ࢸ۬ਸ٘۞չ

UIFQFSGPSNBODF

)ZVOHBF-FF  BOE+VOHIFF,JN  XIPSFDFJWFEUIF

ী؍1#ҕઑഅӝࢎоदঈࢲחۄҊ

5IF GJSTU UP BSSJWF BU UIF QFSGPSNBODF IBMM XBT UIF GBNJMZ PG

DPODFSUUJDLFUTGSPNUIFJSEBVHIUFS(XBOHSBF-FF XFSFXBJU

tয়טചঈਤ۽ҕোਸೠҊ೧ࢲղबӝܳыҊ৳যਃկࢸঋҊࣼೠঈաয়ঋਸө೧ࢲਃuઑࢎ݈

+VTV1BSLXIPXPSLTBUUIF1#'BDUPSZ'PS1BSLBOEIJTXJGF

JOHGPSUIFQFSGPSNBODFUPTUBSUXJUIUIFJSHSBOETPOT (ZVOH

ীইղӣਊࣼॿחtੋୌীࢲࢲݶөޙചࢤഝૌӝ۞য়ӝоऔঋߣؘӝഥীજঈԈٜਵݴӒݒ۱ী

)ZFXPO +FPO XIP CSPVHIU BMPOHUIFJS UXP TPOT %BFZFPO

TFP$IP  BOE(ZVOHTBO$IP  

ࡅઉࠁ۰ҊਃuۄҊؔࠢੋٱҟ۹ܻ؋࠙ীҕোਸѱחعഅѐ ࣁ ӣ൞ ࣁ ॿࠗࠗࣚחੋઑ҃ࢲ ୡ

 BOE(XBOHZFPO  JUXBTUIFJSGJSTUPVUJOHJOBMPOHUJNF

t0VSHSBOETPOTQMBZUIFWJPMJO(ZVOHTFPMPWFTUIFPSDIFTUSB

 ҃ ࣁ ҵҗೣԋݽחणtٜࣚ߄ৢܽਸ೧ਃౠ҃ࢲоয়ாझۄীೠ҃زযࢲޖୋજইפ

BTXFMMBTUIFJSGJSTUFWFSDMBTTJDBMQFSGPSNBODF5IFZXFSFCPUI

BOEJTFYDJUFEUPCFIFSF*sNIBQQZUIBUNZEBVHIUFSsTDPNQB

ٱഥࢎীࢲ۠જҕোਸೡࣻחӝഥܳইҊҊӝ࠙જणפu

FYDJUFEBOEUISJMMFETBZJOH t8FHPUUPTQFOEBTQFDJBM8IJUF

OZQSPWJEFTUIFTFPQQPSUVOJUJFTUPFOKPZHSFBUQFSGPSNBODFTu

-PWFTQSFBEUISPVHIUIFTPVOETPGBWJPMJ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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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PB공장 조현기 사우와 가족

대성목재 PB공장 김대영 사우와 가족

대성목재 PB공장 박주수 사우와 가족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 이은혜, 김성희 사우

ܻझ݃ֈܽৢ߄חোী൙

(FU4XFQU6QJOUIF4XFFU4PVOETPGUIF7JPMJO

UJNFTMJGUJOHUIFNPPEXJUIVQCFBUBOEEZOBNJDQFSGPSNBOD

যؔוҕোदਸঌܻחউղߑ࣠ൗ۞ա৳ёࢳীঊزചоٜبҕো

"OBOOPVODFNFOUXBTNBEFMFUUJOHUIFBVEJFODFLOPXUIF

FT"TUIFGJOBMOPUFQMBZFEPVU UIFDPODFSUIBMMXBTGJMMFEXJUI

ਸૌӡળ࠺ܳ݃ݽणחࠗೖইפझ৬ഈোਵחࠗ ۽rನযझ݅ௗ

QFSGPSNBODFXBTBCPVUUPCFHJO"MMPGUIF%POHXIBFNQMPZ

BCJHBQQMBVTFBOEUIFTIPVUTPGtFODPSFuBOEtCSBWPuXFSF

ܰరsҗഈোਵ۽ېधࠗఠച৬$'١ਸా೧ࣼೠঈөܖفোع

FFTTFBUFEXFSFSFBEZUPFOKPZUIFQFSGPSNBODF5IFGJSTUIBMG

OFWFSFOEJOH BT UIF BVEJFODF TIPXFE UIFJS BQQSFDJBUJPO GPS

ېधୡࠁبܖೞঋਸ݅ఀনೠ۽Ӓ۔ਵ۽ҳࢿعҊ ࣼೠചঈٜ

PGUIFQFSGPSNBODFGFBUVSFEBQJBOJTUBOEUIFTFDPOEIBMGTBX

,PSDJBsTNBHOJGJDFOUQFSGPSNBODF

܂࢜بѱוԑ݅ఀی۽ܰࢥোݒח۱ౠചঈrചনোചs 

,PSDJBQMBZBMPOHTJEFUIF'PSTUNBOO2VBSUFUUDPWFSJOHWBSJPVT

"GUFSXBSET (ZVOHTFP$IPTUJMMGVMMPGFOFSHZGSPNUIFOJHIUsT

r౭פীࢲইஜਸs rद֎݃ୌҴs rৈੋೱӝsۢࣼೠࢶਯোݶٸؼੑоী

HFOSFTGSPNDMBTTJDBMNVTJDUPGBNJMJBSGJMNTPVOEUSBDLTBTXFMM

FYDJUFNFOUTBJE t*MFBSOFEBMPUMJTUFOJOHUPUIFWBSJFUZPGNV

ࣗ۽оযח۽ٸоढೞѱ ܰࡅח۽ٸҊղೠো৬పץ

BTNVTJDGFBUVSFEJODPNNFSDJBMT5IFDPODFSUXBTNBEFVQPG

TJD QMBZFE IFSF UPOJHIUu+VOHIFF ,JN DPVMEOsU TUPQ FYQSFTT

ਵ׀۽ਸࣻڐহѱ݅ٚदрળ࠺ݽػٚোоաࢲഓীחۨ৬

BWBSJFUZPGQJFDFTUISJMMJOHUIFBVEJFODFXJUINVTJDQBMBUBCMF

JOHIFSBQQSFDJBUJPOTBZJOH t*EPOsUSFBMMZLOPXNVDIBCPVU

э߅ܻࣻࣗо۰ಌҙёٜtঔܰu৬t࠳ࠁۄuܳোഐೞی۽ݴܰࢥ

GPSFWFOUIFNPTUBNBUFVSPGDMBTTJDBMFOUIVTJBTUT&WFOUIF

NVTJD CVUUIFXBZIJTIBOETNPWFEXIJMFIFXBTQMBZJOHUIF

োীڰѩѱച೮

NPTUGBNJMJBSNPWJFTPVOEUSBDLTUPPLPOBXIPMFOFXTPVOE

WJPMJOXBTTPNFUIJOH*IBWFOFWFSFYQFSJFODFECFGPSF5IBOL

ҕোդറઑ҃ࢲҵt׀খীࢲৈ۞оҋਸনೞѱٜਸࣻযࢲҕࠗо

UIBOLTUP,PSDJBsTJOUFSQSFUBUJPO4POHTGSPNNPWJFTMJLFr*OUIF

ZPVTPNVDIGPSJOWJUJOHVTUPTVDIBHSFBUQFSGPSNBODFu5IF

݆عযਃuݴۄनա೮݈ࣚਸٛҊ؍ӣ൞ॿदtঈী೧ੜݽ

.PPEGPS-PWF sr#SFBLGBTUBU5JGGBOZsT s$JOFNB1BSBEJTP sBOE

CFBVUJGVM BOE FNPUJPOGJMMFE QFSGPSNBODF MFGU UIF %POHXIB

ܰ݅߄ৢܽࣚز١ةౠ೧ࢲҙबѱெࠌuݴtજҕোীୡ೧ࢲ

r4DFOU PG B 8PNBOsCSPVHIU TNJMFT UP UIF GBDFT PG UIF BVEJ

NFNCFSTJOBUUFOEBODFGVMMPGMPWFBOEIBQQJOFTT

ҊuҊѢٟхࢎੋࢎܳ೮ইܴো৬ୢୢೠхࢿ݅ఀաزചоٜ

FODF5IFSFXBTOFWFSBTMPXNPNFOUBTIJTQFSGPSNBODFLFQU

ࢎیҗ೯ࠂ݅ب೧दрӡ߄ۆ

UIF BVEJFODF CSFBUIMFTT  BU UJNFT UPVDIJOH UIF IFBSU BOE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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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오토앤비즈 마케팅전략팀
이광례 사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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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제2회 백일장(白日場)이 마련되었다. ‘동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찾은
지 어느새 100일. 짧지 않은 시간을 무사히, 잘 지내온 이들의 색다른 돌잔치를 들여다보자.

ಫܻই۽Ӭܳוই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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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VBMEBZ$FSFNPOZ](SPXJOHUPHFUIFSGPSEBZT
The 2nd Annual 100 day Ceremony was created to help employees adjust in their early days with the company and to create
a place where they could communicate. It has already been 100 days since the latest hires started their quest for happiness
within the conﬁnes of “Dongwha”. Let’s see how they have been doing during this short period of time by taking a closer look
at the 100days Party.

$BO*$PNQFUFXJUI$BOOFTVTJOH'PMFZ"SU
5IJTZFBSNBSLTUIFOE"OOVBM%BZ$FSFNPOZ0OUIJTEBZ FNQMPZFFTXIPIBWFCFFOXJUIUIFDPNQBOZGPSEBZT

ৢ೧۽ഥܳݏೠߔੌ ᎁ᥀ᦉ զ೯ࢎীزחചীੑࢎೠੌࢎػ৬ੌࢎػٜଵৈ೧rӬܳוই

BOEUIPTFGPSEBZTQBSUJDJQBUFEJOBOFWFOUUJUMFEt$PNQFUFXJUI$BOOFTu*UXBTBNJTTJPOHJWFOUPUIFNUPQSPEVDF

ۄsחۄചઁ࣌ਸࣻ೯೮۽߄ಫܻই 'PMFZ"SU ܳഝਊೞৈചझషܻܳҳࢿ೧ࠁחѪಫܻ 'PMFZ ۆചܳ৮

BNPWJFVTJOH'PMFZ"SU'PMFZ"SUVTFTWBSJPVTTPVOETUPDPNQMFUFBNPWJF GPSFYBNQMF DSFBUJOHUIFTPVOETPGTUPNQJOH

ࢿदఃחনೠܻٜࣗܳ݅যղחѪਵ֢࠙۽ೠ࢚కীࢲߊܻࣗ ठ࢚కীࢲߊܻࣗۢੋҕхਸੜঈೞৈх

GFFUXIFOBOHSZ VTJOHTPVOETUPSFDSFBUFUIFFOIBODFUIFBVEJUPSZFYQFSJFODFPGUIFNPWJFQPSUSBZJOHUIFFNPUJPOTBOE

 ജ࢚҃ട١ചੋࣆܳ೧ೞҊӒীܻ݅ܳࣗחݏٜযղחࣿ೯ਤಫܻইоկࢶزചੋٜਸ

FOWJSPONFOUUPNBUDIUIFDPODFQUPGUIFNPWJF5PIFMQUIFQBSUJDJQBOUT )ZVOHHVO-FF EJSFDUPSPGt5IF'PY'BNJMZuUPPL

ਤ೧ചҳഐоഋҌхةೣԋ೮

QBSUJOUIFFWF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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جਖ਼౭
동화에는 앞서 두 번째를 맞이한 백일장과 함께 신규 입사자들의 또 하나의 소통채널이 있다. 백일장보다 한 주 앞서 그린라운지
에서 진행된 동화입사 1년의 축하 파티 “돌잔치 파티”가 바로 그것. 이 돌잔치 행사는 1년 동안 동화가족으로 무사 안착한 입사자
들을 축하하는 파티로, 백일장보다 더욱 자유롭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화가족으로 합류한 지 1년, 신입교육
과정에서 한 번씩 만난 이들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만나자마자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0OF:FBS1BSUZ
In addition to the 2nd 100 day ceremony there is another communication channel for new employees. Just a week before the
100 day ceremony was the “One Year Party” that was held in the Green Lounge. This was a party to congratulate the new hires
on hitting the one year mark as employees of the company and it was a far more relaxed environment than the 100 day ceremony with far more participants. A year has already passed since they became a part of the Dongwha family and a year since
they ﬁrst met while in training. Having lots to catch up on they started chatting as soon as they came together.

$PNNVOJDBUJPOBOE)FBMJOH(BSEFOUP$FMFCSBUFTU"OOJWFSTB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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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ਸ୷ೞೞాࣗחҗ൧݂݃

5PDFMFCSBUFUIFPOFZFBSNBSLTJODFKPJOJOHUIFDPNQBOZBDPNNVOJDBUJPOBOEIFBMJOHHFUUPHFUIFSXBTIFME4UBSUJOH

ੑࢎ֙جݏਖ਼݃ాࣗחҗਬ݃ਵ۽աয೯غੑࢎ֙زউঠӝٜܳযࠁחदрਸ

XJUIBOPQQPSUVOJUZUPTIBSFUIFJSTUPSJFTGSPNUIFQBTUZFBS BUUIFt$PNNVOJDBUJPO(BSEFOuFWFSZPOFQSFTFOUXBTBCMF

दਵ݃ాࣗ۽ীࢲחпসޖоٜܲݽৈ؊೧ࣻ҅חӝܳ݃۲ೞژೠ൧݂݃ীࢲח

UP CFDPNF NPSF GBNJMJBS XJUI FBDI PUIFSsT KPCT BOE SFTQPOTJCJMJUJFT "U UIF t)FBMJOH (BSEFOu UISPVHI BSU UIFSBQZ  UIF

ࣿबܻాܳܐ೧അन࢚కܳऔѱ೧ࠁҊрܐزٜҗӒܿਸӒ۰ࠁݴबܻܳঈ೧ࠁחद

QBSUJDJQBOUTXFSFBCMFUPDIFDLUIFJSDVSSFOUTUBUFBOECZESBXJOHNFNCFSTPGUIFJSUFBNBOEDPMMFBHVFTUIFZXFSFBCMFUP

рਸо

TFFXIBUUIFJSQTZDIPMPHJDBMTUBUFX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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ӘӒܽۄীࢲח



সޖഝ۱बदрӯ_߮
೯ࠂೝಯೝಯ_Ӓܽۄߓఌҳ৴ࢶߊഥ
ৈࢎبসகӒܽۄীࢶबदрਸਊ _ ೞৈ࠙рૣदрزউ ӯ߮о೯
߮ߣীࢶӒܽۄоఌҳਵ߸۽नೞҊܿৢ҅زஸ݂҃ӝਵ߄۽Շযबदрীૣझನ

'JMMFEXJUI-VODIUJNF&WFOUT
)BQQJOFTTJT1JOH1POH_5IF(SFFO-PVOHF1JOH1POH5PVSOBNFOU
%VSJOHMVODI _ GPSNJOVUFTUIFSFJTBTQFDJBMFWFOUUIBUUBLFTQMBDFBUUIF(SFFO-PVOHFMPDBUFEPOUIF
TFDPOEGMPPSPGUIF:PVJEP0GGJDFT5IJTUJNFUIFMPVOHFXBTUSBOTGPSNFEJOUPBQJOHQPOHIBMMBOEBXJOUFS0MZNQJDDVSMJOH
BSFOBQSPWJEJOHFNQMPZFFTUIFPQQPSUVOJUZUPQBSUJDJQBUFJOTQPSUJOHBDUJWJUJFTEVSJOHUIFJSTIPSUMVODICSFBL

எܳૌӡࣻחӝഥоਗٜীѱઁҕغ

5IF4XJTIPG#SPPNTJOUIF(SFFO-PVOHF_(SFFO-PVOHF$VSMJOH5PVSOBNF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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Ӓܽۄܳ׳ҳࡁחܖ_Ӓܽۄߓஸ݂৴ࢶߊഥ

%VSJOHUIFMVODIIPVSPOFDBOGJOEBOVNCFSPGHSFBUTQPSUJOHFWFOUTUBLJOHQMBDFBUUIF(SFFO-PVOHF5IFTFDPOEFWFOU

बदрਸਊೞৈѺ۽ಟߣӒܽۄߓझನஎ҃ӝ߮ߣف૩חӒܽۄоࡂ౸അਵ߄۽

UPUBLFQMBDFTBXUIFMPVOHFUSBOTGPSNFEJOUPJDFUPUSFBUFNQMPZFFTUPt0GGJDF$VSMJOHu5FBNTXFSFNBEFVQPGDPMMFBHVFT

Շযrয়ೖझஸ݂s೯ܐزغ৬ೣԋਸಟߣஸ݂ഥীחఌҳഥী࠺೧݆ৈࢎਗٜଵ

UIBUTQFOUUIFNPTUUJNFUPHFUIFSBOENVDIUPFWFSZPOFsTEFMJHIU VOMJLFUIFQJOHQPOHUPVSOBNFOUBMBSHFOVNCFSPG

ৈೞৈ࠙ਤӝܳҊઑदௌ

GFNBMFFNQMPZFFTUPPLQBSU5IFUFBNUIBUDPOUSPMMFEUIFJSUISPXTIBEUIFBEWBOUB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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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ಕੋӝࢲب501
이번 호에서는 그린라운지 북카페 보유 도서들 중 동화인들이 가장 즐겨본 책들을 소개한
다. 1월 오픈 이후, 동화인들의 그린라운지 북카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업데이트되는
신간도서들을 즐겨보고 있으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도서를 즐겨찾는 편이었다.
4월까지의 현황을 집계하여, 가장 많이 찾은 도서 4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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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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
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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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조직개발팀 문성연 대리 | Corporate culture, Dongwha Holdings
TEL

02.2122.0515

E-mail

msy@dongwha-m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