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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Trust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으로
고객과 동료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동화 핵심가치
행복

Happiness

우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와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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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베트남 준공식 현장

글로벌 동화 드림 투어 #1

글로벌 동화 드림 투어 #2

A look at the Dedication
Ceremony in Vietnam

Global Dongwha
Dream Tour #1

Global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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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Dongwha’s new vision

Global
Dongwha

동화 베트남 준공식 현장
A look at the Dedication Ceremony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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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의 인사들 앞에서 준공식 기념사를
낭독중인 동화 승명호 회장

Dongwha chairman, Myung-ho
Seung delivers his speech in front of
500 attendees

Dongwha’s global launchpad! Asia’s largest MDF factory - VRG
Dongwha MDF(Dongwha Vietnam)
0O "VHVTU UI    B EFEJDBUJPO DFSFNPOZ UPPL QMBDF PO TJUF BU
%POHXIB7JFUOBN.FNCFSTPGUIF%POHXIBGBNJMZBMPOHTJEF%POH
XIBĚTDIBJSNBO.ZVOHIP4FVOH UIFDIBJSNBOPG73( NFNCFSTPG
UIF7JFUOBNFTFHPWFSONFOU TUBLFIPMEFSTGSPN7JOI1IVD UIF,PSFBO
$POTVM(FOFSBMBOEPUIFSTXFSFJOBUUFOEBODF%VSJOHUIFDFS
FNPOZ $IBJSNBO4FVOHHBWFUIFTFXPSETPGDPOHSBUVMBUJPOT Ĝ*BN
UIBOLGVMUIBUEFTQJUFUIFEJGGJDVMUDPOTUSVDUJPOQSPDFTTUIFSFXBTOĚUB
TJOHMFBDDJEFOU#BDLJO+VMZ XFJOWJUFEZPVUPPVSHSPVOECSFBL
JOHDFSFNPOZBOEQSPNJTFEXFXPVMECVJMEUIFHSFBUFTUGBDUPSZJOUIF
XPSMEBOE*BNFYUSFNFMZQSPVEUPTBZXFIBWFLFQUPVSQSPNJTFĝ*O
BEEJUJPOUPUIFDVUUJOHPGUIFUBQF UIFSFXFSFBWBSJFUZPGQFSGPSNBODFT
IFMEBOEUIFGBNJMJFTPGUIPTFFNQMPZFFTTFQBSBUFEGPSZFBSTXIJMFPO
TJUFXFSFJOWJUFEUPUBLFQBSUJOUIFGFTUJWJUJFT
승명호 회장을 비롯하여 동화 자회사 대표와 귀빈이 함께한 테이프 커팅

Chairman Myung-ho Seung and other distinguished guests cut the tape
이번 준공식에선 가족들이 아빠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는 베트남 공장 투어는 물론, 베트남 주요 곳곳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 준비되었다.

A tour for family members of the completed factory in Vietnam as well as a tour of Vietnam is provided

글로벌 동화의 위상! 아시아 최대의 MDF 공장 – VRG Dongwha MDF(동화 베트남)
2012년 8월 28일. 글로벌 동화의 위상을 높이는 동화 베트남 건설현장의 준공식이 진행되었
다. 이번 형사에서는 동화 승명호 회장을 비롯하여 합작사인 VRG 회장, 베트남 중앙정부 및 빈
푹성 관계자, 대한민국 총영사 등 500여명의 인사와 동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막을 올렸
다. 이 날 준공식 현장에서 승명호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건설 과정들에서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사가 무사 마무리 되었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연간 생산능력과 설비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공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2010년 7월, 기공식 현장에서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어 가
슴이 벅차 오른다”고 하였다. 이날 준공식 현장에서는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을 비롯하여, 다양
한 기념 퍼포먼스들이 진행되었으며, 동화의 첫 해외공장 건설의 성공적 완공을 위해 2년 여간
가족들과 떨어져 베트남현장에서 임무를 완수한 직원들의 가족이 초청되어 그 동안의 노고를
취하하는 뜻 깊은 자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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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설비와 직원들을 위한 최적의 시설
이번 동화 베트남 공장은 동화와 베트남 국영기업 베트남 고무그룹(VRG)과 합작으로 완공된
공장이며, 아시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동화 베트남 공장은 축구 경기장 7배에 달하는
11만 6000평의 부지와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세계 최고의 최신 설비가 도입되어 운영된다. 또
한 MDF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부산물을 재활용해 스팀을 발생시키는 친환경 에너지 시
설과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과 편의를 반영한 최적의 사내시설들이 도입되었다.
이번 공장출범으로 동화는 국내외 공장에서 연간 144m³ MDF를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 1위,
세계 4위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며, 동화 베트남 채광병 대
표는 ‘동화가 해외에서 직접 지은 첫 번째 생산기지인 동화 베트남은 베트남의 풍부한 원재료
와 동화의 친환경 생산 노하우가 결합되어 최상의 시너지를 낼 것이며,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중동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동화의 새로운 위상을 쓴 역사적인 현장과 함께 ‘아시아 목질 판상재 업계 1위’의 동화
가 베트남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Only the Best Facilities for the Best Employees and Facility in the World
%POHXIBĚT GBDUPSZ JO 7JFUOBN XBT CVJMU BMPOHTJEF 7JFUOBN TUBUFPXOFE
DPNQBOZ7JFUOBN3VCCFS(SPVQ 73( JOBKPJOUWFOUVSF#PBTUJOH"TJBĚT
MBSHFTUDBQBDJUZ JUJTTFWFOUJNFTMBSHFSUIBOUIF7JFUOBNTPDDFSQJUDITJUUJOHPO
QZFPOHPGMBOEJUGFBUVSFTXPSMEDMBTTFRVJQNFOUGSPN(FSNBOZ 4QBJO
BOE 'JOMBOE *O BEEJUJPO  JU JT BO FDPGSJFOEMZ GBDJMJUZ UIBU VTFT TUFBN GSPN
SFDZDMFEXPPECZQSPEVDUTDSFBUFEEVSJOHUIF.%'QSPEVDUJPOQSPDFTTBOE
IBTBEPQUFEUIFCFTUGBDJMJUJFTBWBJMBCMFGPSUIFDPOWFOJFODFPGUIFFNQMPZFFT
XPSLJOHUIFSF
8JUIUIFTUBSUPGPQFSBUJPOTBUUIJTGBDUPSZ %POHXIBJTDBQBCMFPGQSPEVD
JOHNpPG.%'BZFBSNBLJOHJUUIFMBSHFTUQSPEVDFSJO"TJBBOEGPVSUI
JOUIFXPSME*OMJHIUPGUIJT UIF$&0PG%POHXIB7JFUOBN ,XBOHCZFPOH
$IBFIBEUIJTUPTBZ Ĝ"TUIFGJSTUGBDUPSZCVJMUCZ%POHXIBPWFSTFBT %POH
XIB7JFUOBNXJMMNBLFVTFPGUIFTZOFSHZCFUXFFO7JFUOBNĚTBCVOEBOUSBX
NBUFSJBMTBOEPVSFDPGSJFOEMZQSPEVDUJPOLOPXIPXUPNBLFPVSNPWFOPU
POMZJOUP4&"TJBCVUUIF.JEEMF&BTUFSONBSLFUBTXFMMĝ
&YQFDUBUJPOT BSF IJHI UIBU UIJT FWFOU XJMM NBLF JUT NBSL JO IJTUPSZ BT UIF
MBVODIQBEGPS%POHXIBĚTHMPCBMFYQBOTJPOBOEUIBUJUXJMMDPOUSJCVUFOPUPOMZ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인 베트남 현장에서 성공적인 공장완공에 기여한 동화가족들과 회장님 이하 임원진

Family members of Dongwha employees who worked so hard on site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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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FDPOPNJDHSPXUIGPS7JFUOBNCVUUIBUJUXJMMDPOUSJCVUFUPUIFMPOHUFSN
FDPOPNJDHSPXUIGPSCPUIDPVOUSJ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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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녀들의 말레이시아 탐방 편 | Children of the Korean employees visit Malaysia

Global Dongwha

Dream Tour #1

“엄마, 아빠 감사해요” | “Thank you mom and dad”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했다. 누군가는 공부를 보충했으며, 누군가는 가족들과 휴가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여름, 그 누구보다 추억과 기억에 남을 여
름방학을 보낸 이들이 있었다. 바로 동화의 자녀들! 동화의 핵심가치와 비전 실천 우수사원으로 추천을 받은 직원의 자녀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처음 보는 친구들
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3박 5일 간의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부터 돌아오기 까지를 곁에서 이들을 지켜본 필자는 행사가 끝나고 이 글
을 쓰는 순간 10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새록새록 새롭게 떠오른다.
Korean children have started their summer vacation. Some have to take on extra studies while some have gone on vacation with their
families. This summer, however, some of them will spend their summer vacation creating long-lasting memories. These are the children of
Dongwha employees! Employees who have been singled out for living out the company’s core values and putting the company vision into
action will see their children reap those rewards. They will be going to Malaysia for 3 nights and 5 days to spend part of their vacation
with new friends. As the writer accompanying the children on this trip, reviewing the visit to write this story, different memories of each
of the ten children come to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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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먹서먹, 머뭇머뭇, 삐죽삐죽
직원자녀들이 처음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 공항에서 보여준 모습.
그러나 선발된 10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서먹 거리는 모습을 보인 건, 불과 2시간 정도였다.

A little awkward, a little hesitant
This is how the children look at the airport just before they leave for Malaysia,
however, this really only lasts 2 hours.

August

th

7

말레이시아 친구들과의 만남
말레이시아에서의 첫째 날은 말레이시아 직원자녀들과 만나, 양국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프로
그램으로 시작하였다. 닐라이 사업장 근처에 있는 닐라이 스프링 리조트에서는 양국의 자녀
들이 어색할 틈 없이, 인/아웃도어 프로그램들이 쉼 없이 이어졌다. 덕분에 모든 친구들은 빛
보다 빠른 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다. 이후, 해가 질 무렵,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려간 그 곳
은 반딧불 투어의 현장. 한 배를 타고 감상한 여름날의 반딧불이 만들어내는 크리스마스 트
리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기 충분하였다.

Meeting the Malaysian children
On their first day in Malaysia, they meet the children of the employees in
Malayasia to kick off the events for the children of both countries. At the Spring
Resort located near the Nilai office the children participate in a series of in and
outdoor activities leaving them no time to feel awkward. As a result, they grow
close in no time. It is just before sunset and they have now driven an hour away
to take part in the firefly tour. They hop on a boat to see the fireflies light up the
sky in a magical display they have never seen back ho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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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역사와 문화의 도시. 말라카로 가다

벌써 마지막 밤을 보내야 됨에 아쉬워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역사적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곳. 시간이 흘러 말라카

한국의 서울투어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 투어가 있다. 말레이시아 전통 공연을

는 다양한 건축양식과 역사의 흔적이 있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현재와 과거가 그대로 공존하는

다같이 관람하며 시작한 이번 투어의 일정은 새롭게 리모델링 된 말레이시아 왕궁을 볼 수

문화관광지가 되어있었다. 전날 숙소에서 친구들과의 수다로 잠을 많이 자지 못한 친구들의 체력

있을 기회가 있었고,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 KL 트윈타워 앞에서 타워와 함께 사진을 남길

저하가 눈에 띄었지만, 강변 건물들 벽에 그려졌던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었던 리버 보

수 있었다. 그렇게 어둑해지고 공항으로 가야만 하는 시간⋯ KL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셔틀

트는 또 한번 말레이시아에 와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버스를 돌려,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되냐고 진심으로 조르던 이 친구들의 눈빛은 잊을 수
가 없을 것이다.

It’s off to Malaka, a city ﬁlled with tradition and culture
In this city you can see the remnants of a time when the Netherlands and Portugal

Sadly it’s already their last night

ruled. It is a city where both the past and present exist in its architecture, history

In Korea, a must-see is Seoul while in Malaysia, that would be Kuala Lumpur. On

and culture. The children are tired from a night of talking and playing with their new

this portion of the trip, they have gone to see a traditional Malaysian performance

friends but are still able to appreciate the beautiful drawings on the walls of the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check out the newly remodeled palace as well as

buildings along the riverfront as they pass by on the riverboat.

check out Kuala Lumpur’s main landmark the KL tower and take a group picture
in front of it. This signaled on end to the trip and I can’t forget the looks in the
eyes of the children as they headed to the airport, begging for the bus to be
turned around so they could stay just one mor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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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말레이시아 직원자녀 편 | The children of the Malaysian employees visit Korea

Global Dongwha

Dream Tour #2

지난 8월 30일 홍대거리에 히잡을 쓴 말레이시아 학
생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찾은 곳은 난타극장. 비가 내
리는 궂은 날씨에도 공연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
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On August 30th, dressed in their hijabs Malaysian children made an appearance on the
streets of Hongdae; their destination, the
Nanta Theatre. Despite the rain and dreary
weather, they were in high spirits.

난타공연배우들과 함께한 특별촬영

Taking pictures with the Nanta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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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겨운 공연 덕분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즐거워요”
“Thanks to a great performance we had that much more fun in Korea”

송암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를 경험해보다

Experiencing space at the Songam Space Center

한국 찾은 10명의 말레이시아 아이들

Ten Malaysian children are visiting Korea

이날 태풍 덴빈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를 뿌렸다. 하루 종일 주룩주룩 비가 내렸지만, ‘글로벌 동화 드림투어’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

Typhoon Denbin has brought rain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raining all day but it doesn’t seem to have affected the

은 10명의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전날인 8월 29일에 한국 땅을 밟은 아이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현지 직원

ten Malaysian children here as part of the “Global Dongwha Dream Tour’. The children who arrived the previous day are all children of

들의 자녀들.

employees in the Malaysian office.

첫날은 인천에 있는 동화 본사를 찾아 공장 투어를 하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어제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자기소개

On the first day, they visit the Incheon headquarters and take a tour of the factories, learning all about the company their fathers

를 하며 함께 어울렸던 자리가 무척 기억에 남는다는 후스니나(Husnina, 16세) 양은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수가 적은 아이다.

work for. All of the children met for the first time yesterday and one of the children Husnina (16) is especially shy and speaks very

“회사 소개를 듣고 아빠가 참 좋은 회사에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빠 덕분에 이렇게 한국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조금 두렵기는 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데에는 익숙해
서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되어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류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이즈함(Idzham, 16세) 군은 K-팝과 한국드라마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은 그룹 빅
뱅의 탑과 박지성 선수라고. 언젠가 한국에 와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싶다는 그는 “한국에 오니 정말 좋아요. 제가 TV에서 봤던 모습
과 똑같아요”라며 눈을 반짝인다.

20

little but says that one of the things she remembers most is the moment she introduced herself to the others. “After hearing all about
the company, I discovered what a great company my father works for. I’m so happy to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visit Korea
thanks to my father. This is my first trip overseas so I’m a little scared but I live in my school dorm so I’m used to being away from my
parents. I want to become an accountant and send my parents on an overseas vacation someday.”
Idzham (16) is completely engrossed in Korean culture and loves K Pop and Korean dramas. His favorite Koreans are TOP from the
boy group Big Bang and soccer player Ji-sung Park. He wants to come to Korea one day to play soccer, saying “it’s really great to be in
Korea. It looks exactly the same as o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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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과 문화 탐방으로 웃음 만발
오전에 서울대와 남대문시장, 면세점 등을 둘러본 후 홍대로 이동한 아이들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스
파게티와 피자로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는 지난 8월 6일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한국
학생들이 동석했다. 국내 동화 직원의 자녀들로, 이들은 타국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짧게나마 우
정을 나눴다.
저녁을 마친 후 인근에 있는 홍대난타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난타>에 대
해 알지 못했지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다.

Lots of laughter as they take part in a variety of experiences and explore the culture
In the morning, they visi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Namdaemun market and the
duty free store. After that they head over to Hongdae to enjoy some pasta and pizza and
an Italian restaurant. At the dinner, they are joined by the Korean children who visited them
in Malaysia on August 6th. They don’t get to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but it’s another
opportunity for them to share their friendship.
After dinner, they head over to the nearby Nanta Theatre. Most of the children are not
familiar with “Nanta” but look excited to take in what is expected to be a grea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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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모든 관객이 자리에 앉자 공연장의 불이 꺼지고 무대 위 스크린에 한국어, 영어, 중
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쓴 자막이 나타난다. 관객들은 재치 있는 자막에 따라 박수를 치
고 함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고 프라이팬, 생수통, 칼 등 주방에 있
는 모든 요리기구들이 악기로 변신하자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흥겨운 리듬과 신명나
는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가 들썩들썩. 개성 강한 네 명의 요리사와 익살스러운 매니저가 펼
치는 코믹한 해프닝에 어느새 객석은 나이와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
말레이시아 학생들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난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
다. 아미라(Amira, 14세) 양은 “말레이시아에는 이런 공연이 없어요. 공연이 아주 재미있고
독특해요”라며 “네 명의 요리사가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멋져요. 함께 조화를 이루는 팀워크
도 뛰어나고요”라며 흡족해했다.
공연을 보며 행복을 만끽한 아이들. 그들에게 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It is now 8 o’clock in the evening and everyone is in their seats as the lights go off
to show a screen onstage with Korea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subtitles.
The audience follows along clapping and cheering, fully enjoying themselves. As
the performance gets underway, everyday kitchen tools, including pans, water
bottles and knives turn into instruments enthralling the audience and they move
along to the rhythm and sounds of Samulnori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Thanks to the talented performers and their comic routines, regardless
of age, sex and citizenship the entire audience is one in their enjoyment of the
performance.
The Malaysian children are no exception, fully enjoying the excitement of Nanta.
Amira (14) had this to say,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is in Malaysia. It’s a lot
of fun and really unique” continuing on she said “the four cooks are so cool and
full of energy and their teamwork is really outstanding”.
The children are filled with happiness as they watch the performance. Without a
doubt this will serve to be a really great memory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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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마루니아,
4개월간의 활동 완료!

해외에서의 값진 경험으로
열정과 자신감 Up!

Dongwha News

Dongwha in Media

The 6th Marunia,
Four months of activity
has come to an end!

Passion and confidence
go up thanks to a valuable
experience working abroad!

Do Dream Dongwha

28p

Do Dream
Dongwha

동화자연마루 체험단인 마루니아의 6기 수료식 및 홈커밍데이가 열
렸다. 이날 현장에는 와인과 커피, 샌드위치 등이 준비되어 더욱 편
안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Dongwha Nature Floorings 6th customer experience
group “Marunia” has just begun their homecoming and
closing ceremony. To help keep the event festive, wine,
coffee and sandwiches were prepared.

Homecoming Day!
6기 마루니아,
4개월간의 활동 완료!
The 6th Marunia,
Four months of activity has come to an end!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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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 6층 골드클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 6기 활동에는 21명의 마루니아가 참여해 동

스에서 동화자연마루 체험단 마루니아 6기 수료식 및 홈커밍

화자연마루의 특징과 장점을 널리 알렸다. 동화자연마루의 브랜드와 제품의 우수성을

데이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마루니아 활동스케치 영상 상영,

홍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6기 운영 결과 공유, 활동 우수자 포상 및 수료증 전달, 향후 마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향후에도 이들은 공식 홍보대사로서 꾸준히 활동할 예정

루니아 운영 방안 안내, 영화 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이다. 또한 동화자연마루에서도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5IFDMPTJOHDFSFNPOZBOEIPNFDPNJOHXBTIFMEBU
QNPO4FQUFNCFSSEBU$(7ĚTHPMEDMBTTMPDBUFEJO

#FUXFFO.BZBOE"VHVTU GPSBGPVSNPOUIQFSJPE .BSVOJBBDUJWFMZQSP

:POHEFVOHQPĚT5JNF4RVBSF4IPQQJOH$PNQMFY5IF

NPUFEUIFCFOFGJUTBOETQFDJBMGFBUVSFTPG%POHXIB/BUVSF'MPPSJOH%VSJOH

QBSUJDJQBOUTXFSFUSFBUFEUPBWJEFPUIBUTIPXDBTFEBMM

UIJT QFSJPE  UIFZ UBMLFE BCPVU UIF CSBOE BOE PVUTUBOEJOH RVBMJUJFT PG UIFJS

PGUIFJSBDUJWJUJFT UIFZTIBSFEUIFSFTVMUTGSPNUIFJSBD

QSPEVDUT GVMGJMMFEUIFOFFETPGUIFDVTUPNFSĚTSJHIUUPLOPXBOEMJTUFOFEUP

UJWJUJFT QSJ[FTXFSFBXBSEFEUPPVUTUBOEJOHNFNCFST 

DVTUPNFSPQJOJPOT5IFHSPVQXJMMDPOUJOVFUPCFPGGJDJBM13BNCBTTBEPSTGPS

BOJOUSPEVDUJPOPGGVUVSFBDUJWJUJFTXBTMBJEPVUBOEUIF

UIFDPNQBOZ5PIFMQUIFNEPTP %POHXIB/BUVSF'MPPSJOHXJMMBDUJWFMZ

EBZFOEFEXJUIBNPWJF

TVQQPSUBWBSJFUZPGDVMUVSBMBDUJWJUJFTBOEPGGMJOFHSPVQTJOFBDIEJTUSJDU

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Dongwha Nature Flooring CEO,
Eom Heung-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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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엄흥준 대표는 6기 수료생들을 축하하며 지속적
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아마존의 밀림에서 뒤엉킨 뗏목을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 이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킹핀은 부부관계에
있고, 공부의 킹핀은 목적의식에 있고, 인생의 킹핀은 인간관
계에 있습니다. 저희 동화자연마루의 입소문 마케팅의 킹핀
은 마루니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화자연
마루를 꾸준히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멋진 마루니아를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한 6기 마루니아들은 영화를 감상한 후 뜻 깊은 자리를
마무리했다.

%VSJOH UIF FWFOU  $&0 )FVOHKPPO &PN DPOHSBUV
MBUFE UIF HSPVQ BOE BTLFE GPS UIFJS DPOUJOVFE JOUFS
FTUBOEMPWFJOUIFDPNQBOZBOEUIFJSQSPEVDUTĜ%FFQ
JO UIF "NB[PO GPSFTU UIFSF JT POMZ POF USFF UIBU DBO
NPWF BO FOUBOHMFE SBGU BOE UIBU JT DBMMFE Ĝ,JOHQJOĝ
5IF,JOHQJOPGBGBNJMZDPNFTGSPNUIFSFMBUJPOTIJQ
CFUXFFO IVTCBOE BOE XJGF  UIF ,JOHQJO PG TUVEZJOH
DPNFTGSPNBTFOTFPGQVSQPTFBOEJOMJGFJUDPNFTGSPN
IVNBO SFMBUJPOTIJQT 'PS %POHXIB /BUVSF 'MPPSJOH 
UIF,JOHQJOPGXPSEPGNPVUINBSLFUJOHDPNFTGSPN
ZPV  .BSVOJB * IPQF UP TFF ZPVS DPOUJOVFE MPWF GPS
%POHXIB/BUVSF'MPPSJOHĝ)FFOEFEPGGXJUIUIJTDSZ
PGUIBOLTĜ5PUIJTHSFBUHSPVQ.BSVOJB LFFQVQUIF
HPPEXPSL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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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 역시 최고예요!
지난 5기에 이어 6기까지 활동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
동이라 더 수월했고, 다른 분들에 비해 거실, 방, AV룸 등 지인들에게 보여드
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았어요. 저는 마루니아 활동을 하면서 바닥재와 벽재가
인테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
난 5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종보고서에 개선점을 적어 제출했는데, 이번
에 6기 활동을 통해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
어요. 역시 업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다르구나 싶더군요. 모든 마루니아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앞으로 동화자연마루와도 좋은 관계로 이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t’s great to see them listen to the
customer’s opinion!
Continuing from the previous group’s activities, group 6 also
attained good results. Because it was the second time for me it was
much smoother for me and I had a lot more to show off compared
to other members. I could show of the living room, bedroom and AV
room. My activities as part of Marunia have really showed me how
big of a role the flooring and wallpaper play in interior design. When
the last group was wrapping up their activities, in the final repor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laid out and I noticed that those
were taken to heart and the improvements were noticeable during
this round of activity. It showed me once again that industry leaders
are leaders for a reason. I hope everyone in Marunia takes pride in
their activities and I look forward to a long and fruitful relationship
with Dongwha Nature Flo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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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윤희처럼
똑똑한 며느리 됐어요
저는 시댁에 시공해드렸는데, 덕분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차윤
희처럼 똑똑한 며느리가 됐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칭찬
해주신답니다. 좋은 자재와 디자인의 제품으로 시공하고 마감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셔서 시부모님께서 아주 만족스러워하세요. 시댁에 갈 때마다 기
분 좋은 동화자연마루와 만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그
때는 꼭 동화자연마루로 시공하자고 신랑과 얘기했을 정도예요. 동화자연마
루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가 아니라 업계 1위로서 온리 원(Only
1)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더 많은 홍보로 동화자연마루를 알리는 데 앞
장서겠습니다.

“Like Yoon-hui’s character in the drama
[My Husband’s Got a Family]
I’ve become a smart daughter-in-law”
I had my in-laws home redone and thanks to you I’ve become the
smart daughter-in-law like Yoon-hui Cha’s character from the drama
<My Husband’s Got a Family>. Every time I visit them, my motherin-law is always complimenting me. My in-laws are extremely
pleased with the materials, design and the final outcome of the
construction. Everytime I go there I get to see Dongwha’s Nature

}

Floorings’ great products. We are planning on moving in a few years
and I have already discussed using Dongwha Nature Floorings’
product in our new home. I hope to see Dongwha Nature Flooring
become the only leading company in the industry. I too will continue
to actively promote Dongwha Nature Flooring.

Joon-woo Kim
grand prize winner

Jin-Ah Park
winner of the award for excellence

최우수상 수상자 김준우 고객

우수상 수상자 박진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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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해외 파견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국내로 복귀한 다섯 명의 사우들. 이들은 파견국의 경험
을 공유하고 국내 적응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Five employees have returned home after being located overseas for work.
A welcoming atmosphere was created for these employee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talk about how they are adjusting to being back.

Up!
해외에서의 값진 경험으로 열정과 자신감
3DVVLRQDQGFRQ¿GHQFHJRXS
thanks to a valuable experience working abroad!

지난 8월 10일 인천 가좌동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는 파견 귀임자 교
육이 진행됐다. 인사제도의 변화, 소재 사업군 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약 3시간 동안 복귀자 변화관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
졌다. 이 자리에서 강사는 “귀국 후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
고 주재국에서 배워온 경험과 노하우를 본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업
무에 녹여내는 법을 습득한다면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기 시작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교육을 마친 귀임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
겨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편한 시간들과 함
께한 자리에서 이들이 밝힌 각오를 들어 보았다.

0O"VHVTUUI BUUIFIFBERVBSUFSTJO,BKXBEPOH *ODIFPO
USBJOJOHGPSUIFFNQMPZFFTXIPIBWFSFUVSOFEGSPNBQPTU
JOHPWFSTFBTJTVOEFSXBZ4UBSUJOHXJUIBOJOUSPEVDUJPOUPUIF
DIBOHFTJOUIF)3QPMJDZBOETUBUVTPGDPOTUSVDUJPONBUFSJ
BMTBOEPUIFSJTTVFT JUXBTBUISFFIPVSDIBOHFNBOBHFNFOU
USBJOJOHTFTTJPOGPSUIFSFUVSOJOHFNQMPZFFT5IFMFDUVSFSPO
IBOEIBEUIJTBEWJDFĜ"GUFSSFUVSOJOHIPNF JGZPVIBWFBO
BDUJWF BOE PQUJNJTUJD BUUJUVEF BOE VTF UIF FYQFSJFODFT BOE
TLJMMTZPVHPUGSPNZPVSIPTUDPVOUSZBOEBQQMZUIPTFJOZPVS
XPSLBOEMJGFCBDLJOZPVSIPNFDPVOUSZ UIJOHTXJMMTMPXMZ
CVUTVSFMZHPCBDLUPOPSNBMĝ"GUFSUIFUSBJOJOHTFTTJPO UIF
FNQMPZFFT XFOU UP B SFTUBVSBOU BOE DPOUJOVFE UP BQQMBVE
FBDIPUIFSĚTIBSEXPSL)FSFJTTPNFPGXIBUUIFZIBEUPT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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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Project TFT 신행범 부장

Dongwha Enterprise Project TFT,
Haeng-bum Shin

“베트남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 뿌듯”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동화 MDF 공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
동되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돌아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간의 긴 공백
을 메우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회사에서는 근무시
간 이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면서 더 빨리 동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feel great that we did a good job on our
project in Vietnam.”
We worked on the MDF factory from start to finish for Dongwha
in Ho Chi Minh, Vietnam. While working on this project we faced
a number of complications but we managed to get it finished and
got the factory operating smoothly before returning so I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To make up for being gone for so long
I’m going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and after work go for
drinks with colleagues so I can get assimi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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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화기업 생산혁신팀 정환종 차장

동화기업 화학품질관리팀 박철웅 차장

Dongwha Enterprise Production Innovation Team,

Dongwha Enterprise Chemical Quality Control Team,

Hwan-joong Jung

Chul-woong Park

“새로운 자신감과 도전정신으로 전진!”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취소돼서 아쉽긴 했지만, 파견

“그간 소홀했던 친구, 친지들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

지에서 진행한 혁신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아들은 일본, 딸은 서울, 아내는 충남 천안에 있었어

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요. 저희는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모여 인터넷 전화로 화상 통화를 하며

일했었다는 도전 정신으로, 한국에서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귀국했어도 서먹함은 크게 없네

네요. 신설팀의 팀장으로서, 새로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추진력 있

요(웃음). 베트남에 있는 동안 연락이 끊긴 친지와 친구들에게 제가 돌아온 것

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알려서 하루 빨리 예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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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ﬁrst priority is to rebuild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family.”

“Move forward with a new sense of conﬁdence and willingness to take on new challenges!”

When I was in Vietnam, my son was in Japan, my daughter in Seoul

Unfortunately, the project I was on in Malaysia was cancelled but

and my wife in Chunnan, South Choongchung province. Every night

the innovation work I was doing there is slowly starting to reap

at nine o’clock we video chatted online to ease our loneliness.

rewards, which makes me happy. Facing challenges while working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t didn’t feel awkward when I returned

in a country with a different culture and language has given me a

home after a long absence (laughs). I will get in touch with friends

new sense of confidence knowing that I face anything back here in

and relatives to let them know I’m back and work towards rebuilding

Korea. As the head of a newly created team, I will take the initiative

those relationships.

in my job with confidence and a desire to face ne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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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Project TFT 변종대 차장

동화기업 Project TFT 김민규 과장

Dongwha Enterprise Project TFT,

Dongwha Enterprise Project TFT,

Joong-dae Byun

Min-gyu Kim

“회사에서 받은 혜택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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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의 색다른 경험”

5년 8개월 만의 복귀네요(웃음). 뉴질랜드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베트남에

저는 베트남에서 토목과 건축 부분의 업무를 담당했어요. 맨 처음 아무것도

있다 들어왔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베트남 현지 직원이 저를 집으로 초대한

없는 부지에 땅을 고르고 다지는 작업을 하던 때가 생생한데, 건물이 지어지

적이 있어요. 자정까지 안 자고 기다리며 온 가족이 환대해주셨던 게 기억에

고 시운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겼

많이 남습니다. 회사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앞

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언어와 문화가 전혀

으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

다른 곳에서도 이만큼 이루어왔는데, 앞으로도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experiences in a country with a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I want to share all of the beneﬁts I received
from the company with my colleagues.”

I was in charge of civil construction in Vietnam. I still remember

I’m back after five years and eight months (laughs). I was in New

clearly choosing the land and laying down the foundation but after

Zealand, then Malaysia and finally in Vietnam before coming back.

seeing the building being built and conducting a test run I thought “I

Just before I returned, a Vietnamese colleague invited me over

did a lot of work here” and that made me feel really great. Working

for dinner. What I remember most is how the entire family was so

abroad is a really different experience. I really feel that after all I

hospitable even though they were up until midnight. The company

achieved in a place where the language and culture are so different

provided an experience that I will treasure so I will do whatever I can

I can do anything.

to share that experience with my fellow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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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동화자연마루, 데코 출시

동화자연마루, 노사화합 행사 개최

▶ 기대 : 상업용 바닥재 진출 통한 디자인월과의 Synergy 창출

동화자연마루는 노사 화합을 통한 하반기 목표결의 대회 개최

▶ 출시일 : 2012년 6월 15일

▶ 일시 : 2012년 6월 4일 16:00 ~ 21:00(5H)

▶ 제품 규격 : 우드 187mm × 935mm × 3t

▶ 장소 : 일향농원 (인천 서구 경서동 위치)
▶ 참석대상 : 동화자연마루 전 임직원

사각 470mm × 470mm × 3t

▶ 운영일정

▶ 패턴 : 우드 25EA(러스틱우드 14EA, 베이직우드 11EA)

1) 체육대회

사각 15EA(마블 8EA, 화강석 3EA, 카펫 4EA)

2)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계획 공유

▶ 주요 공간
상업용

주거용

벽재(디자인월)와 Synergy 가능 공간

목질 공략 어려운 공간

사무공간, 오피스텔, 의료시설
판매 & 서비스 공간
교육시설, 전시공간

3) 화합의 場
▶ 운영효과
1) 상반기 사업계획 달성을 발판 삼아, 하반기 사업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

원룸

2) 화합의 장을 통한 노사간 친목도모

Dongwha Nature Flooring launches Labor and Management Unity Event
Dongwha Nature Flooring introduces Deco

Through un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ongwha Nature Flooring launches a target resolution

▶ Purpose : Create synergy with the Design wall through penetration of commercial ﬂooring market.

event for the latter half of the year.

▶ Launch Date : June, 15 2012

▶ Date : June 4th, 2012; 16:00 ~ 21:00(5H)

▶ Product Specifications : Wood 187mm × 935mm × 3t

▶ Location : Il hyang Farm (located in Kyungsuh-dong, Suh-gu, Incheon)
▶ Participants: The entire management and employees from Dongwha Nature Flooring

Square 470mm × 470mm × 3t

▶ Schedule

▶ Pattern : Wood 25EA(Rustic Wood 14EA, Basic Wood 11EA)

1) Sports competition

Square 15EA(Marble 8EA, Granite 3EA, Carpet 4EA)

2) Review of the ﬁrst half of the year and share plans for latter half

▶ Main Target Market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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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3) Harmony Time
▶ After-effect

A space that can create synergy with wallpaper
(Design wall)

Areas difficult to use wood

Offices spaces, Officetels, Clothing stores,
Sales & Services spaces, Educational facilities,
Exhibition spaces

Studios

1) Using the success of reaching ﬁrst half business goals, come to a resolution on reaching business
goals for the latter half of the year
2) Promote harmon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harmo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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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화 봉사단, 6월 참여봉사활동 실시
동화 각 자회사별 자발적 참여신청자로 구성. 가좌동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 개선작업 및 어린이 목공교실 일일교사 수행.

NEWS DONGWHA

동화SFC하우징, 네이처 서비스 (Nature Service) 실시
▶ 입주 1개월차 고객

▶ 일시 : 2012년 6월 13일 오전 9시~ 저녁7시 오전/오후 2개조로 운영

1) 친환경 농산물세트(유기농 야채 패키지)증정

▶ 장소 : 가좌동 지역아동센터 2개소

2) 고객만족 설문조사 실시

▶ 참석 : 동화 임직원 21명, 가좌동 아동센터 아동 43명

- 영업~설계~공사~인도에 이르는 업무과정상의 개선점 의견 수렴

▶ 일정

- 주택 설계, 공사 품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

오전) 마루시공, 도배 등 환경개선 작업
오후) 어린이 목공 교실 수업 지원
▶ 운영효과

▶ 입주 1년차 고객
1) 전문업체 협력 공간별 클리닝 서비스 실시
(주방/욕실 묵은 때 제거, 침대 살균소독)

1)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역할 수행

2) 고객만족 설문조사 실시

2) 임직원간 건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

- 거주 환경에 대한 평가, 개선점 의견 수렴
-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AS 담당자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The Happy Dongwha Volunteer Corps participates in volunteer service during June
Made up of volunteers from each of Dongwha’s subsidiaries the volunteer corps went to the regional chil-

Dongwha SFC Housing Implements Nature Service

dren’s center in Gaja-dong to do work o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each carpentry for

▶ Customers that have been moved in for 1 month

the day.

1) Present eco-friendly agricultural sets(organic vegetable package)

▶ Date : June 13, 2012, 9 a.m. ~ 7 p.m. 2 teams for the morning/evening

2) Implement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 Location : Gaja-dong Regional Children’s Center

- Sales~Design~Construction~Delivery Work Process Collect opinions on how to improve the above

▶ Participants : 21 Dongwha employees, 43 children from Gaja-dong Regional Children’s Center
▶ Schedule

Morning) Working o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rough ﬂoor construction and wallpapering

1) Implement cleaning service for various areas through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agency

Afternoon) Provide carpentry classes for the children

(Removal of dirt from kitchen/bathroom, disinfect beds)

▶ After-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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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ing design, Evaluation on satisfaction of construction quality
▶ Customers that have been moved in for a year

2) Implement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1) Carry out role of being a supporter of society in the region

- Evaluation of living environment, collect opinions on how making improvements

2) Use as a place for healthy exchange between the employees

-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customer service and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Provide home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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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KMAC 선정 7월 주목받는 신상품 선정

NEWS DONGWHA

동화 말레이시아_Nilai/Seremban 지역산업경제 이벤트 참가

▶ 주관 : KMAC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목적 : 닐라이 지역사업장의 직원들이 하나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우호를 도모하기 위함

▶ 발표 : 한국경제신문 7월27일(금) A14면 종합 소개

▶ 일시 : 2012년 6월 30일

▶ 내용 : 이달의 가장 주목받는 신상품 주거분야에서 ‘동화자연타일 데코’ 선정

▶ 장소 : 말래카( Negeri Sembilan - Melaka)

▶ 평가방법 : 6개 부문 200개의 신상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평가와 소비자 평가를 반영해

▶ 참석대상 : Nilai/Seremban 지역 120명의 공장직원들과 함께한 12명의 동화가족

상위 10개 상품을 선정/ 발표 실시

▶ 운영 프로그램 : 보물찾기게임
20문항의 퀴즈로 2시간안에 거리에서 힌트를 보며, 보물을 찾아가는 게임.

Dongwha Nature Flooring, KMAC selection,
choosing a new product to be featured in July

말레이시아에서는 팀간의 경쟁과 팀웍강화를 위한 게임으로 주로 시행)

▶ In Charge : KMAC

DMH_Nilai/Seremban _ Industrial Treasure Hunt

▶ Announcement : Korea Economic Daily, Friday July 27th, page A14, introduction

▶ Activity : Organized by Negeri Sembilan Skills Development Centre (NSSDC), as one activity to gather

▶ Content : The featured new product for this month is “Dongwha’s natural tile DECO”
▶ Method of Evaluation : 200 new products in six areas. With service as the target, the evaluation of

professionals and consumer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choose the top ten products.

industrial employees from companies nearby Nilai/Seremban area.
▶ Date : June 30, 2012
▶ Location : Negeri Sembilan – Melaka
▶ Participant : Total 120 participants, 12 from Dongwha
▶ Program : Treasure Hunt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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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H _ KL/닐라이 사업장 직원볼링대회

NEWS DONGWHA

동화 말레이시아 _ 쿨림 사업장 보물찾기 로드 캠페인

직원들의 건강과 관계를 도모하는 행사로 매년 열리는 볼링대회 진행

직원들의 사기진작, 팀웍, 모티베이션 강화를 위한 로드 캠페인 진행

이번 행사는 닐라이 사업장 매니저 모하매드 니자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목적 : 직원들의 사기진작, 팀웍, 모티베이션 강화를 위한 안전주행 로드 캠페인

최우수팀 이하 아차상까지 전달. 직원들의 팀웍과 우호증진을 도모함

▶ 일시 : 2012년 7월 7일

▶ 목적 : 직원들의 팀웍과 우호증진을 도모함

▶ 로드캠페인 코스 : Dongwha Kulim - Padang Serai - Kulim Town - Dongwha Kulim

▶ 일시 : 2012년 7월 6일

▶ 참석대상 : 차량 10대, 총 40명의 쿨림 사업장 직원들과 함께한 로드캠페인

▶ 장소 : Jusco Seremban 2, Negeri Sembilan 볼링센터
▶ 참석대상 : 닐라이/KL 사업장 직원

DMH _ Dongwha Kulim Treasure Hunt
This activity is to boost up employees' teamwork, motivation, and enhance the safety on roads campaign.

DMH _ 10 Pin Bowling Tournament KL-Nilai

1st Prize went to "Romeo & Juliet Team" (Zulkifli Omar, Norafiza Hasan, Nurul Hashim , Asri Abdul Rahman)

This activity is mainly for healthy lifestyle and to strengthen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 Goals : Employees' teamwork, motivation, and enhance the safety on roads campaign

Company provides consolation prizes to the winning team, champion, runner-up and third prize.

▶ Date : July 7. 2012

The opening ceremony was done by Nilai Plant Manager, Mr. Mohammad Nizar.

▶ Location : Dongwha Kulim - Padang Serai - Kulim Town - Dongwha Kulim

▶ Goals : Healthy lifestyle and to strengthen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 Participant : 40 employees (10 cars)

▶ Date : July 6. 2012
▶ Location : Jusco Seremban 2, Negeri Sembilan (Bowling Centre)
▶ Participant : KL Office : 3 / Nilai Plant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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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함께 누비며
함께하는 진한 동료애

오늘은 좋은 날!
한바탕 웃음으로 스트레스 날립니다

여름엔 역시 동해가 최고죠!

Deep camaraderie as they
go about the arena

Today is a great day!
Relieve stress with laughter.

The East Coast is best
in the summer!

Core Value
Trust

지난 5월 23일 오후, 인천 월미구장에서 50여 명의 대성목재 사우들이 참여
한 가운데 체육대회가 있었다. 5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종횡무진 뛰어다닌
사우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It is the afternoon of May 23rd at the Wolmi Baseball stadium in
Incheon. Fifty of Daesung Wood’s employees took part in a sports
competition. The passion from the employees running around
with the spring sun beating down on them was palpable.

운동장 함께 누비며 함께하는 진한 동료애

Deep camaraderie
58

as they go about the arena
59

Daesung Wood

Fighting
대성목재 PB공장 정윤채 사우와
함길성 노조위원장

대성목재 사우들이 구장 한가운데 모였다. 이제 막 시작될 축구 경기를 위해 준비운동이 한창이다.
“회사에서는 서로 바쁘다보니 업무적인 대화밖에 나누질 못해, 직원들끼리 친해질 시간이 그렇게많
진 않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 회사 밖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도 풀고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천막 아래 응원석에서 직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보드생산본부 본부장인 김명식 이사의
말이다.
오늘 첫 번째 치를 경기는 축구. 축구공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었지만 표정만은 자못 진
지하다. 승패를 떠나 분위기 그 자체를 즐기는 사우들의 모습은 월드컵 수준이다. 분위기가 무르익
자 선수들의 발놀림도 한결 가벼워졌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우가 있었다. ‘대성 주지스님 파이팅’이
라는 응원석의 응원 구호가 딱 어울리는 시설지원 전기담당 정윤채 사우다. 축구장을 종횡무진 누
빈 그는 3골 해트트릭을 터트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마다 용병으로 차출(?)되
어 맹활약을 펼쳤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달리면 몸은 힘들지만 잡념이 안 생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산뜻한 기분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of the employees were gathered in the center of the stadium busy warming up for
the soccer game that was about to begin.
From the cheering section, Kim Myung-sik head of the Board Production team commented, “we’re so busy in the ofﬁce all we talk about is work. There really isn’t a lot of
time for us to get close to each other. This event was set up to we can get out, relieve
some stress and get closer to our colleagues”.
Today’s ﬁrst match is soccer. As they chase the ball around the ﬁeld the mood is serious. It doesn’t matter who wins or loses, everyone is having a good time. It may as well
be the World Cup. As time goes by all of the players are starting to get in the groove but
there is one player that really stands out. The sounds of “Let’s go!” can be heard from
the cheering squad as they cheer on Jung Yoon-chae from Facility Support’s Electricity
team. Not only is he the mercenary that has been dispatched to ensure the win but he
has done his job by scoring the hat trick; three goals in a single game.
“All of my stress is gone. It’s not easy running around but there is nothing to distract me
so it feels good. I’ll be able to go back to work feeling refre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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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순서는 대한민국 아저씨들의 대표 종목, 족구다. 맨발로 뛰며 족구 실력을 자랑하는 대
한민국 아저씨들 사이로 외국인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실력도 제법 좋다.
“말레이시아에도 한국의 족구와 비슷한 경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군대 다녀온
친구들과 함께 자주 족구 시합을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생산혁신팀 가니의 말이다. 가니
외에도 몇몇의 말레이시아인이 시합에 참가하여 ‘글로벌 족구’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종목은 PK(패널티 킥). PK는 축구나 족구 시합에 참가하지 않은 사우들까지 전원 참여
한 종목이라 열기가 더 뜨거웠다. 한 명씩 차례로 골문을 향해 힘껏 공을 날릴 때마다 골이 들
어가든 못 들어가든 동료들은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드디어 경기 종료. 오후 내내 구
장을 뛰어다닌 사우들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비 오듯 흐른다. 힘든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는 모습이 더없이 훈훈하다.

Next is the sport of all Korean men…foot volleyball. Amongst the older men showing off their skills is a foreigner….and he’s not half bad.
“We have something like this in Malaysia. I went to university in Korea and I played
this sport with friends who came out of the army” said Gani of the Production
Innovation team. Gani is not the only foreigner in the game. It is a “global foot
volleyball” match featuring a number of Malaysian players.
The last match of the day is the Penalty Kick (PK). This gives the other employees
who weren’t able to play in the soccer or foot volleyball matches to take part in the
event. Everyone gets a chance to kick the ball into the net and it doesn’t matter if
they score a goal because with every kick the cheers are unending.
Finally, the game ends. Each of the employees who have taken part in today’s
matches are ﬂushed and have beads of sweat pouring down their face. They continue to gasp for air but each time they look at each other, it’s all thumbs up.

Mini Interview
함길성 노조위원장 | Ham Kil-sung, Union President

“노사 간의 화합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축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고 나면 회사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오늘도 경기를 하는 동안 많이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10여 년째 체육대회를 준비해왔는데 매번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사우 여
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It is an event where employees and management can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fter we have an event like this, the mood in the ofﬁce really does change. During the matches
today, I really feel like everyone has gotten closer. We have been having this sports competition
for ten years now but each time we have it I’m so grateful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th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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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Trust

지난 6월 5일 동화기업 사우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체육대회라는 한바탕 흥
겨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각 조별 3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
의 한 현장을 동화인들과 함께한다.
On June 5th, employees of Dongwha group gathered in one location. They were gathered to take part in a sports competition, the
purpose of which was to promote communication. Each group
was divided into 3 teams.

오늘은 좋은 날!

한바탕 웃음으로 스트레스 날립니다

Today is a great day! Relieve
64

stress with laughter.
65

Dongwha Enterprise

Fighting

인천 본사 식당 2층의 교육장.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하나 둘 이곳으로 모였다. 체육대회 전 가
볍게 몸을 풀기 위해 깜짝 이벤트로 마련한 탁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응원을 위해 이곳을 찾
은 몇몇 동화인들은 탁구채를 휘두르는 동료들의 멋진 포즈에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의 박수를 아끼
지 않았다. 가벼운 몸 풀기 게임을 끝내고 일향농원으로 이동한 50여 명의 동화인들은 M1, M2, MFB,
화학공장의 네 팀으로 나눠 단체 줄넘기와 윷놀이, 족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한 게임은 단체 줄넘기. “줄 돌리는 법 알지? 최대한 크게 돌려야 해.” “뛰는 사람이 잘 뛰
어야지.” 각 팀의 선수들은 시합에 앞서 나름의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간단한 연습게임이 끝난
후 본 게임이 시작되자 선수들의 눈빛이 사뭇 달라진다.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민 MFB 선수들은 주
황색 단체 티로 타 팀의 기선을 제압했다. “파이팅”과 함께 시작한 줄넘기 기록은 20개. M2와 M1은
아쉽게도 이 기록에 미치지 못했고, 마지막 남은 팀은 화학공장. “21개만 하자”는 말과 함께 시작한
화학공장 선수들은 33개라는 깜짝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단체 줄넘기에 참가한 보드화
학공장 이규섭 주임은 “저희 팀 선수들 대부분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 우승은 예상
했습니다. 연습 게임 때부터 호흡이 척척 잘 맞았는데 역시 결과가 좋네요”라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It is after lunch at the Incheon headquarters and one by one employees start to ﬁle
into the second ﬂoor of the cafeteria where a study hall is located. They are there to
take part in a ping pong competition ahead of the main sports competition. Those who
aren’t taking part are on hand to cheer on their colleagues, waving ping pong paddles
in the air, cheering and clapping endlessly. After a quick game of ping pong to loosen
up their muscles they moved to lhyang Farm and were divided into four teams, M1, M2,
MFB and the chemical factory and took part in a group jump rope game, the traditional
Korean game “Yut” and a soccer match.
The ﬁrst game is the group jump rope. “You know how to turn the rope right? You have
to make big rotations”. “The person jumping needs to do a good job.” Each participating team is busy discussing their respective strategies. After a short practice game
as they get ready to compete you can see the intensity in their eyes. Wearing orange
t-shirts the ﬁrst team to start is the MFB team. Yelling out “Let’s go!” they manage 20
turns of the rope. Team M1 and M2 unfortunately fail to reach that mark so it’s up to
the chemical factory to see if they can do better. As they start they yell out “Let’s just
hit 21” and end up winning by jumping 33 times. Gyu-sub Lee of the chemical factory
said with a smile, “most of our team plays sports so I had a feeling we would win. We
were really in sync even during practice and we ended up with a grea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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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윷놀이다. 출전선수는 팀별로 총 6명. 4명이 대형 윷을 하나씩 던지고 나머지 2명은 말이
된다. 예선에서 승리한 MFB와 화학공장이 결승을 벌였다. 화학공장은 시작부터 ‘모’가 나와 응원

Mini Interview
임윤선 노조위원장 | Yoon-sun Lim, Union President

석의 함성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MFB가 막판 맹렬한 추격 끝에 마침내 짜릿한 역전을 거뒀다.
MFB 이상현 현장관리자는 팀의 우승에 더욱 신이 난 모습이다.
“승패를 떠나서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야외에서 땀 흘리고 회포를 푸니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

“모든 직원들이 기다리는 단합과 화합의 시간”

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오늘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구성원 간의 결속력

마지막 경기는 직원들이 가장 기다리던 족구대회. 15점 3세트 결승전의 주인공은 윷놀이에 이

과 공장 간의 유대는 물론 평소 자주 보지 못하는 동료들이 모처럼 만나 격의 없이 즐기는 자리예요. 승패를 떠

어 이번에도 MFB와 화학공장이다. 첫 세트는 막상막하로 실력을 겨루다 MFB가 승리를 거뒀고,

나 모두가 함께 웃고 즐겼으면 합니다.

2세트는 큰 점수 차로 화학공장이 승. 마지막 3세트는 치열한 승부 끝에 결국 MFB의 승리로 돌
아갔다. MFB 팀원들은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비족구로 승리했다”고 평가하며 단합된 힘을
우승비결로 꼽았다. 이날 하루 팀을 나눠 시합을 벌였지만 사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동화인
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매 경기에 임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한 우정과 동료애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It was a time for unity and harmony,
something the employees were waiting for.”
Today was for our employees. Many wanted to hav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this event. Not
only did it allow the employees to bond together and build ties between the different factories but
it allowed colleagues who don’t get to see each often to have fun together. It doesn’t matter who

Next up, the Korean traditional game “Yut”. With 6 people on each team, four were

won or lost it was a time for everyone to laugh and enjoy this time together.

in charge of throwing the “Yut” sticks while the others were the pieces to be moved
on the board. MFB and chemical factory were the winners in the preliminary round
and faced off in the finals. On the first throw, the chemical factory threw a “Mo”
or the chance to advance their men five spots causing the cheering crew to erupt
into a roar. But in the end MFB managed to chase them down and defeat them.
Sang-hyun Lee the field supervisor for MFB couldn’t control his excitement stating
“more than winning or losing just being out here with my colleagues and getting
exercise relieves my stress. Spending the day out here like this creates a great
atmosphere in the office and gives us energy.”
The last sporting event of the day was the much awaited soccer match. After 3 sets
and 15 goals, the winner was MFB, who had also won “Yut” earlier in the day. In the
first set, it was close with MFB narrowly taking the set. In the second, the chemical
factory won by a large margin and in the final set, after a hard fought battle MFB
came out on top. According to the team “it was our defense that gave us the win”.
The day, however, wa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It was about the consideration
they showed each other during the events. The taps of encouragement to the
shoulders conveyed the camaraderie and friendship amongst each other.

68

69

Core Value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바캉스. 동화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계휴양소를 개소해 임직원들의 여름나기를 도왔다.

Happiness

Families have taken their vacation to escape the heat. As in years
past Dongwha group has offered up a place where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can escape to.

여름엔 역시 동해가 최고죠!

The East Coast is best
in the summer!
직원 행복 위해 최고의 휴양지에 숙소 마련

???

휴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단연 동해. 지난해 서해 만리

When you think of one of the best places to vacation in the country

포에 하계휴양소를 개소한 동화는 올 여름엔 정반대편에 있는 강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e East Coast. Unlike last year,

원도 양양의 낙산해수욕장에 임직원들을 위한 여름 숙소를 마련

instead of Manlipo on the West Coast, this year employees found

했다. 하계휴양소 개소와 함께 고사를 지내 동화 가족들의 안전
한 휴가를 기원하는 훈훈한 모습도 연출됐다. 이번 하계휴양소는
8월 9일까지 열흘간 무료로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에 동화의 120
여 가족들이 2박 3일간 이곳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동화기업 이인선 사우는 아내와 장모, 8개월 된 딸 하연이와 함께
이곳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온 건 이번이

their summer getaway located on the East Coast at Naksan beach
in Yang-Yang, Kangwon province. It is 11am on the morning of July
30th. In front of the summer retreat is a placard greeting Dongwha
employees. In addition to the summer retreat a ceremony is held to
wish everyone a safe holiday. This year, the summer vacation spot
will be offered for a ten day period until August 9th and 120 famili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vacation there for 2 nights and 3 days.

처음이라고. 특히 육아도우미로 초청해 함께 지내고 있는 장모에

In-sun Lee from Dongwha Enterprise was there along with his wife,

게는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본다.

mother-in-law and 8 month old daughter Ha-yeon. This was the first

“휴가 간다고 하니까 아내와 장모님이 많이 좋아했어요. 서해는

vacation with his daughter.

자주 가봤어도, 동해는 처음일 거예요. 아기 키우느라 힘들었을

“When I said we were going on vacation my wife and her mother

텐데 이 기회에 푹 쉬었다 갔으면 합니다.”

were very happy. We've been to the West Coast several times but I

아이들을 위해 보트까지 준비한 동화기업 총무팀의 권영국 사우

think this is our first time to the East Coast. It's tiring raising a baby

는 아들 동호와 함께 바닷가로 뛰어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so I hope they can use this opportunity to take a break.”

있었다. 해마다 회사 휴양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는 그는 “강

Yong-guk Kwon from the administration division of Dongwha

원도 해변이 물도 깨끗하고 숙소 인근에 계곡이 있어서 가족 모
두가 좋아해요”라고 말하고 “평소 시간이 없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기회에 아이들과 놀아주며 같이 이야기 나
눌 수 있어 만족합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Enterprise brought along a rubber boat for his kids and was busy
playing in the ocean with his son Dong-ho. Every year he vacations
at the company's summer retreat and had this to say. "The water is
very clean and there are lots of ravines nearby so the whole family
likes it. I don't usually get to spend much time with the family so
this gives me an opportunity to play and talk with my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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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보드화학팀 양진호 사우의 가족

동화기업 표면재팀 이인선 사우의 가족

회사 지원으로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요~

Thanks to the company the entire family gets to have a good time~

아내와 아이 셋을 둔 다복한 집안의 가장인 동화기업 보드화학팀의 양진호 사우. 안전조끼를 입은 유찬이와

Jin-ho Yang, from the board chemical team at Dongwha Enterprise and his wife are blessed with three children.

윤서, 윤하가 물놀이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는 동안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아

Wearing life vests, Yu-chan, Yoon-suh and Yoon-ah are busy frolicking in the water while their parents look on to

이들이 아직 어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make sure they are safe. The kids are still young so safety is their main concern.

“아이들과 즐겁게 수영하면서 밤에는 맛있는 고기도 구워먹고 불꽃놀이도 하며 지내려고요. 아이들이 좋아
하는 삼겹살과 갈비 등 먹을거리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고요.”
아내 김옥임 씨 역시 휴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회사의 지원 덕분에 부담이 덜하다며 “이렇게 한 번씩 바깥
바람 쐬고 가면 육아와 살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동화기업 안전팀 차인학 사우와 그의 아내 허윤정 씨는 아들 영훈이와 딸 수빈이보다 더 신나게 물놀이를 즐
기고 있는 모습이다. 허윤정 씨는 “가족이 모두 수영을 잘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두는 편”이라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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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안전팀 차인학 사우의 가족

“We plan to go swimming and have a BBQ in the evening followed by fireworks. We brought lots pork belly and
ribs which the kids love. Of course I want this to be a memorable time for my wife too.”
His wife Ok-Im Kim was worried about the expense of taking a vacation but thanks to the company's support that
is less of a concern. She expressed her gratitude with these words.
“Getting away from time to time like this relieves a lot of my stress from raising the kids.”
In-hak Cha from the production innovation team at Dongwha Enterprise looked like he and his wife Yoon-jung
Huh was having even more fun playing in the water than his son Yong-ho and daughter Soo-bin. According to

사 지원으로 휴가를 오면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남은 비용으로 다른 것을 하거나 한 번 더 여행을 가곤 해

his wife Yoon-Jung Huh “everybody in the family is a good swimmer so we let the kids play freely. Thanks to the

요”라며 즐거워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인 영훈이는 아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이 크다고 살짝 귀띔

company we use the money we save on other things or use it to take another vacation”. She also hinted that their

한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환하게 웃는 동화 가족들. 그들의 모습에 행복이 넘실댄다.

son is especially proud of and thankful to his father's company. Their happiness was easy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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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더한
행복나눔 어린이 목공교실

아이들과 함께한
1박 2일 캠핑여행

북카페 ‘베스트셀러’ TOP 4

Sharing happiness and love
<Children’s Woodworking Class>

An overnight camping
trip with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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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인천시 가좌1동 주민센터에 30여 명의 아이들과 10여 명의 동화홀딩스 직원들의 목공예 창작교실이 열렸다. 가좌동
에 있는 2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이날, 아이들은 저마다의 창의력을 뽐내며 자
신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만끽했다.
On June 13th, at the citizen’s center in Kajwa 1 dong in Incheon 30 children and 10 employees from Dongwha Holdings participated in a woodworking class. Children were invited from 2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in Kajwa-dong
and a good time was had by all. The children enjoyed this wonderful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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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FXBSEFEGPSUIFJSQJFDFBTXFMMBTUIPTFXIPTIPXFEUIFNPTUDSFBUJWJUZBOEUIFPOFXJUIUIFCFTUJEFBBOE
SFXBSEFEUIFNXJUIXPPEFOQFODJMDBTFT

ᖃය
ઑѐߊઙഄࢎ

ࠁ٘ചࢿࢎز

tࢎप ੌোۄҊࢤп೮णפӒؘ࢚݄۠

tחѐੋਵ֙۽૩ࠉࢎܳೞҊण݃פஜ

അীࢲۧѱইٜҗೣԋٜ݅Ҋঠӝܳೞ

ഥࢎীࢲ۠ӝഥоযઉࢲଵৈೞѱ ؘחغ

 פࠁաܰݽبѱزചחغӝٜ࠙؊ҵਃই

ࠉࢎחೡ܂࢜ט݃ٸणפয়טইٜৌब

өযڃইоীחহ݅ ইॿٜ

೧ݽחणਸࠁפѼೞ֎ਃu

җэٜ݅Ҋदрਸࠁղפೞӡ݈ੜ೮݈ח

ղо߉
ా 
ݧ 

য়טցޖ
ૌѢਛযਃ??

৬ Ѣࠁࣁਃৈ۞࠙ 
ࢤ߄ঠӝܳ
Ӓ۷֎ਃ

ীоढޡ೮णפu

4VOHEPOH+BOH #PBSEDIFNJDBMUFBN
t1FSTPOBMMZ*IBWFCFFOWPMVOUFFSJOHGPSZFBST

+POHIZVL-FF 0SHBOJ[BUJPOBM%FWFMPQNFOU

TPXIFOUIFPQQPSUVOJUZQSFTFOUFEJUTFMGBUUIF

*UIPVHIUPGJUBTBOFYUFOTJPOPGNZXPSLCVU

DPNQBOZ*KVNQFEBUUIFDIBODF&BDIUJNF*

PODF*HPUIFSFBOETUBSUFEUPXPSLXJUIBOE

WPMVOUFFS JU JT B EJGGFSFOU FYQFSJFODF 8BUDI

UBMLXJUIUIFLJET*GFMUNZTFMGUIJOLJOHEJGGFSFOU

JOHUIFLJETXPSLTPIBSEUPEBZNBEFNFSFBMMZ

MZ&BSMJFSPOFPGUIFDIJMESFOXBTOsUSFBMMZJOUPJU

QSPVEu

CVUJOUIFFOETBJEIFXBTIBQQZUPIBWFTQFOU
UIFUJNFXJUIVTBOEUIBUSFBMMZUPVDIFENF

ঠ જѷ
ۣࠗ݅୷ೞ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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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җೣԋೠ
߅ੌೝৈ೯

ইٜԷਸਗೞח೯ࠂա׃

"OPWFSOJHIUDBNQJOH
USJQXJUIUIFDIJMESFO

ਓܻࣗt৬uೞחࢿҗೣԋబী־ਕࠄইٜtৈӝࢲחѢਃ uۄҊޛ

դਘੌয়റद ҃ӝبনೝইஜࠗఠܗܗղܻ࠺؍оѥ
Ҋ݉ѱђೞטҗݺೠҕӝоӝ࠙જࢸ۬ਸٜ݅ৈѐఀ݄ೠబ
৬߄࠺௸Ӓܾઁߨݧझ۞࠙ਤӝܳইմӒࢲܻݣٸٜ۰য়חੜѢܻח

ਵݴٜ݃ڲਸऀӝঋח
য়טੋୌоઝزইࣃزఠಹܲࣛҕࠗߑҗ࢜߷ҕࠗߑইٜزചਗٜҗ
ߣف૩݅۽աחܻզزചਗٜইࣃزఠইٜೝഝزਸਗ
೮Ҋ ݻݻਗٜоٜҗೣԋଵৈ೧೯ࠂܳ؊೮
బߓറزചਗҗইزٜೣԋয۞ࣻۨחܻী࣌दрਸо
ߣ૩ѱоढীઙܳزױചੋٜੋрҗ֘ޛחغ୨ѱҷҗৡރী
ࣁޛ۹ܳݏযٜܲݽणחޛ୨ਸٚইٜҷীࢲਓځա

행복동화봉사단의 7월 행사 ‘행복나눔캠프’가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 명과 교

ঋחѱ؋࠙ੋਫ਼Ӭয࢝ೣ֣׀ب٠ࢎۄೖҳܳ݃פয࢜וदೠ

사, 동화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은 1박 2일의 캠핑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ହڪҊۄוܻ׳೧ਸইٜীѱౌفೠҊӝ৬ࣗदо֘धࢎઁ۽ҕع

The Happy Dongwha Volunteer Corps kicked off their activity for July, the
“Sharing Happiness Camp”. With 30 children from the local children’s center
and their teachers participating alongside 60 Dongwha employees, they set
off to make some cherished memories through an overnight camping trip.

ইٜਸਤ೧ҊӝܳҼزחചੋҗtইॿҊࢤ݆ਵ࣑যਃuݡݴۄझ۠Ҋӝ
ܳѤ֎חইٜݽणളളೞӝӒহ

4IPXJOHUIFDIJMESFO UIFJSESFBNTBSFTVQQPSUFEUISPVHIUIFDBNQ
*UJT+VMZUIBUQNBUUIF+BOHKBXPPM$BNQJOH(SPVOETMPDBUFEJO:BOHKV 
,ZPOHHJ1SPWJODF5IFSBJOUIBUTUBSUFEFBSMZJOUIFNPSOJOHGJOBMMZTUPQQFENBL
JOHXBZGPSDMFBSCMVFTLJFTBOEDMFBO GSFTIBJSBEEJOHUPUIFBOUJDJQBUJPO"EEJOH
UPUIFBUNPTQIFSFXFSFMBSHFUFOUTBOECCRHSJMMTUIBUXFSFTFUVQXBJUJOHGPS
UIFJSHVFTUT'SPNGBSBXBZ UIFTPVOETPGMBVHIUFSDPVMECFIFBSE8JUIDSJFTPG
tXPXuUIFDIJMESFOMPPLFEBUUIFUFOUTBTLJOHtBSFXFTMFFQJOHIFSFu VOBCMFUP
IJEFUIFJSFYDJUFNFOU
5PEBZXBTUIFTFDPOEUJNFUIFDIJMESFOPGUIF,BKXBEPOHDIJMESFOsTDFOUFSJO
*ODIFPO BOE UIF %POHXIB FNQMPZFFT NFU UPHFUIFS 5IF QVSQPTF PG UPEBZsT
HBUIFSJOHXBTUPMFUUIFDIJMESFOFYQFSJFODFXIBUDBNQJOHXBTBMMBCPVU.BL
JOHUIFFWFOUFWFONPSFTQFDJBMXFSFUIFGBNJMJFTPGTPNFPGUIFFNQMPZFFTXIP
IBEDPNFUPUBLFQBSU
"GUFSUIFUFOUTXFSFBTTJHOFEJUXBTUJNFGPSUIFHBNFTUPCFHJOEFTJHOFETP
FWFSZPOFDPVMEHFUDMPTFSUPFBDIPUIFS
5IFGJSTUHBNFXBTBXBUFSGJHIUXIFSFQFPQMFXFSFUVSOFEJOUPIVNBOUBSHFUT
*UEJEOsUNBUUFSJGZPVXFSFUIFUBSHFU ESJQQJOHXJUIXBUFSGSPNUIFTIPPUFSTPS
JGZPVXFSFXJFMEJOHBXBUFSHVO UIFMBVHIUFSBOETNJMFTDBNFGSPNFWFSZPOF
5IBOLTUPUIFHBNF BOZBXLXBSEOFTTXBTHPOFBOETPPOJUXBTUJNFGPSEPEHF
CBMM XIJDI FOEFE BU TFWFO "GUFS SVOOJOH BSPVOE GPS IPVST UIF DIJMESFO XFSF
SFBEZGPSEJOOFSXIJDIUVSOFEPVUUPCFUIJDLTMJDFTPGNFBUBOETBVTBHFT5IF
NFBUXBTHSJMMFECZUIF%POHXIBWPMVOUFFSTXIPXFSFNFUXJUIDPNNFOUTMJLF
tUIBOLTGPSBMMZPVSIBSEXPSLuBOEUIFDIJMESFOSFDFJWFEUIFCCRXJUIBMPPLUIBU
JTCFZPOEX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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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ѱޅೡৈܴߎ୶র
যࣽࢲחपղীࢲಟ݆݃ࣿࣳ߅ࣻ৬ೣࢿࣘীনೠ݃ࣿਸࢶࠁੋ݃
ࣿࢎ݃ח݄ਵ۽ইٜীѱtԷਸೱ೧ઁաبೞҊ֢۱ೞחযܽоغӡ߄
ۆuݫחदܳೞࣿ݃ݴਸܻ݃ޖ೮য࢜וೝূযمղ۰ঊও٘٣
যզೞۄੋযоಟदрழࠛׯݽۆਸबਵ۞لࡂ۽ঊ
ٜ߅ࣻܳҊ֢୶ݴܰࠗܳېরਸऺইщߎࣘӨযтࣻ۾ਖ਼ਖ਼ೞ
؍ঈয࢜ו൜ҀҊनա߄۽ې֢חՇযщҊ ೂ١ীпࣗਗҗԷਸইೞ
֫טզ۷
नੑࢎਗزӝٜҗೣԋ৳زחചӝস3%ࣃఠਬܿࢎחtখਵ۽ইٜҗ؊
೧ӝഥܳыҊरuҊ೮Ҋ ୡ١Ү֙ইٜҗೣԋৡزചӝসചࢎস
߽࢚ࢎחtܻইࡺ݅ইۄפэৡইࣃزఠইٜҗبજੋোਸٜ݅য୶র
ਸթӝҊरuҊ೮߷࢜ҕࠗߑ߅Үࢎחtୡ١ࢤٜبযܲޅঋѱ׀
ীࠁঋחझۨझо݆ ؘয়טইٜഅա೯زଵಞউ೧ࠁҊ
ਬ۽ਕࠁੋuݴૌѢਕ೮
tزചחࠗఠࢿਸоҊ݃ਵ۽оয়࣑ӝޙٸীইٜبӒ݃ਸוՙ
חѪэইਃࣽױޛੋبইۄפইٜਸࠁٞҊೣԋఃࣻۈࢎחٜ
ਸ݅աҊरزؘചӝসਸా೧ࢲӒ۠ܳېӒ۰ࠁѱعणפu
فݽо೯ࠂ೮؍दрইٜࣘ݁ݠীژೞա೯ࠂೠ୶রਵ۽թӡ߄ۆ

"OJHIUUIFDIJMESFOXPOsUGPSHFU
/FYU VQ XBT B NBHJD TIPX "GUFS NVDI BQQMBVTF BOE DIFFST  UIF NBHJDJBO
FOEFEUIJOHTPGGXJUIUIJTNFTTBHFGPSUIFDIJMESFOt*IPQFZPVXJMMCFDIJMESFO
XIPBMXBZTXPSLIBSEUPDIBMMFOHFUIFNTFMWFTUPNBLFUIFJSESFBNTDPNFUSVFu
/PXUIBUJUXBTEBSLPVU JUXBTUJNFGPSUIFIJHIMJHIUPGUIFOJHIUUIFDBNQGJSF
4JUUJOH BSPVOE UIF CPOGJSF NBOZ OFX NFNPSJFT XFSF DSFBUFE BT UIF DIJMESFO
DMBQQFEBOETBOH8IBUTUBSUFEPGGBTRVJFUTPOHTTVEEFOMZUVSOFEJOUPVQCFBU 
GVOTPOHTBOEFBDIQFSTPONBEFBXJTIBOETFOUJUVQIJHIJOUPUIFOJHIUTLZJO
CSJHIUMZMJUMBOUFSOT
:VSJN+BOHGSPN%POHXIB&OUFSQSJTFsT3%$FOUFSXBTIFSFXJUIIFSQFFSTBOE
DPNNFOUFEt*IPQFXFIBWFNPSFPQQPSUVOJUJFTUPHFUDMPTFSUPUIFDIJMESFOu
XIJMF #ZVOHTBOH -FF PG UIF DIFNJDBM CVTJOFTT UFBN XIP XBT JO BUUFOEBODF
XJUIIJTFMFNFOUBSZTDIPPMBHFTPODPNNFOUFE t*IPQFUIBUUIJTDSFBUFTHSFBU
NFNPSJFTBOESFMBUJPOTIJQTOPUKVTUGPSNZTPOCVUBMTPGPSUIFDIJMESFOGSPNUIF
DIJMESFOsTDFOUFSu:POHNJO1BSL BUFBDIFSXJUIUIFDFOUFSIBEUIJTUPTBZt+VTU
MJLFBEVMUT DIJMESFOIBWFBMPUPGTUSFTTUPP5PEBZ UIFBDUJPOTBOEFYQSFTTJPOT
VTFECZUIFDIJMESFOXFSFGSFFGSPNUIBUBOEUIFZMPPLFEDPNGPSUBCMFu
t#FDBVTFUIFWPMVOUFFSTDBNFIFSFXJUIBSFBMEFTJSFUPQBSUJDJQBUF*UIJOLUIFDIJM
ESFOGFMUUIBU5IFDIJMESFOXBOUUPNFFUTPNFPOFXIPDBOFNCSBDFUIFNBOE
SBJTFUIFN OPUKVTUQSPWJEFNBUFSJBMUIJOHTBOE*UIJOLUIBU%POHXIBIBTTIPXO
UIFNUIBUUIJTQPTTJCJMJUZFYJTUTGPSUIFNJOUIFGVUVSFu
8FIPQFUIBUUIJTIBQQZUJNFXJMMSFNBJOBTBXBSNBOEIBQQZNFNPSZJOUIF
IFBSUTPGUIFDIJMES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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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ಕr߬झࣄ۞s501
이번 호에서는 그린라운지 보유 도서들 중 대형서점들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들 중, 그
린라운지에서 동화인들이 많이 찾은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소개한다. 1~6월로 결산한 하반
기 도서대여 현황으로 살펴봤을 때, 동화인들은 특정 분야의 도서들이 아닌, 교양, 문학도서
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을 즐겨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0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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թٜҗ࠺तೠۚਵח۽ইթਸࣻহ

ࣁ࢚ࣻਃܻܳঌইଽࢎۈٜ

അҗঌۘ٘ࠁాҕزӝദಞࣗࢸف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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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աਗೞחѪਸਸࣻחӛݫदܳ

য়טզݽٚসҗदীࢲҕాਵ۽աఋաҊחഅ࢚ਸ

ೖఠ٘۞ழ ਠ١҃ҳܖ৬ೣԋҴ҃ઁޙੋ؊

ೠҴਸೞחоഅҗ അ࢚ੌੋҗхࢿਸࢻ

଼ਵ࢚ੌ ۽ਵ۽ഝਊೡࣻחনೠഈ࢚ߨਸઁदೞҊ

ೠоԞਵ҃ ݶۄ੬ৌ೧ݽࢲݶٚӝসٜڙэই

झܻਤоࢶೠоೱ۱҃חࢎ࢚оੋী

ࣁೞѱನ೧ղחоঌۘ٘ࠁాفооrࢎ یѾഒ оs

חഈ࢚ߨݺഛೠݾܳоҊ࢚݃ߑਸ

Ҋחӝসٜઁفݽಿী࢜۽ӝמਸ୶оೞҊ

ܴਸৢܽীܻ٘ठۄਕஎఃоࣻ о ز

חۄҕాઁই ېппোੋٜࢎیҗয়ےदрਸ

೧ೞࣘ݁ݠ࢚ݴӒܿਸӒܻҊ࢚ടীݏѱਵ۽

ઁಿҵઙܳܨഛೞӝਤ೧୭ࢶਸೞҊ݅ ۞ೠ֢

সࢎ٘١नٜҮളਸࢿೠѪࣻਃ

ೣԋೠࠗࠗࢎیਸӒ۷അ~ࢎیӝୡোੋٜ

ӔೞחߑߨਸڷೠҊ݈ೞ ݴनъٜܳࢤ

۱ٜѾҴ҃ܲ੬ٜҗڙэইઉߡܻࠗחਊਸձҊ

ܳ݅٘࠺חীҙೠ଼ࣻਃܳହઑೞؘחযܻ؊৬

दೠҴীҊחभթٜ֗ѻਸߨೠಣߧೠ

ٜ҃ೠࢿҕपಁਸࢎ۹۽ٜযೠҴࢲী

חѪೞߡ٘҃ਗࢤٜࡳ୭ҊҮ࢚ࣻਸ

ઑपୌ೧ঠೡࢿҕੋࣻਃହ࠺Ѿоܳઁदೠ

োগೂ҃ਸইչঌۘ٘ࠁా֙݅ীॵ~ࢎیӝ

ԙחݏই٘ހҮࣻ݅ഈ࢚ߨਸࣗѐೠ

࢚ࣻೠޙҮࣻо~٣ಌ۠ܳా೧ੌزೣߓೞ࢚ࣁח

؊ࠛযࣻਃܳߊѼೞחоӝഥחܐҗߊѼী

ୡೠթחѾഒীܲࠗࠗܳबਵ۽Ӓٜоࢤഝ 

ীࢲই٣য࠳ח٘ےযڌѱࣁ࢚ਸ҃ೞחܳಝࠄ

חѪਸъઑೠ

֗নਭ ࢎی١ীҙೠҊਸই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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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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