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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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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을 가득 매운 지역 주민과 관계자

호주 동화팀버스 봄발라컵 경마대회

Backing a Winner at
06

Bom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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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심지에선 직접 보기 드문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바로 동화팀버스가 후
원한 경마현장. 그 생생했던 현장으로 동화가족을 초대한다. 지난 10월, 호주 봄발라 지역
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봄발라 경마대회가 성황리에 치뤄졌다. 이 행사는 동
화팀버스의 제재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하며 진행되었으며, 정부 관계자 이
외 봄발라 지역 주민 그리고 외부 고객들이 자리를 가득 매워 더욱 뜻깊었다.
이 행사에서 동화팀버스 매니징디텍터 Bart Crawley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매우 뜻

경기 전 봄발라 제재소를 투어 중인 VIP고객들

깊은 자리를 후원하게 되어 감사하며, 앞으로 동화팀버스는 봄발라 지역의 발전과 항상
함께 할 것임을 힘차게 전했다.
또한 경기 전에는 행사장을 찾아준 VIP고객들과 함께한 제재소 투어가 있었으며 이어 진
행된 경기에서는 “Outside”가 간발의 차이로 우승하여 박진감을 더했다. 이 날 우승자에
겐 $12,000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동화홀딩스 하우징사업군총괄, 이병언 사장과 동화팀버스 가족들

우승마 Outside와 함께한 동화가족들

0OF PG UIF CJHHFTU TPDJBM FWFOUT PO UIF #PNCBMB DBMFOEBS JT UIF MPDBM BOOVBM
IPSTFSBDF DBMMFEUIF%POHXIB5JNCFST#PNCBMB$VQ#BSU$SBXMFZ .BOBHJOH
%JSFDUPSPG%POHXIB5JNCFST"VTUSBMJBTBJEĜ8FBSFQSPVEUPTQPOTPSUIFSBDF
BOEIBWFEPOFTPGPSTFWFSBMZFBSTOPX5IJTSBDFJTBOJNQPSUBOUDPNNVOJUZ
FWFOUBOEPVSJOWPMWFNFOUEFNPOTUSBUFTKVTUIPXNVDIBQBSUPGUIFDPNNVOJUZ
%POHXIB5JNCFSTJTĝ%POHXIB5JNCFST"VTUSBMJBUPPLUIFPQQPSUVOJUZUPJO
WJUFPGJUTLFZDVTUPNFSTBOEUIFJSQBSUOFSTUPUIF$VQ#FGPSFUIFSBDFCFHBO
UIF7*1ĚTXFSFUSFBUFEUPBTJUFUPVSPGUIFNJMMFYQBOTJPOT
.S$SBXMFZTBJE Ĝ0VSDVTUPNFSTOPXIBWFBNVDIHSFBUFSBQQSFDJBUJPOPGUIFJO
DSFBTFEDBQBDJUZPGUIFNJMMBOEUIFBEEJUJPOBMXBZTXFXJMMCFBCMFUPTFSWJDFUIFN
+VEHJOHCZUIFDPNNFOUTIFBSEPOUIFEBZ PVSDVTUPNFSTXFSFWFSZJNQSFTTFEĝ
5IFXBSNBOETVOOZDPOEJUJPOTTBXMPDBMIPSTFĜ0VUTJEFĝXJODPNGPSUBCMZCZ
yMFOHUIT%POHXIB)PMEJOHT$&0 .S#ZFPOH&PO-FF UPHFUIFSXJUI%POHXIB
5JNCFSTĚ%JSFDUPS.S)POH-FF BOE.BOBHJOH%JSFDUPS.S#BSU$SBXMFZQSF
TFOUFEUIFXJOOFSTXJUIUIFJSXFMMEFTFSWFEUSPQIZBOE"6% QSJ[FNPO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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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을 앞둔 호주 봄발라

제재소 건설 프로젝트

‘NAMU’

$AUD74million Australian mill construction nears completion
현재 호주 봄발라 지역에서는 동화팀버스 프로젝트 ‘Namu’가 성공리에 진
행되고 있다(나무동화 2011. 3rd호 참고). 7400만 달러(호주기준)의 규모로
진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완성단계에 이르러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
다. 동화팀버스는 이번 제재소 건설 공사를 통해 폐수처리시설, 보일러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예술 편의 시설까지 함께 증
설 중에 있다. 또한 가공이 쉬운 소프트우드의 산출량은 연간 10만 6천에서
30만 톤까지 증대될 예정이며, 공정을 거친 최종 생산품들은 연간 31,800m2
에서 150,000m2 의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호주 동화팀버스 매니징 디렉
터 Bart Crawley는 ‘현재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미 사무실
환경은 업무를 할 수 있기에 적합하게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완공에 이른
‘나무’ 프로젝트는 2013년 상반기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제재소로
오픈 예정이다.

The rural township of Bombala, located an hour’s drive inland
from Australia’s eastern coast, is home to the $AUD74 million
Dongwha Timbers mill expansion project. The mill expansion
is named Project Namu. “Namu” is the Korean word for “tree”,
reflecting its close ties to parent company Dongwha International.
The mill redevelopment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 state of the
art facility. A new green mill, planer and timber treatment plant
and associated infrastructure such as boilers, kilns and waste
water management system will enable significant increases in
production. Softwood log input will increase from 106,000 to
300,000 tonnes per year and treated timber output will increase
from 31,800m2 to 150,000m2 per year. The redevelopment is
nearing completion and the mill is now producing decking timber
at the new Dry Mill. With the Dry Mill now operational, the project
team are focussed on bringing the rest of Project Namu to fruition.
And things are well on track. Construction of the new hot water
boiler and the kilns are complete ready for commissioning and
the building works at the Treatment Plant are nearing completion.
Bart Crawley, Managing Director of Dongwha Timbers Australia,
said that preparations have already commenced for the official
opening of the mill. “Completion of construction is now on the
horizon, and so we have started planning for the launch of the mill
in the first half of 2013,” Mr Crawle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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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74million Australian mill construction nears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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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제재소 프로젝트, 친환경 기술 지원금 획득

Bombala Mill Awarded $8.2 million for Clean Technology

안녕하세요. 호주 봄발라에서 인사 드립니다.

The Industry and Innovation Minister, Greg Combet, has announced $8.2 million of funding

이번 소식은 당사에서 지난 6월에 이어 중앙 정부 산하 친환경 기술 지원금 8백만 호주달러를 추가로 지원

for the Bombala Mill, after mill owners, Dongwha Timbers’, successful application for a Clean

받게 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Technology Investment Program grant.

따라서, Dongwha Timbers는 ‘NAMU’ Project를 통해 지난 2010년 11월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로부터

The grant, which will fund improvements to the mill’s equipment and technology, will result in

LISF1, AUD 958,000 (원화 약 11억 원)을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6월 6일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2(중앙 정부 산하)를 통해 4백 7십만 호주달러(원화 약 54억 원)의 Federal Government 지역 개
발 지원금이 승인되었습니다.(Project NAMU(약 2백만 호주달러) : 신규 보드공장 프로젝트(약 2백 7십

an expected reduction of Dongwha Timbers’ site-wide carbon emissions intensity by 35.7%.
The Federal Government’s Clean Technology Investment Program is an $800 million competitive, merit-based grants program to support Australian manufacturer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a carbon constrained economy.

만 호주달러)) 그리고 이번, 2012년 11월 8일 중앙정부 산하 “Clean Technology Investment Program

Dongwha Timbers’ Managing Director, Bart Crawley, has welcomed the grant announcement.

Funding3”을 통해 8백 2십만 호주달러(원화 약 94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The funding which comes from this grant will enable us to purchase new plant and equip-

이로서 동화팀버스는 ‘NAMU’ Project를 통해 주정부와 중앙정부를 통해 기존 2차 지원금원화 약 34억 원에

ment, which in turn will signiﬁcantly cut our mill’s energy costs and reduce carbon pollution,”

추가로 94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Project NAMU

Mr Crawley said.

가 지난 2년여 간 진행해 온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호주의 주요 사업(광업, 서비스업, 자동차)이 아닌

“Dongwha Timbers will invest in energy-efﬁcient equipment and technology to replace exist-

제재 사업에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동시에 이끌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ing carbon intensive machines and upgrade the site to a mo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tandard. The company’s two operating sites in Victoria and New South Wales will be consoli-

동화팀버스에 관한 소식은 Facebook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 검색은 ‘Project NAMU’로 하시면 됩니다.)

글 : 호주 홀딩스 임우택 대리

dated to a single site at the Bombala sawmill facility in New South Wales,” Mr Crawley said.
“Care for the environment is central to Dongwha’s Australian and overseas operations. In
addition, increasing numbers of our customers seek assurance that their timber comes from
an environmentally conscientious manufacturer. We are pleased that we can invest in clean
technology and further support the values of our customers and our company.”
Continuing, Mr Crawley said the grant will have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Bombala region.
“The support of Government has allowed Dongwha Timbers to upgrade our ageing non-sustainable timber manufacturing facilities into a world-class sawmill that will be an asset to the
Bombala region.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beneﬁts, there will be a posi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and employment. Jobs will be created, local suppli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ovide goods and services for the project and our employees will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green’ skills,” Mr Crawley said.
Plans to ofﬁcially launch the $74 million mill are underway and are expected to occur in April/
May 2013. Construction is currently on track and, once complete, the mill will increase log
processing capabilities from 100,000 tonnes to over 300,000 tonnes per annum.
Writer : Austrailia Holdings, Frank Lim

1 LISF Local Infrastructure Support Fund from the NSW Department of State & Regional Development is provided for
local projects that will support urban development. – Typically roads and related infrastructure, storm water, water and
wastewater projects http://www.planning.nsw.gov.au/Home/tabid/471/language/en-AU/Default.aspx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Bart Crawley, Managing Director, Dongwha Timbers
Phone 03 5275 0111 E-mail bart.crawley@tascoaustralia.com.au

2 RDAF The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Fund supports the infrastructure needs of regional Australia.
http://www.regional.gov.au/regional/programs/rdaf.aspx

About Dongwha Timbers
Dongwha Timbers (formerly Tasco) was established in Geelong, Victoria in 1996 and is wholly owned by Dongwha
Australia. Dongwha Timbers’ core business is sawmilling and timber processing utilising 100% of radiata pine plantation resources. Dongwha Timbers has supplied softwood timber markets throughout Australia for more than a decade.

3 CTIF Clean Technology Investment Program Funding from Aus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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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 Global Woodmart 2012
2010년 쿠알라룸푸에서 성황리에 시작된 MTC Global Wood Mart 산업 박
람회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MTC Global Wood Mart 행사는 다양
한 지역의 다양한 목재들을 소개하고 직접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무역
플래폼의 역할을 한다.
2년 연속 전시회에 참여한 동화 말레이시아는 올해에도 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된 현장을 소개한다. 올해 행사에는 100여 개가 넘는 국내외
지역의 목재 회사들이 참여하여 행사기간 동안 3,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필요
한 정보를 확인하며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설명을 진행한 마
케팅팀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관여도가 높은 관계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동화부스는 특히 아시아, 중동지역의 관심을 받았
다. 아시아를 이끄는 최고의 동화임을 알린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PMMPXJOH B IJHIMZ TVDDFTTGVM EFCVU JO  JO ,VBMB -VNQVS  UIF
.5$ (MPCBM 8PPE.BSU SFUVSO BHBJO  QSPWJEJOH B QSFNJFS USBEJOH
QMBUGPSNGPSUSPQJDBM UFNQFSBUFBOECPSFBMUJNCFST
5IJT ZFBS  %POHXIB .%' 4EO  #IE %..  QBSUJDJQBUFE JO .5$
(MPCBM 8PPE.BSU XIJDI UPPL QMBDF BU ,VBMB -VNQVS $POWFOUJPO
$FOUSF BOE UIJT FWFOU TUBHFE FWFSZ UXP ZFBST *U XBT B XPOEFSGVM
BOETQMFOEJEFWFOU-FUĚTUBLFBMPPLBUXIBUUIJTFWFOUJTBMMBCPVU
.PSFUIBOEPNFTUJDBOEJOUFSOBUJPOBMUJNCFSDPNQBOZJODMVE
JOH%POHXIB.%'4EO #IE %.. KPJOFEUIJTZFBSFYIJCJUJPO5IF
QMBDFXBTWJTJUFECZBUPUBMPGUSBEFWJTJUPSTEVSJOHUIFFYIJCJUJPO
QFSJPEBOEUVSOFEOFXQBSUOFSTIJQTBOEBJNFEBUESJWJOHIJHIRVBM
JUZCVZFST QBSUJDVMBSMZGSPN"TJBBOEUIF.JEEMF&BTUUP%POHXIB
CPPUI$POHSBUVMBUJPOTGPSUIFJSFGGPSUJONBLJOH%POHXIB UIFMFBE
JOHDPNQBOZJO"TJBXPPECBTFEQBOFMBSFB

DFB. 김원배 이사와 설명을 진행한 마케팅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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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머복 ‘Thin’ 보드 생산
Merbok Thin Board Back On Line
머복 공장의 화재로 생산설비와 장비들의 일부분이 파손된 지 1년여가 지나, 공장이 정상가동 되어 첫 번째

In one year after a major ﬁre destroyed equipment and damaged parts of Dongwha production

‘Thin’ 보드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 첫 번째 보드가 생산되며, 머복 플랜트 매니저 ‘Nor Isaam’은 동화는 보

facility in Merbok, the plant has commenced its ﬁrst thin board production runs.

드마켓 시장의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는 부분에 전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자산들을 안전하게 유지

Merbok Plant manager, Mr Nor Isaam said “Dongwha ongoing commitment to the board mar-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추가하여 그는 사고가 난 후, ‘12

ket is as strong as ever, but it has to be realized that our ﬁrst priority is and has to be focused

년 8월 16일에는 첫 번째 보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더욱 업그레이드 하여 2.5mm 보드를 생산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employees”. He added “Now after the incident, we move on

하기에 이르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려주었다. 이런 최고 기술수준의 프레스 라인 기계는 더욱 얇은 패널생
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우리의 고객들에게 더욱 넓은 분야에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기에 글로벌 MDF 시장
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이는 향후 동화가 성공적으로 가는 터
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보드 산업에서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Nor Isaam’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to produce ﬁrst board on 16th August 2012 and successfully run 2.5mm board”
This new state-of-the-art Press Line machine will be focus more in thin panel production and it
will give us great opportunity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the global MDF market because
now we can offer & deliver a wider range of product mix to our customer. This strategically
will be a turning point for Dongwha to be more success in the future and be the bench mark
for the Industry.
Below is the interview session of Merbok Plant Manager, Mr. Nor Isaam.

머복 공장의 ‘얇은(Thin)’ 보드는?
동화 공장에서의 ‘Thin 보드’는 2.0~4.0mm 두께의 얇은 보드로 정의했다. 최종 고객들을 위해 이것은 두꺼

What is Thin Board in Merbok Plant?

운(hard)보드의 대안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합판의 성질에 적합한 얇은 포장과 페인트 마무리 작업

In Dongwha Merbok, we deﬁned the thin boards starting at 2.0 mm to 4.0mm thickness. For

이 가능한 자유로운 입자들의 형태, 그리고 부드러운 겉면이 추가되어 더욱 혜택이 있는 얇은 합판을 말한다.

the end users, these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hardboard and thin plywood with
the added advantage of being smooth on both surfaces and free the grain features which can

얇게 제작되는 보드의 제작 과정이 어려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 역시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다.
첫 번째로 ‘Thin’보드의 제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제작이 진행되어야만 하고 여기에는 중요한 요인들이 포
함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18mm제작에 최대 150mm/sec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2.5mm의 얇은 보드는
850mm/sec 까지의 속도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이런 빠른 속도는 높은 집중력을 요하며, 최고사양의 설비

show through paint ﬁnishes
and thin foils applied to plywood substrates.

Is Thin Board is very hard to produce?
Most people said so and I can agree on that due to few factors. Firstly we have to run the thin
board in very high speed and that is the critical fact. If we run 18mm the maximum speed

그리고 마찰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항상 충분히 이뤄져야만 한다. 또한 각 설비들의 움직임에 대해 체크가 필

are about 150mm/sec however for the thin board 2.5mm the running speed can go up to

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화재나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850mm/sec. Dealing with fast speed production need high focus, machine required in top

Thin 보드는 기계적인 측면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제작과정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보드

performance, lubrication must sufﬁcient at all time and each individual moving part really need

의 퀄리티와 안전 그리고 기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매회 콘트롤

to check. Small mistake can cause ﬁre or big disaster to the machines. Thin panel not only

룸과 현장간의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적어도 5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자연

required machine efﬁciency. More manpower needed to manage thin panel production. This

스럽게 Thin 보드 생산이 진행되지만, 향후에는 더욱 좋은 제품과 더 적은 인력 투입을 위해 개선작업을 계

factor contribute on the quality, safety and machine good keeping. Monitoring and inspection

속하여 2014년도 까지 최고의 보드생산공정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

required every section and communication needed between control room, ﬁeld workers and
stacking line. During starting up thin panel only, at least 5 people at line to ensure thin panel
smoothly enter each machine in good condition. We in Dongwha Merbok ‘s believe that we
can run better and become the best thin panel production after several ongoing improve-

화재 이후, 최신설비로
새롭게 단장한 머복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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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 project and few project investments complet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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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UJTUIFGVUVSFXFCVJMEUPHFUIFSTPXFEPOĚUMPTFPVSXBZ
BOEBDIJFWFPVSHPBMTJOUIFTFVODFSUBJOFDPOPNJDUJ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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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Festival

Dongwha News

Dongwha in Media

A look at Dongwha’s
New Vision Through
CEO Vision Talk

Together with
our new vision
at the Vision Festival

동화자연마루,
‘제3회 인터넷에코 & 스마트앱 어워드’
생활서비스 부문,
생활정보 분야 대상수상!

Dongwha Nature Flooring,
‘Third Annual Internet Eco &
Smart App Award’
Lifestyle Service Category,
Lifestyle Information Category
Grand Prize

Do Dream Dongwha

Dongwha’s Vision

Do Dream
Dongwha

동화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한
A look at Dongwha’s New Vision Through

CEO Vision Talk
새로운 동화의 비전 발표와 함께 승명호 회장은 직
원들에게 새로이 정립된 비전을 더욱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CEO와 함께하는 Vision Talk’의 시
간을 가졌다. 이번 ‘Vision Talk’ 간담회에선 동화의
비전과 필요성, 핵심가치, 중장기 사업전략, 그리고
CEO의 철학과 생활을 들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
다. 여의도와 인천을 오가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동화 승명호 회장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60여 명의 팀장들
이 참석하여 즉석에서 다양한 질문과 토론들로 비전
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볼 시간을 가졌다.

"MPOHXJUIUIFJOUSPEVDUJPOPG%POHXIBĚTOFX
WJTJPO $IBJSNBO .ZVOHIP 4FPOH IBT DSF
BUFEę$&07JTJPO5BMLĚTPUIFFNQMPZFFTDBO
DMFBSMZ BOE FBTJMZ VOEFSTUBOE UIF DPNQBOZĚT
OFXWJTJPO%VSJOHUIJTę7JTJPO5BMLĚTPNFPG
UIF UPQJDT JOUSPEVDFE XFSF %POHXIBĚT WJTJPO
BOE XIZ JU JT OFFEFE  DPSF WBMVFT  NJEMPOH
UFSNCVTJOFTTTUSBUFHZBTXFMMBTBMPPLJOUPUIF
$&0ĚTQIJMPTPQIZBOEMJGFTUZMF5IJTUPPLQMBDF
CPUIJO:PJEPBOE*ODIFPOJOEJGGFSFOUTFT
TJPOT*OUIJTQBSUJDVMBSTFTTJPOUFBNMFBEFST
XFSF JO BUUFOEBODF BOE UISPVHI B MJWFMZ RB
TFTTJPOXFSFBCMFUPIBWFNBOZPGUIFJSRVFT
UJPOT BOTXFSFE *O BEEJUJPO  BO JO EFQUI EJT
DVTTJPOBMMPXFEUIFQBSUJDJQBOUTUPEFMWFFWFO
NPSFEFFQMZJOUPUIFNFBOJOHPGUIFOFXWJTJPO
여의도 4층 Vision Talk, 1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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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LJOHUIJTHBUIFSJOHFWFONPSFNFBOJOHG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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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무렵,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는 동화 비전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 자리를 통해 동화인들은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몸으로 이해했으며,
각 자회사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As winter is descending upon us, at the Alpensia Resort in Pyeongchang, Kangwon
Province is host to the Dongwha Vision Festival. Not only was Dongwha’s new vision shared through this event but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all of Dongwha’s subsidiaries to share their company vision with everyone in attendance.

사람, 고객, 그리고 행복⋯
People, partnership and happiness...

새로운 비전과 함께한
Together with our new vision at the

24

Visio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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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공유한 동화의 新 비전
동화 비전 페스티벌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비전 / 열정 / 행복 나
눔의 장 그리고 이틀 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장으로 나뉘
어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뭐니 뭐니 해도
전사 비전 퍼포먼스와 자회사 비전 PT(Presentation)쇼가 함
께 펼쳐진 비전 공유의 장이었다.

Dongwha’s New Vision Shared With the Employees
%POHXIBĚT7JTJPO'FTUJWBMXBTBOFWFOUUIBUUPPLQMBDF
“Creating Happiness” 비전 퍼포먼스 연습 현장

PWFSBUXPEBZQFSJPEGPDVTJOHPOWJTJPOQBTTJPOIBQQJ
OFTT0OUIFTFDPOEEBZPGUIFGFTUJWBMUIFBEEFEUIFNFT
PGOBUVSFBOEIFBMJOHXFSFBMTPQBSUPGUIFFWFOU8JUI
PVUBEPVCUUIFNPTUJNQPSUBOUQBSUTPGUIFGFTUJWBMXFSF
UIFWJTJPOQFSGPSNBODFQVUPOCZUIFFOUJSFDPNQBOZBOE
UIFWJTJPOQSFTFOUBUJPOQVUPOCZUIFTVCTJEJBSJFT

동화기업 김종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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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Vision Festival

첫째 날 오후 6시 30분, 동화 비전 페스티벌의 막이 올랐다. 각
사의 비전을 보여준 PT쇼는 말 그대로 동화의 비전을 동화인
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보여준 시간이었다. 동화기업 보드
BU, 화학BU, 네이처하우스BU, 동화자연마루, 동화오토앤비
즈에서 선발된 15명의 직원이 펼친 자회사별 비전 PT와 4개
의 자회사에서 선발된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완성한 팀파
워퍼포먼스, 뮤지컬, 댄스 공연 등은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
기에 충분했다.

5IF %POHXIB 7JTJPO 'FTUJWBM LJDLFE PGG BU  QN
“Respecting People” 퍼포먼스 현장

POEBZPOF"TQFSJUTJOUSPEVDUJPOUIFTVCTJEJBSJFTWJ
TJPOQSFTFOUBUJPOXBTBUJNFGPSUIFTVCTJEJBSJFTUPTIPX
BMM PG UIF FNQMPZFFT %POHXIBĚT WJTJPO UIPSPVHI UIF
WPJDFT BOE QFSGPSNBODF PG UIF FNQMPZFFT %POHXIB
&OUFSQSJTFĚTCPBSE#6BOEDIFNJDBM#6 OBUVSFIPVTF
#6 %POHXIB/BUVSF'MPPSJOH %POHXIB"VUP#J[
DIPTFFNQMPZFFTUPQVUPOUIF7JTJPO15BOEFN
QMPZFFTGSPNPGUIFPUIFSTVCTJEJBSJFTDBNFUPHFUIFS
UPQVUPOBUFBNQFSGPSNBODF BTXFMMBTBNVTJDBMBOE
EBODFQFSGPSNBODFTIPXJOHBMMPGUIPTFJOBUUFOEBODFB
HSFBUUJ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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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웠던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면서 무대 위 동화인들이 차례로 ‘사람
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켜나가는 기업’, ‘오늘보다 더 큰 미래에 도전하는 기
업’, ‘동화 비전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로 동
화 비전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015년 동화 매출 2조 원 달성
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고, 100년 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
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DPN, General Manager, Murray Wallace

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BU 영업팀 최광원 사우

동화오토앤비즈 제휴금융팀 장철호 사우와 자산관리팀 이길재 사우
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BU 박창배 대표

"T UIF EBSL TUBHF TUBSUFE UP MJHIU VQ UIF QISBTFT Ĝ" DPNQBOZ UIBU
DIFSJTIFTQFPQMFĝ Ĝ"DPNQBOZUIBUCVJMETIBQQJOFTTXJUIJUTDVTUPN
FSTĝ Ĝ"DPNQBOZUIBUBMMPXTQFPQMFBOEOBUVSFUPFYJTUJOIBSNPOZĝ 
Ĝ" DPNQBOZ UIBU DIBMMFOHFT JUTFMG CFZPOE UPEBZĝ  Ĝ8FMDPNF UP BMM
XIP IBWF KPJOFE VT IFSF BU UIF %POHXIB 7JTJPO 'FTUJWBMĝ XFSF UIF
XPSETUIBULJDLFEUIJOHTPGG5IFOFWFSZPOFXBTBTTJHOFEUIFUBTLPG
EPJOHUIFJSQBSUUPFOTVSFUIFDPNQBOZXJMMIJUUSJMMJPOXPOJOSFW
FOVFTCZ UIFOFXWJTJPOGPSUIJTZFBSPMEDPNQBOZ

30

31

2012 Vision Festival

아시아에서 3개 밖에 없다는 바로 그 마이크로 가수 이승환보다 더 잘 불러버린
동화기업 기획관리팀 김지훈 사우의 ‘천일동안’ 한 소절

라이브황제의 필살기. 이승환과 히어로들

열정과 감동이 함께한 시간
신나는 랩으로 비전 발표를 시작한 동화기업 보드BU는 친환경 소재를 통한 기술력, 차별화된 패턴 디자인과 서비스 강화를 통
한 경쟁력으로 2015년까지 매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했다. 스크린에 동화기업 화학BU의 대형 이
력서를 띄운 후 등장한 두 번째 발표자들은 매출 1,112억 원 달성, 영업 이익률 10% 성장을 목표로 달려갈 것을 힘주어 강조했다.
동화오토앤비즈는 개그콘서트의 ‘불편한 진실’을 응용해 ‘중고차 매매’ 편을 콩트로 선보여 공감을 얻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리더로서 2015년까지 매출 4,000억 원을 달성해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동화자연마루 역시 개그콘서트의 ‘네 가지’를 패러
디해 관심을 끌었다. 동화자연마루의 2015년 목표는 지금보다 72% 향상된 1,600억 원대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6%다. 마지막으
로 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 BU는 2015년에 매출 390억 원, 영업이익율 5%의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선보였다.

A Time of Passion and Emotion
%POHXIB&OUFSQSJTFĚTCPBSE#6NBEFBQSPNJTFUPIJUCJMMJPOJOSFWFOVFTCZUIFZFBSCZJODSFBTJOHUIFJS
DPNQFUJUJWFOFTT UISPVHI UFDIOPMPHJDBM BEWBODFNFOUT JO FDPGSJFOEMZ NBUFSJBMT  EJGGFSFOUJBUFE QBUUFSO EFTJHO BOE
TUSFOHUIFOFETFSWJDF5IFO GMBTIFEPOUIFTDSFFOXBTUIFJMMVTUSJPVTIJTUPSZPGUIF$IFNJDBM#6XIPQSPNJTFEUP
IJUCJMMJPOJOSFWFOVFTXJUIBOPQFSBUJOHQSPGJUPG%POHXIB"VUP#J[EJEBTQPPGPG(BHDPODFSUĚT
Ĝ6ODPNGPSUBCMF5SVUIĝDBMMFEĜ6TFE$BS4BMFTĝ5IFZWPXFEUPIJUCJMMJPOJOSFWFOVFTCZBOECFUIF
MFBEFSJOUIFDBSBGUFSTBMFTNBSLFU%POHXIB/BUVSF'MPPSJOHĚTUBSHFUGPSXBTIJHIFSUIBOUIFJSDVSSFOU
GJHVSFTDPNJOHJOBUCJMMJPOXPOXJUIBPQFSBUJOHQSPGJU-BTUMZXBT%POHXIB&OUFSQSJTFĚTOBUVSF#6XIP
QSFTFOUFEUIFJSUBSHFUPGCJMMJPOXPOXJUIBOPQFSBUJOHQSPGJU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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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 엄흥준 대표
자회사별 비전 프리젠테이션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동화자연마루 이준호, 이형기, 조은정 사우와 동화기업 김종수 사장

2부 야외무대에서 피날레를 장식한 불꽃쇼

신입사원으로 PT쇼에 참가한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 조은정 사원은 “직원들이 직접 회사의 일원
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다는 것이 뜻 깊었어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소속감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
로 동화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화오토
앤비즈 제휴금융팀 장철호 대리 역시 “발표를 준비하면서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
게 됐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확실한 목표 달성이 가
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화인들은 열정적이고 화끈한 축하공연과 야외 호프파티 및 화려
한 불꽃놀이를 마음껏 즐기며, 동화의 비전을 가슴에 아로새겼다.

&VO+VOH$IPGSPN%POHXIB/BUVSF'MPPSJOHĚT4USBUFHJD.BSLFUJOHUFBNXIPUPPLQBSU
BTBKVEHFGPSUIFQSFTFOUBUJPOTIPXIBEUIJTUPTBZĜ*UXBTSFBMMZNPWJOHUPTFFUIFFN
QMPZFFTQSFTFOUJOHUIFOFXWJTJPOPOCFIBMGPGUIFDPNQBOZ5IJTFWFOUNBEFNFGFFMFWFO
NPSFBQBSUPGUIFDPNQBOZ*IPQFUIBU*DBOHSPXUPCFTPNFPOFXIPIFMQTUIFDPNQBOZ
BDIJFWFJUTHPBMTĝ$IVMIP+BOHGSPN%POHXIB"VUP#J[ĚT+PJOU7FOUVSF'JOBODJBMUFBN
BMTPTBJEĜ5IFDPNQBOZĚTWJTJPOBOEHPBMCFDBNFNVDIDMFBSFSUPNFBT*XBTQSFQBSJOH
UIFQSFTFOUBUJPO*UĚTOPUKVTUBCPVUUIFQFSGPSNBODFCVUJGXFUBLFJUPOFTUFQBUBUJNFXF
XJMMCFBCMFUPSFBDIPVSHPBMĝ5ISPVHIUIJTFWFOU%POHXIBFNQMPZFFTXFSFBCMFUPTFF
XIBUUIFDPNQBOZĚTWJTJPOXBTBMMBCPVUXIJMFFOKPZJOHFYDJUJOHQFSGPSNBODFTBTXFMMBTBO
PVUEPPSCBSBOECSJMMJBOUGJSFXPS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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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동화자연마루, ‘제3회 인터넷에코 & 스마트앱 어워드’

생활서비스 부문,
생활정보 분야 대상수상!

Dongwha Nature Flooring, ‘Third Annual Internet Eco & Smart App Award’

Lifestyle Service Category,
Lifestyle Information Category Grand Prize
지난 12월 13일 수요일 양재동에 있는 L타워에서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www.kipfa.com)가 주최하고
웹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인터넷에코 & 스마트앱 어워드>가 개최되었다. 해마다 한해 동안 새로 개
발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모바일 앱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가 2천 명으로 구성된 스마트앱 어워드 평가위
원단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비롯한 UI,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앱들을 선정, 시상하는 우수 모바일 앱 평가 및 행사이다. 한편, 이날 동화자연마루의 전락마케
팅팀 최식헌 차장과 박희숙 대리가 참석, 생활정보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전문가를 비롯한
소비자가 평가하고 주는 상이라 더욱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5IF5IJSE"OOVBM*OUFSOFU&DPBOE4NBSU"QQ"XBSETIPTUFECZUIF,PSFBO*OUFSOFU1SPGFTTJPOBMT
"TTPDJBUJPOUPPLQMBDFPO%FDFNCFSBUUIF-5PXFSJO:BOHKBFEPOH&BDIZFBSJOUFSOFU
FYQFSUTFWBMVBUFOFXMZEFWFMPQFEBQQTBOEOFXMZVQEBUFEBQQTPWFSUIFDPVSTFPGUIFZFBSGPSUIFJS
EFTJHO 6* UFDIOPMPHZ DPOUFOU TFSWJDFBOENBSLFUJOHBOEDIPPTFUIPTFUIBUBSFUIFNPTUJOOPWBUJWF
BOEIBWFHBSOFSFEPVUTUBOEJOHSFTVMUT4IJL)VO$IPJBOE)VJTPPL1BSLGSPN%POHXIB/BUVSF
'MPPSJOHT 4USBUFHJD .BSLFUJOH 5FBN XFSF JO BUUFOEBODF BU UIF BXBSET DFSFNPOZ UP SFDFJWF UIF
HSBOEQSJ[FJOUIFMJGFTUZMFJOGPSNBUJPODBUFHPSZ5IFZXFSFFWBMVBUFEOPUKVTUCZUIFFYQFSUTCVU
BMTPCZUIFDPOTVNFSTNBLJOHUIFBXBSEUIBUNVDINPSFNFBOJOHGVM-FUTHFUUIFEFUBJMTGSPNUIF
QSPKFDUNBOBHFS4IJL)VO$I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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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로 꾸며진 다양한 시공사례 감상
나만의 공간 스타일링 연출을 통한 시물레이션 가능
시물레이션한 이미지 저장/SNS를 통해 공유 가능

Interview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 최식헌, 박희숙 사우

Q
2012년 1월 인터넷앱 어워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스마
트앱으로 수상을 하다니 기쁨이 두 배일 듯합니다. 앱은 어떻게 구상하시
게 되었나요?
2011년 동화자연마루 홈페이지를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 및 구조도를 업데이트한
결과물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에 기뻤는데, 이렇게 스마트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수상을 하게 되
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동화자연마루의 엄흥준 대표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후, 내부적 검토를 통하여 구현을 저희 전략마케팅에서 했고, 박희숙 대리와 제가 실무를 담당했지
요. 11년 11월부터 준비하여 ‘12년 2월에 출시하였으며 거의 4개월 간 노력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In January you also won the grand prize at the Internet App
Awards but also winning here at the Smart App Awards must
be doubly meaningful.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for
the app?
I was very happy with the results we achieved when updating Dongwha Nature Flooring's
website which was redesigned and updated to make it more user friendly for the consumer
but I'm extremely happy to receive an award in this new Smart app field. Actually this idea
was given to us by Heung-joon Eom, CEO of Dongwha Nature Flooring. After an internal
review the strategic marketing team brought it to fruition and Hee-sook Park and I were in
charge of the project. We started working on it from November 11th and launched it on
December 2nd, after 4 months of working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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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어떤 앱인지 소개해주세요.

짤막한 수상 소감 부탁 드립니다.

‘셀프 홈 스타일링’이라는 앱으로 아직은 아이폰&아이패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

생활서비스 부문 대상으로, 사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부문이었습니다. 경쟁업체의

합니다. 이 앱을 통해, 고객들은 스스로 가상의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화

인지도가 엄청났음에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기능적인 편리함과 간결함, 그리고

자연마루의 바닥과 벽재에 대한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을 바꾸어 구현해 볼 수 있고,

손쉬운 이용방법 등이 부각되어 많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 이는 대단한

이로써, 자신의 집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샘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발전된 기능으로 선보일 것이며 덧붙여, 앱을 구축하기

시공 사진들이 있어 자신만의 스타일링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해 가장 많은 애를 써준 전략마케팅팀 박희숙 대리와 동화홀딩스 PI팀 관계자분들

리고, FUN 기능을 넣었는데, 이는 스타일링을 하고 난 뒤, 나만의 사진을 넣어 지인

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과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들과 SNS를 통하여 소개할 수 있는 ‘재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Brieﬂy tell us how you feel about winning the award?
Please tell us what the app is about.

The lifestyle service category is the most competitive category. Although

The app is called 'Self Home Styling' and is currently only available on the

our competition is very well recognized in the industry the ease of use,

iPhone and iPad. Using this app customers can see what their interior

convenient and compact features as well as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s going to look like. You can try the different floorings and wallpaper

needed in everyday life is what gave us high marks. As the person in charge

patterns offered by Dongwha Nature Flooring and as such choose the

of the everyday work I think this is really an incredible achievement. In the

design best suited to your home. In addition, there are sample pictures

future we will be introducing more features and I would like to say thank-

of different interiors so you can use them as reference when you are

you to Hee-sook Park from the Strategic Marketing team who worked the

designing your home. We also added a 'FUN' function so after you are

hardest to build this app as well as those from the Dongwha Holdings' PI

done styling your home you can upload pictures and share them with your

Team for helping to make this happen.

friends via SNS.

Q
2013년 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의 아이폰&아이패드에서만 다운/구현되었던 것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
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킬 계획 입니다. 아울러, 기능에 게
임기능을 추가하여 재미요소를 더욱 살리며 이를 통하여 많은 고객이 동화자연마루
의 스마트앱을 더욱 좋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망 고객들의 사업
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추가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을 통해 오더를 넣는 기능과 시공을 의뢰하는 기능 등을 고려 중입니다.

How will the app be different in 2013?
We plan on making the app available on other Android smartphones. In
addition we plan on adding a game function so that the customers using
the app will have more fun and it will attract more people to the app. We
are also looking into adding functions that will help the businesses of our
customers in our distribution network as well as including functions that
will allow you to place orders through the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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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Dizainwall 325 출시

BAUM WIDE 출시

폴리싱 타일 & 천연 대리석과 같은 광폭에 대한 시장의 Needs(300mm ~ 600mm) 반영

최근 5년간, 국내 원목마루 시장 성장세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BAUM WIDE 출시

스팩 & 특장점

스팩 & 특장점

▶ 규격 : 325mm × 790mm × 9t

▶ 규격 : 125mm × 910mm × 10t / 2t단판

▶ 패턴수 : 27개

▶ 패턴수 : 8개

▶ 친환경(E0에코보드) 나무 벽재

▶ Brushed Real Texture Wood 공법의 천연질감 구현

▶ 방염 효과

▶ Wide 규격을 통한 고품격 공간 연출

▶ 210(㎜)와 비교하여 타일 및 천연 대리석과 더욱 유사한 느낌

▶ 주거 및 상공간 적용이 가능한 트랜디 컬러

▶ 더욱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패턴 및 질감 구현

Released BAUM WIDE
Released Dizainwall 325

BAUM WIDE released to become competitive in the wood flooring market that has grown over the past 5 years.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arket's needs (300mm~600mm) for wide materials like polished tile and

Spec & Special characteristics/strengths

natural marble.

▶ Size : 125 widemm × 910 longmm × 10t /2t single round

Spec & Special characteristics/strengths

▶ Number of patterns : 8

▶ Size : 325mm × 790mm × 9t

▶ During the method of constructing Brushed Real Texture Wood achieved a natural texture

▶ Number of patterns : 27

▶ Create a high quality space using wide sizes

▶ Ecofriendly (EO Ecoboard) wood wallpaper

▶ Trendy colors that can be used both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spaces

▶ Flame resistant
▶ Compared to the 210(mm) it has a much more similar feel to tile and natural marble
▶ Create a wider variety and luxurious design patterns and te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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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WIDE 출시

NEWS DONGWHA

엠파크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국내 강화마루 시장의 정체현황을 극복하고 중국한 강화마루 상승세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신뢰기반 매물 컨텐츠의 최적화와 구매,판매 프로세스 지원 서비스를 강화

Spec & 특장점

▶ 고객의 참여 및 재미와 흥미가 함께하는 홈페이지로 리뉴얼

▶ 규격 : 214mm × 1205mm × 7.4t

▶ 사용자 편의 디자인(UI/UX)관점의 직관적인 아이콘 & 네비게이션 구현 완료

▶ 패턴수 : 8개
▶ 국내 강화마루 Wide규격 첫 출시

Open revamped M-Park website

▶ 기능성(은나노 첨가), 질감(우드락커) 우수

· Optimize contents of items for sale and strengthen support services for the buying and selling process
· Revamp website so it is fun and interesting, increase customer participation

Release Click WIDE
Overcome the stagnant domestic laminate flooring market and strengthen marketing against the growth of

· Completed creation of navigation and designed for easy use (UI/UX) using intuitive icons, base for mass
supply of used cars, undergo construction of M-Park auction house

Chinese laminate flooring.
Spec & Special characteristics/strengths
▶ Size : 214mm × 1205mm × 7.4t
▶ Number of patterns : 8
▶ First release of wide size domestic laminate flooring
▶ Functionality (nano-silver), outstanding texture (wood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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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SFC하우징, 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 사업부문(NatureHaus Business Unit)으로 양수도

NEWS DONGWHA

중고차 물량 대량 공급기지, 엠파크 자동차 경매장 공사진행

▶ 동화SFC하우징 사업 일체 동화기업으로 양수도

▶ 장소 : 엠파크 랜드

▶ 이것으로 동화기업 네이처하우스 사업부문은 NatureHaus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존 SFC하우징의 단독주택 사업강화와

▶ 시설규모 : 300석의 경매 응찰석과 1,000대 전시공간

사업의 지속적인 다각화를 통한 주택사업 전반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기존 일본 스미토모임업과는 전략적인 사업파트너로 기술제휴체제를 지속 유지 예정

Dongwha SFC Housing sent to Dongwha Enterprise Nature Haus'Business Unit
▶ All of Dongwha Housing's business sent to Dongwha Enterprise
▶ Create the opportunity to enter into the housing industry by long term diversification and strengthening the

▶ 공사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4월
경매장의 역할 : 고객들의 차량을 매매업체, 수출업체에 공정, 투명한 경매 방식으로 유통

▶ Location: M-Park land
▶ Size of facility : 300seats and space to exhibit 1,000 cars
▶ Construction period : Nov 2012 ~ April 2013

single family housing business using Dongwha Enterprise's Nature Haus brand.
▶ Expected to continue technology sharing through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Sumitomo Forestry.

Role of the auction house : Selling agent for customer's cars, fair and transparent auction methods for
export companies

봄발라 제재소 조기 안정화를 위한 PI팀 지원
기존 질롱 제재소 대비 생산 능력이 3배에 달하는 봄발라 재재소의 조기 안정을 위한 동화 홀딩스 PI팀의 지원이 시작

PI Project La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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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말레이시아 머복, 최초 Thin 보드 생산

NEWS DONGWHA

동화말레이시아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 토크

작년 말레이시아 머복 공장에서의 화재사고 이후, 공장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완성됨과 동시에 2,5mm Thin 보드 생산에

직원들의 업무와 삶의 건강한 균형을 위해, 동화말레이시아 머복공장에서는 의사 바이타르를 초청하여, 지난 9월 24일 직

성공. 미세조정단계와 시운전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설비가 9월 경에 완료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라인1호의 가동을 위해 힘

원들과 개인의 건강에 관해 진단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을 합친 동화말레이시아 팀원들의 땀과 노력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

이 시간에 이뤄진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설명과 주요질병들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구성.

First Thin Board Production
Merbok Plant have successfully produce the First Board and successfully run 2.5mm board. The fine-tuning

Health Talk

and commissioning stage officially and constructively completed on the 14th September 2012. This is

Dongwha recognizes the important for employees to achieve a healthy balance between their work and

another good story of the non-stop extraordinary teamwork effort by all Dongwha’s Team members to

personal lives. Therefore, Merbok plant hosted a health talk to the employees on 24th of October 2012

rebuild the New Press Machine Line 1 after the fire incident in June 2011.

where it was presented by Dr. Saiful Bakhtiar Bin Zainal. This health talk intended to encourage and promote
a healthy lifestyle and raise awareness and knowledge to employees about common major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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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S

Nilai Award Industries

NEWS DONGWHA

동화말레이시아 쿨림 공장, 낚시 대회 개최

세렘반 클라나 리조트 호텔에서 NSSDC & NSIL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

동화말레이시아 쿨림 공장 직원들의 주요 취미생활인 낚시를 1년에 한번 낚시터에서 대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대회는

이 행사에서는 NSSDC가 후원하여 교육한 회사들의 투명성에 의해 수상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DFB는 고객 우수상, 탑5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됨.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수상함

Fishing Competition
Nilai Award Industries

Majority of people working in plant like to go for fishing, as a hobby. Therefore once a year, Company rent

NSSDC & NSILC have successfully hosted a dinner and award presentation night for 2012 at Klana Resort

out a fishing pond and we organize fishing competition among 40 employees.

Hotel, Seremban. During the function, awards were presented by the guest of honor to the companies that
supported NSSDC training. Dongwha Fiberboard Sdn Bhd were one of the top 5 Best Customer Award
recipient. In the picture, Nilai Plant Manager, En Mohammad Nizar Ot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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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DONGWHA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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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만들어갑니다.
8FFODPVSBHFPVSFNQMPZFFTUPHSPXGVSUIFSUISPVHIDPOUJOVPVTTFMGJOOPWBUJPO
XJUIPQFONJOETFUBOEUPDSFBUFDPSQPSBUFWBMVFTCZNPWJOHGPSXB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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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단체감상 뒤
훈훈해진 동기애,
합숙기간 동안 더욱 견고해지다

웃음 가득했던 제주도 가을 여행

상쾌한 청량산 산행을 시작으로
더욱 따뜻한 인연이 이어지길

After enjoying a musical
together, through their
training session they
become stronger

Fall vacation to Jeju Island
filled with laughter

Starting with a refreshing
walk up Mt. Chungrang
a deeper bond is built

Core Value

인재중시 Respect for Talent

Core Value

2013년
신입사원들의 흥미롭고
진지했던 워밍업 타임!

Respect for Talent

2013 The new
employees enjoy a fun
and exciting time
warming up!
2013년을 누구보다 가열차게 보내게 될 동화
의 새 얼굴들이 있다. 다름 아닌, 낙타 바늘구
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무
사통과 한 신입사원들. 이들은 공식적인 동화
인이 되기 전, 입사동기들과 친숙해지고 회사
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2013 is sure to be a great year especially
for the new employees at Dongwha.
That is because these lucky individuals
have been hired in a job market where
getting a job is tougher than ﬁnding a
needle in a haystack. Before they can
ofﬁcially become Dongwha employees
they need to get to spend some time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spend
some time learning about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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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단체감상 뒤
훈훈해진 동기애,
합숙기간 동안
더욱 견고해지다
After enjoying a musical together,
through their training session they becom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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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화 새내기들
1. 동화기업 보드영업3팀 김태형 사우
2. 동화기업 표면재팀 장유림 사우
3. 동화홀딩스 경영관리팀 유지혜 사우
4. 동화기업 화학영업팀 이태영 사우
5. 동화기업 SCM팀 김영준 사우
6. 동화홀딩스 조직개발팀 마이클 사우
7.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한혁 사우
8. 동화기업 인사팀 이형무 사우
9. 대성목재 안전팀 이태호 사우
10. 동화자연마루 전략마케팅팀 조은정 사우
11. 동화오토앤비즈 마케팅전략팀 김영광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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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게 되는 신입사원들의 경직된 모습은 누구나에게 익숙한 낯익은 장면. 요즘같이 그 어렵다는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으니 이들을 위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신입사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마련

‘무대를 불태우는 열정’과 함께한 하루

2013. 동화 새내기들과 함께한 번더플로어 공연 관람

#1

A day with “Passion that lights the stage on ﬁre”
2013. Enjoying the “Burn the Floor” performance with the Dongwha newbies.

이다. 이보다 한발 앞서, 동화에는 본격적인 신입사원 교육 전, 후배사랑프로그램이 있었으니 바로 동기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프
로그램이 그것이다. 딱딱한 회사생활을 어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새내기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을까? 이들의 눈빛에는 ‘내가
선택한 동화는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확고해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 몇 명과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The stiff look of a new employee fresh out of university taking their ﬁrst step into society is something that we’ve
all experienced. A special event has been prepared for these new employees who have managed to get a job
in such a difﬁcult job market. Most companies have orientation for their new hires but Dongwha has prepared
something even more special. Before they start their training a cultural concert program they can enjoy with their
peers has been arranged to welcome them. Has this event lessened some of their stress as to how they have
to adjust to a rigid company work environment? The look in their eyes said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Dongwha”. The following are some short interviews held with some of the new employees at the event.

동화홀딩스가 후원한 뮤지컬공연 번더플로어(Burn the floor from Broadway).
한 마디로 격렬한 댄스와 화려한 브로드웨이의 현장감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무
대를 불태우는 공연! 열정과 땀으로 흥미진진했던 무대. 이 공연에 12월 3일부
터 출근하는 동화의 새내기 25인이 함께 했다.
“Burn the Floor from Broadway” a musical ﬁnancially supported
by Dongwha Holdings. It is a performance that lights the stage
on ﬁre with its powerful dance and extravagant Broadway feel. A
stage lit up with passion and sweat. Let’s take a look at what this
performance is all about alongside 25 new Dongwha employees
who joined the company on December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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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1

여카이치

Yeokaichi

{

여카이치와 같은 주(州) 출신으로 한양대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했다.

From the Yeokaichiwa State, studied Chemical Engineering

한국 친구들이 재미있는 한국공연을 소개해줬지만 아직까지 보지 못

at Hanyang University. Yeoli's Korean friends have introduced

했다며 아쉬워한다. 최근,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 <착한 남자>를 재

a number of fun Korean concerts to her but unfortunately

미있게 봤고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공부하느라 문화생활을 거의 한

Yeoli has not yet had the time to see them. In Malaysia Yeoli

적이 없다고. “요즘, 논문 때문에 좀 바쁜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활기

was always studying so rarely had any time to enjoy cultural

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보게 될 공연도 궁금하고 특히, 한국 친구들이

activities but here, recently enjoyed the Jun-ki Song drama

<난타>를 보라고 해서, 떠나기 전, 기회를 만들어서 꼭 생각입니다.”

"Bad Boy". "I'm busy these days writing my thesis but this
opportunity will give me a boost of energy. My Korean friends
have highly recommended “Nanta” which I will definitely try
to see before I leave Korea.”

INTERVIEW

60

3

유지혜

Ji-hye Yu

{

말레이시아 크다(Kedah) 출신으로 전자통신을 전공한 학생. 몇 달간

From Malaysia's Kedah, he is a student who majored in

의 교육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음악과 춤을 좋아하며 한국가

telecommunications. He will return to his home country after

수로는 씨스타를 좋아한다고.

receiving a few months of training. Likes music and dance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시아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

and is a fan of the Korean girl group Sistah.

적인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한 편이에요. 노래와 춤, 연기가 곁들여진

"Because the country is made up of different races including

무대를 즐겨 보곤 했습니다. 입사한 뒤에는, 얼마 간의 교육 받고 한국

Chinese, Indian and Malaysian culturally it is very diverse and

을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스키를 타고 싶어요.”

dynamic. I have enjoyed the performances of music, dance
and acting. I will be here in Korea to receive training for new
employees but before I leave I definitely want to try skiing."

}

여리홍

Yeoli Heung

INTERVIEW

2

경영학을 공부했고 인턴쉽을 거쳐 선발되었다. 학생의 신분이라 뮤지

Ji-hye Yu -Studied Business Administration and was selected

컬 같은 문화공연을 좋아해도 자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회사

after an internship. Because she is a student (class of 2006)

의 배려로 보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다는 06’학번 졸업생. “<루나틱>

although she enjoys musicals she doesn't have a lot of

을 최근 봤는데, 기대하지 않고 본 공연이라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opportunity to watch them. She is extremely happy at the

“오늘 공연은 특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의상디자인을 맡았다고 들어

generosity of the company. "I watched 'Lunatic' recently and I

서 그 점을 눈 여겨 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즐거

didn't have any expectations going into it but I enjoyed it very

운 성공’이란 말처럼 단순히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회사와 제 자신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much." "But like the saying 'Happy Success' it's not just about
work, if you find a way to be happy while working I think the
results will be great for both myself and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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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내린 첫 눈과 함께한 동화 대졸신입 입문과정 연수 프로그램

행복한 동행(同幸)

#2

Along with the ﬁrst snowfall the new hires go through their training program.

2012년 12월 3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인재개발원’에 11명의 신입사원들의 합숙이
시작되었다. 3주 일정으로 2주 동안은 이 곳에서 합숙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들 취
재를 위해 찾아간 날은 12월 5일, 이들이 합숙 3일째 되던 날.
오전 11시부터 일과가 시작된 3M ROOM에서는 사뭇 진지한 신입사원들의 초롱초롱한 눈망
울이 한 곳을 향해 집중해 있었다. 트레이너의 진지한 설명 앞에 일동 집중모드. 옆에서 지켜
보는 이들조차 이들의 엄숙함과 열의에 사뭇 놀랐다. ‘WALL PASS’라는 이 날의 첫 게임을 통
해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한편, 3일차 프로그램은 ‘WALL
PASS’를 비롯해 ‘도전! 99초를 잡아라’와 ‘SMART RACE’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지난 이
틀 동안 서로서로 친해진 덕분에 그룹별 미션진행의 어색함이나 서투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전 11시부터 일과가 시작된 3M ROOM에서는 사뭇 진지한 신입사원들의 초롱초롱한 눈망
울이 한 곳을 향해 집중해 있었다. 트레이너의 진지한 설명 앞에 일동 집중모드. 옆에서 지켜
보는 이들조차 이들의 엄숙함과 열의에 사뭇 놀랐다. ‘WALL PASS’라는 이 날의 첫 게임을 통
해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한편, 3일차 프로그램은 ‘WALL
PASS’를 비롯해 ‘도전! 99초를 잡아라’와 ‘SMART RACE’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지난 이
틀 동안 서로서로 친해진 덕분에 그룹별 미션진행의 어색함이나 서투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December 3rd, 2012. Over in Goyang, Kyonggi Province training for the 11 new
hires has started at the “Tongya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It is a
3 week program of which 2 weeks will be spent here training. To cover their story
we paid them a visit on December 5th, the third day of their training.
Starting at 11pm in the 3M Room the somewhat serious students are looking at
something before them with eyes wide open. They are all focused on something
the trainer is saying. The people watching from the sidelines are surprised at how
serious they are. Through the ﬁrst game called ‘WALL PASS’ the participants were
given a good opportunity to see what it’s like to approach something from another
person’s perspective. The 3 day program included games like ‘WALL PASS’ as well
as ‘CHALLENGE 99 SECONDS’ and ‘SMART RACE’. Over a two day period the new
employees have already gotten close so there was no awkwardness while going
through their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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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의 중요성과 배려의 자세

The importance of teamwork and respect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레크레이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

Upon ﬁrst glance it doesn’t look different from any

였다. 하지만, 모든 생활이 그러하듯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other game. But without respect for other people it is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은 불가능한 일.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impossible to be active in society or in the workplace.

초년생들에게 수많은 덕목들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

These new graduates already know a lot but still don’t

으로는 그 느낌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도전! 99초를 잡아라’는

know what that feels like from a physical perspective.

이 항목을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미션이자 게임으로 팀 대항이
아닌 전체 신입사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더
불어, 동화홀딩스의 핵심가치 5가지(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
와 혁신, 윤리투명경영)가 모두 스며든 미션이어서 신입들의 의
욕이 대단했는데, 모두 11명의 신입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고 연습을 통해 뭔가 깨닫고 배우는 모습이었다.

‘CHALLENGE 99 SECONDS’ is a game that provides
the opportunity to satisfy various criteria and allows
the new employees to come together as one versus
working in separate teams. In addition, the company’s
5 core values (happiness, trust, respect for people,
change and innovation, ethical and transparent management) have been worked into each mission and it

5가지 핵심가치를 의미하는 5개의 게임은 비교적 쉽지 않은 코

was clear that all eleven of the new hires were working

스들이었다. 충분한 연습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첫 시도는

hard to complete their tasks while learning something

99초가 아닌 2분에 가까운 기록이 나왔다. ‘뭐가 문제였지? 뭘

at the same time.

까?’ 깨끗이 실패를 인정한 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미션마

The 5 games representing the 5 core values were not

다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으로 나와 동료들을 대해

that easy. Although they thought they had enough

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던 모습들이 두 번째 미션에서는 성공에

practice they didn’t complete their task within 99 sec-

가까운 결과를 기록했던 것.

onds but in almost 2 minutes. “What’s the problem?

트레이너의 가르침대로 동료에 대한 배려와 공동의 목표를 향

What went wrong?” were the thoughts running through

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3차에 가뿐
히 성공한 이들! 다시 한번 팀워크의 중요함과 최선을 다해 미
션에 임한다면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결국 행
복한 과정은 행복한 결말을 낳는 진리를 몸소 체험했다고 할
까?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 뒤, 함박눈을 맞으며 신입사원
들은 잊지 못할 설경을 배경으로 ‘SMART RACE’를 펼쳤다. 이

their minds after failing their task. In the ﬁrst game
They were uncertain of what values were needed for
each mission and what actions needed to be taken
when dealing with myself and my colleagues but in the
second game they were almost successful.
As the trainer instructed the key was to come together
with your colleagues in pursuit of a similar goal and

프로그램은 21세기의 상징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순발력과 민

through respect for them. In doing so they easily suc-

첩함, 협동심의 항목을 재미있게 풀어놓은 과제로 신입들은 궂

ceeded in three tries! It reminded them of the impor-

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세대답게 높은 관심과 흥미로

tance of teamwork and that trying your best means

움을 만끽했다.

you can do anything. In the end they discovered that
working through something with happiness produces
happy results. After a quick meal, as the snow fell,
the new employees started the ‘SMART RACE’. Using a smartphone the task was to test speed, agility
and teamwork in a fun manner and despite the poor
weather the new employees showed great interest and
excitement during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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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1

신입 공채로 입사한 졸업생으로 스페이어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보드영
업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동료를 비롯한 고객들과의 신뢰 쌓기에 주력
할 예정이라고. “처음, 지난 번 <번더플로어> 공연 때 못 보던 동료들이 와서

동화기업/SCM팀 김영준 사우

조금은 어색했지만 3일이 지난 지금은 모두 친해졌습니다. 사실, 게임을 통해

Dongwha Enterprise,

서로를 좀더 알게 되고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Young-jun Kim

임해서 동료애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동호
의 핵심가치들을 익혔다면, 지금은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쁩니
다.” “연수를 통해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덕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얻고 동화에 동화되고
싶은 사원이 되고 싶은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A double major in Spanish and Business Administration he joined
the company after being hired through an open recruitment. As part
of the Board Sales team he will primarily be focusing on building
the trust of customers as well as his colleagues. "It was a little
awkward at first meeting new colleagues that I hadn't met at the
<Burn The Floor> concert but after being together for 3 days we
have all become very close. We got to know a lot more about each
other through the games and during the process of sharing our
opinions and reaching a conclusion everyones serious side came
지난 9월부터 이미 동화인이 되어 회사생활에 적극적인 인턴. 기획관리팀에

out which added to the camaraderie. In the past I only read about

소속되어 있으며 이호철 팀장님의 조언대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our core values but now I have experienced what they are all about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연수 첫날, 어색한 동기들과 서먹함을

physically." "Through training I am learning that I have to work hard

지울 수 없었는데, 게임을 통해 미션을 성공시키면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

to give my all just like those who are already working here to really

도전! 99초를 잡아라’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맨 마지막 코스인 윗몸 일으키

experience true happiness. I hope to be a trusted employee and

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배워야 할 점들을 알게 되어 정신무

really truly be assimilated into the company."

장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연수기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이고 이번 2013년 신입들 정말 잘 뽑았다는, 칭찬받는 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Has been with Dongwha since September and is actively involved
in company life as an intern. He is working hard under the guidance
of Ho-chul Lee as part of the Planning and Management team to
become an employee that the company seeks by diligently carrying
out his job. "On the first day of training it was awkward amongst the
new employees but through the game and successfully carrying out
the various tasks assigned to us we were able to achieve a sense
of unity. As we were taking part in 'CHALLENGE 99 SECONDS' the
final task given to us was doing sit-ups which was pretty difficult but
it showed me what I needed to do mentally and I feel like that has
made me that much stronger." "During the rest of training I will work

INTERVIEW

2

동화기업/보드영업2팀 한혁 사우

Dongwha Enterprise,
Hyuk Han

extremely hard to ensure that we are recognized by others as great
new hires fo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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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Happiness

웃음 가득했던 제주도 가을 여행

Fall vacation to Jeju Island
filled with laughter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화가 준비한 장기 근속자 포상휴가. 제주도 가을 가족 여
행. 유난히 맑고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동화인을 초대한다. 지천이 단풍의 고운 빛깔
로 물들기 시작한 지난 10월 24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화는 사원들을 위한 여
행을 준비했다. 여행에 동참한 14명의 동화인들은 최소 10년 이상 대성목재와 동화기업
에서 근무한 장기근속자들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Dongwha believes that people are to be cherished and as such has
rewarded their long-term employees with a vacation. A family vacation to
Jeju Island. Dongwha employees are invited to a place that is bright and
ﬁlled with laughter. It is October 24th, and the leaves have just started
turning color. Dongwha believes that people are to be cherished and as
such has prepared a vacation for some of its employees.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vacation are 14 employees who have worked at either Daesung
Wood or Dongwha Enterprise for a minimum of ten years. They are in Jeju
for a 2 night 3 day vacation with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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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PB공장 박윤우 사우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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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보드품질관리팀
윤기찬 사우와 가족

동화기업 화학품질관리팀
엄창섭 사우와 가족

동화기업 표면재팀
윤병현 사우와 가족

대성목재 PB공장
김병식 사우와 가족

제주도에 도착하자 유난히 화창한 날씨가 동화인을 반겼다. 가을철 며칠 정도 밖에 볼 수 없는 귀한 날씨라
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을 정도로 포근하고 맑은 날이었다. 도착해서 시작된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섬 속의
섬, 제주도의 얼굴이라 불리는 우도. 유람선에 올라 바닷바람을 쐬며 섬으로 가는 길은 모두에게 즐거운 시
간이었다. 올해로 동화기업에 근무한지 10년째인 오주원 사우에게는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행 첫 날이 바로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은 결혼기념일. 오주원 사우는 “회사의 배려로 아내와 함께 좋은 시

‘12.10.24~26. 2차 장기근속자 제주도 가을 여행

간을 보낼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라면서도 “연말 준비로 분주한 동료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고 동
료들에 대한 염려도 덧붙였다.
우도의 명물인 관광버스 기사님의 재치 있는 입담을 들으며 이동한 곳은 제주도의 푸른 자연 환경을 가장 높
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성산 일출봉.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한 곳이라 동화인들은 서로의 가족들을 촬
영해주며 추억들을 남겼다. 제주도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싱싱한 자연산 회와 함께한 회식자리에선 자신과 가
족들을 소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대성목재에서 21년 동안 근무한 김봉기 사우는 “예전부터 동화에서는 포상 휴가나 체육 대회 등 행사를 자
대성목재 PB공장
제춘서 사우와 가족

주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회사에 고마운 마음입니다”라
전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즐거워했던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 생후 36개월이 된 윤병현 사우의 차남 태민
군은 저녁까지 이어진 자리에도 시종일관 웃으며 제주도의 자연을 만끽했다. 김은수 사우의 막내아들 종연
군도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빠가 늘 바빠서 함께 여행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 너무 좋다”
며 시종일관 즐거워했다.

동화기업 표면재팀
장승규 사우와 가족

동화기업 표면재팀
김은수 사우와 가족

Beautiful clear skies greeted them as they arrived in Jeju. According to the tour guide they were lucky to see such clear skies which
had been absent for much of the fall. Their first destination was an island on the island. What some call the face of Jeju; Woo Island.
As everyone climbed aboard the ferry, taking in the ocean breeze, they had a great time as they headed towards the island. As of this
year Ju-won Oh will have been with Dongwha Enterprise for ten years. For him this vacation is especially meaningful. The first day of
the vacation happens to be his wedding anniversary. "Thanks to the company I get to spend such a wonderful time with my wife" he
said, adding "I do feel bad because my colleagues are so busy with work as the year end approaches."
Listening to the witty and interesting comments given by the tour bus driver the group headed to Seongsan Ilchulbong, the highest
peak on the island from which one could take in all of the beauty Jeju has to offer. A famous destination for taking pictures, all of the
families were busy taking pictures to save memories from this trip. A good time was also had at the dinner where all of the employees
introduced their families as they ate sashimi brought straight from the ocean.
Bong-ki Kim who has been with Daesung Wood for 21 years had this to say, “Dongwha is a company that has long awarded their
employees with vacations and other events like sports days etc. Once again, I’m so grateful to the company for giving my wife and
I the opportunity to spend this great time together”. As for the children on this trip, at 36 months, Byung-hun Yoon’s son Tae-min
smiled all day and right into the evening as he enjoyed the beauty of Jeju. Eun-soo Kim’s youngest son Jong-yeon commented “it was
such a fun day. My dad is always busy so it’s hard to find time for a vacation. I’m so happy that we were able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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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둘 째 날은 제주도의 명물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들. 중문 관광단지에 들러 세계적 관
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람하고, 서귀포 감귤농장에 들러 직접
제주 감귤을 수확하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12년째 동화기업에서 근무 중인 엄창섭 사우
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를 찾아서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감귤 따기 같
은 경험은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 전했다. 가장 맏형으로 어른
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엄진원 군도 “아빠의 직장 동료 분들과 여러 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올레길 중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송악산 10코스에 오르며 가족들은 그간 밀렸던 진실한 대
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안을 보냈다. 이 중, 가장 오랜 기간 동화와 함께한 대성목재
에 박형국 사우는 “이런 회사가 또 없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직원들
의 근무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 애써주는 곳⋯ 나이가 어느새 꽉 차서 정년이 2년 남았는데,
더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라며 회사에 대한 짙은 애정을 드러냈다.

대성목재 PB공장
김봉기 사우와 가족

The second day of the trip everyone got to enjoy some of Jeju’s main attractions. In Jungmun’s tourist village they got to see for
themselves why Jeju is a world-class tourist designation. Then in Seogwipo, they stopped by a tangerine farm and picked some
tangerines. Chang-sub Eum who has been with Dongwha Enterprise for 12 years said, “I know that this trip with my child to Jeju is
going to be a very special memory. Because my child is from the city, I think that picking tangerines will be a very special memory”.
His son Ji-won added. “It was great to be able to meet some of my dad’s colleagues and their children. If we have another opportunity,
I would like to come again.”
The families then embarked course 10 of the Olleh trails at Songak Mountain, considered one of the most beautiful of the Olleh
trails, they took this time to catch up with each other and give each other words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Hyung-guk Park, of

대성목재 PB공장
김경수 사우와 가족

Daesung Wood, who has been with the company the longest showed his love for the company with these words. “There is no other
company like this. The union and management maintain a harmonious relationship and they work hard to ensure the best working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Time goes by so quickly and I’m only a couple of years away from being middle-aged but I really want
to continue working for as long as I can.”
대성목재 PB공장
박형국 사우와 가족
동화기업 원재료1팀
오주원 사우와 가족

동화기업 MFB공장
서영배 사우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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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Integrity

후원자들과 <향진원> 아이들과의 첫 만남!

First meeting between the sponsors and children of <Hyangjinwon>!

상쾌한 청량산 산행을 시작으로 더욱 따뜻한 인연이 이어지길

Starting with a refreshing walk up
Mt. Chungrang a deeper bond is built

)FMMP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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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대성목재의 품질관리팀의 회의실이 온정으로 피어 오른 날이 있었
다. 8년 간 꾸준히 <향진원>과 인연을 맺어온 윤기찬 팀장이 어려운 환경에도
밝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고,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대
일 후원 의사를 OK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다른 직원과 이 곳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윤
기찬 팀장이 동료들에게 후원을 제안했다. 그는 <향진원> 담당자와의 상의 끝
에 고등학교 1학년 향진원의 전체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다. 평소, 그의 봉
사활동을 알고 있었고 말은 안 해도 동참하기를 원했던 직원들의 100% 찬성
에 힘입어, 마침내 소중한 인연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아이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단다.
결국, 2012년이 가기 전,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Last spring the Quality Control team’s conference room at Daesung Wood was ﬁlled with compassion. Ki-chan Yoon who has
built a relationship with <Hyangjinwon> over the past 8 yrs
has been recounting storie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ho have been living their life with happiness despite their
environment,to his colleagues and each of his colleagues have
given their thumbs up to supporting this organization. It has been
suggested that every month a different colleague visit the organization and volunteer their time to spend time with the children.
After consulting with a representative of <Hyangjinwon> it was
agreed that they would help the entire high school freshman year.
But because he was so busy at work he didn’t have time to meet
with the kids. Before the end of 2012 it looks like he will have the
chance to meet with them.

76

77

찬 바람이 불었건만 마음은 훈훈했던 시간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반. 조용한 <향진원> 앞이 조금 시끌벅적했다. 동화직원 7명과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이렇게 후원자와 아이들이 첫 대면은 기념촬영으로 시작했다.
이후 바로 근처의 청량산으로 향한 일행. 직원들의 차량에 나누어 탄 아이들은 첫 만남에 쑥스러움
이 가득했다. 전날에 비가 왔던 탓에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차로 20여분, 청량산 입구에 도착한 뒤
이어진 산행. 사실, 그냥 아이들과 만나서 식사만 헤어지는 것이 많이 아쉽고 금방 잊어버릴 듯해
서 계획한 산책코스였는데, 의외로 상쾌한 날씨까지 함께해서 더욱 좋았다.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
을 때, 인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아이들과 아저씨들이 한데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사진촬영
으로 추억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일행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 아이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동화인들의 악수와 포옹이
이어졌다. 조금은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밥을 먹으며 오간 따뜻한 이야기들과 다정한 눈빛들. 후원
을 제안했던 대성목재/ 보드품질관리팀 윤기찬 팀장은 앞으로 최소 분기마다 아이들과 만나 동료들
과 함께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했다.

Although it was cold outside my heart was warm.
November 17th at 10:30am. Outside the quiet <Hyangjinwon> it was extremely loud.
Gathered for a picture were 7 Dongwha employees, 7 High school students and 1
Junior High school student.
After the group picture they all departed for Mt. Chungrang. The children were divided
up and sent off to ride with the Dongwha employees, something they were very shy
about. Thanks to the previous day’s rain it was cold yet clear outside. They set off on
their hike after a 20 minute ride to the entrance of the mountain. In actuality the hike

Mini Interview

was planned because just meeting the children for lunch would have been too short
but the beautiful weather made it that much better. Finally they reached the peak and
all of Incheon was laid out before them to take in at a single glance. After a quick break
all of the participants gathered to take a picture to remember the moment.

박용남 과장 | Yong-nam Park
“처음에 후원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또 아이들 표정이 어두울까 고민했지만, 직
접 인사하고 만나보니 너무 밝은 모습과 웃음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Finally it was time for lunch, something that all who were gathered werewaiting for. Be-

“At ﬁrst I was worried as to how the children would feel and whether they would have dark expres-

fore eating they all shared handshakes and hugs. Although it was an awkward moment,

sions but after meeting them I saw how cheerful they were which made me feel much better.”

during the lunch it was all about great conversation and warm exchanges. Ki-chan Yoon
from Daesung Wood’s Board Quality Control team who suggested sponsoring these

윤기찬 차장 | Ki-chan Yoon

children said he would like to set up a time where he and his colleagues could meet
with the children at least once every quarter.

“제게는 모두 가족 같은 아이들이죠. 한 달에 한번 오지만 못 오면 보고 싶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던 아이들이 지금은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The children are all like family to me. I come once a month and when I can’t I miss them and

:BIP_??

worry about them. In the beginning they didn’t know what to call me but now they call me uncle.

4FFZPV_

From now on I want to spend more time helping out society.”
최선미 사원 | Sun-mi Choi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 차장님을 따라서 오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데,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들
었어요. 특별하게 매달 뭔가를 해주기 보다 그냥 영화도 같이 보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
는 정도죠.”

“I don’t think of it as volunteering. I have been coming here with Ki-chan Yoon for 5 years now and
I’ve really developed a deep love for the children. We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each month
we just watch movies and eat together, it’s just about spending tim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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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되어볼까?
뮤직비디오를 찍어볼까?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 같은 음악

‘12년 그린라운지
인기도서결산 TOP4

Should I be a designer?
Should I shoot a music video?

Magical music
that heals the heart

೯ࠂزചࠉࢎױ4#4ߑ࣠ইޙؘചࣿਗण
)BQQZ%POHXIB7PMVOUFFS$PSQT4#4#SPBEDBTUJOH"DBEFNZ&YQFSJFO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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٣ցоغযࠅө ޭ࠺٣য়ܳନযࠅө 

4IPVME*CFBEFTJHOFS 4IPVME*TIPPUBNVTJDWJEFP

행복동화봉사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후원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SBS 방송아카데미
문화예술원에서 인천 가좌동 3개 지역아동센터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The children’s sponsorship program at the local children’s center run by
the Happy Dongwha Volunteer Corps was held in October at the SBS
Broadcasting Academy’s Culture & Arts Center. Taking part were 45 children from 3 local children’s centers in Incheon’s Kajw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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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I be

ܻо
݅ٚ౭࣊எ
ࢁભ ??

%FTJHO *UsTOPUEJGGJDVMU_
*UsT BN 5IF TPVOET PG DIJMESFO MBVHIJOH DBO CF
IFBSEUISPVHIPVUUIFFOUJSF$VMUVSF"SUDFOUFS*U
JTIFSFUIBUUIFZXJMMHFUUPFYQFSJFODFXIBUEFTJHO
BOETIPPUJOHBNVTJDWJEFPBSFBMMBCPVU*OUIFEF
TJHODMBTTVOEFSUIFHVJEBODFPGFYQFSUTBOETPNFMFT
TPOTJOEFTJHOCBTJDTUIFDIJMESFOHPUCVTZEFTJHOJOH
UIFJSPXOUTIJSUT*OGSPOUPGUIFDIJMESFOXFSFXIJUF

٣ੋ য۵ঋইਃ_
য়दইٜਓܻࣗо৭ೠҔ٣ੋҗޭ
࠺٣য়ܳೡࣻޙחചࣿਗٜڲইٜ
ъࢎউղীۄٮпѐࢿਸ۰٣ց߈
җޭ࠺٣য়߈ਵ۽աزׇ೮

5IFUIFNFPGUPEBZsTEFTJHOXBTtNFu5IFHPBMXBT
UPUIJOLPGTPNFUIJOHSFMBUFEUPNFBOEEFTJHOJUBT
DSFBUJWFMZBTQPTTJCMF
"U GJSTU UIF DIJMESFO XFSFOsU RVJUF TVSF XIBU UP EP
CVUXJUIUIFIFMQPGUIF%POHXIB7PMVOUFFS$PSQT

٣ց߈ীࢲޙחоبইې٣ੋীೠ

UIFZ TMPXMZ TUBSUFE UP DSFBUF UIFJS ESBXJOHT *OIBL

ӝࠄҮਭറ݅ۄ౭࣊எ٣ੋসܞই

$IJ GSPN UIF TBGFUZ UFBN BU %POHXIB &OUFSQSJTF

ٜখীחೞঢ౭࣊எ৬৩ীӒܾࣻחۨझ ಁ࠳

XIPXBTUIFSFXJUIIJTEBVHIUFS4PPCJO  TQFOU

ܼࢎੋಗ١֬ৈয়ט٣ੋઁחrաsա৬

IJTUJNFIFMQJOHUIFLJETBOETBJEt*UsTOJDFUPTFFIFS

ҙ۲ػܳৢځ۰ହਵ۽٣ੋبউਸೞػݶ

IFSFTQFOEJOHUJNFXJUIPUIFSDIJMESFOIFSBHF*XJMM

৴ઝ৴ೞ؍ইٜزചਗࠉࢎٜبਸ߉

IFMQ UIF LJET CZ BQQSPBDIJOH UIF EFTJHO GSPN UIFJS

ਵݴઑӘঀӒܿਸӒܻӝद೮ ࠼ࣻٱୡ١ ৬

QFSTQFDUJWFu

ೣԋଵৈೠزചӝসউରੋt࠺तೠېژ

0OUIFEFTJHOFSFYQFSJFODFUFBN5BFZPOH-FFGSPN

ইٜҗೣԋযܻݽח֢ݴणࠁӝજणبפ

%POHXIB &OUFSQSJTFsT $IFNJDBM TBMFT UFBN XIP JT

ইٜ֫׀ীݏ٣ੋসਸب৬ঠભuݴۄই
ࣃزఠইٜਸڴୃӟ٣ցীࢲই
ٜ٣ੋসਸذҊز؍ചӝসചসక
ࢎחীחѤ൞ ജ൞ഋઁܳࣗѐೞݴtঠҳܳજই
ೞחѤ൞ੋחୌ4,৬ߣझ۽Ҋܳ җоغҊर
חജ൞ݽېחणਸӒܻӝ۽೮uࡂݴӒۨਓ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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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JSUTBOEDSBZPOTBOEQFOTGPSESBXJOHPOGBCSJD

POIBOEUPIFMQUIFDIJMESFOXJUIUIFJSEFTJHOTJOUSP
EVDFT(FVOIVJBOE)XBOIVJ UXPCSPUIFST TBZJOH
XJUIBTNJMFt(FVOIVJMJLFTCBTFCBMMTPIFJTESBX
JOHUIF4,8ZWFSOTMPHPBOE)XBOIVJXIPXBOUT
UPCFBTDJFOUJTUJTESBXJOHXIBUIFXJMMMPPLMJLFJO
UIFGVUVSFu
t.PTU PG UIF LJET IFSF BSF QSFUUZ TIZ TP *sN NBLJOH

tկਸоܻחইٜ݆ইࢲݢоо۰Ҋ֢۱ೞҊ

BOFGGPSUUPBQQSPBDIUIFNGJSTU.ZDPMMFBHVFTBOE

णפখਵزب۽ӝٜҗೣԋࠉࢎഝزীӓਵ۽ଵ

*QMBOUPBDUJWFMZQBSUJDJQBUFJOUIJTWPMVOUFFSDPSQTJO

ৈೞ۰Ҋਃইٜ־ҵоبҗࣚӡਸਃ۽ೡٸ

UIFGVUVSF8IFOFWFSUIFDIJMESFOOFFEIFMQPSHVJE

൞৬زചܳৢځ۷ਵݶજѷযਃইٜٚٚೠਗ

BODF*IPQFUIBUUIFZXJMMUIJOLPGVT*IPQFUPCF

оغҊरणפu

DPNFBHPPETVQQPSUTZTUFNGPSUIFDIJMES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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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EBZ*BNBTUBS
*OUIFNVTJDWJEFPFYQFSJFODFDMBTTBGUFSBCSJFGJOUSPEVDUJPOPOIPXGVUVSFFOUFS
UBJOFSTUSBJOBOEUIFQSPDFTTUIFZIBWFUPHPUISPVHICFGPSFUIFZDBOEFCVUUIF
DIJMESFOTUBSUMFBSOJOHTPNFDIPSFPHSBQIZ5IFDIPSFPHSBQIZUIFZXJMMMFBSOUP
EBZJTUIFFWFSQPQVMBSt)PSTFEBODFuCZ1TZ"XLXBSEBUGJSTU BMMJUUBLFTJUBMJUUMF
UJNFBOEUIFOUIFDIJMESFOTUBSUUPMPPTFOVQBOETNJMF"GUFSUIFQSBDUJDFJTPWFS
JUJTUJNFUPTIPPUUIFNVTJDWJEFP*OGVMMNBLFVQBOEDPTUVNFUIFZSFBMMZMPPL
MJLFFOUFSUBJOFST+POHIBL  XIPIBTQFSGFDUFEUIFEBODFTBZTtBGUFSTIPPUJOH
UIFNVTJDWJEFP*SFBMMZGFFMMJLF*DBOBTUBSMJLFPO57*UXBTGVOMFBSOJOHUIJTXJUI

աח
ъթझఋੌ_

NZGSJFOET*sNHPJOHUPUFMMBMMBCPVUUIJTXIFO*HFUIPNF
5IJTFWFOUJTBQBSUPGUIF)BQQZ%POHXIB7PMVOUFFS$PSQTIBOETPOFYQFSJFODF
QSPHSBN 5ISPVHI B WBSJFUZ PG JOUFSFTUJOH TVCKFDUT JODMVEJOH DVMUVSF  BSUT BOE
TQPSUTUIJTQSPHSBNIBTCFFODSFBUFETPUIFDIJMESFODBOIBWFTFMGBXBSFOFTT
PGrUIJOLJOHDSFBUJWJUZFYQSFTTJPOsBOEUIFJSFNPUJPOT-FECZFYQFSUTJOUIFJSGJFME
UIJTJTBQSPHSBNUIBUVUJMJ[FTIBOETPOFYQFSJFODFUPIFMQUIFTFDIJMESFO
EFWFMPQBWBSJFUZPGUBMFOUTBOEHJWFTUIFNBOPQQPSUVOJUZUPIFMQEFWFMPQUIFJS
DBSFFSTBTXFMM5ISPVHIUIJTFWFOU UIF)BQQZ%POHXIB7PMVOUFFS$PSQTXBT
BCMFUPQSPWJEFDIJMESFOGSPNMPXJODPNFGBNJMJFTUIBUEPOsUVTVBMMZIBWFBDDFTT
UPUIFTFUZQFTPGQSPHSBNTBOFXUZQFPGIBOETPOFYQFSJFODFQSPHSBNBOEIFMQ
UIFTFDIJMESFOCVJMEOFXESFBNT

য়טղоझఋ
ೠಞ ޭ࠺٣য়߈ীࢲחোੋۨҗҗؘ
ࠨߑߨ١ਸрױࣗѐೠറࠄѺੋউޖোणীٜযщ
য়ߓטউחޖਃ્оೠrऱ݈sয࢝೧ೞ
؍җܻ׳दрզࣻ۾ইٜҷীחਓԢ
ೖӒۧѱೠଵਸোणীೠറ ࠄѺਵ۽
೯ޭػ࠺٣য়୫п࠙ਸೞҊ࢚ਸыੑਵ
פোੋ۽ٮহऱ݈ਸ৮߷ೞѱഅ೧߅ࣻ
тܳ߉ӣઙ ୡ١ যܽחtۧѱޭ࠺٣য়ܳ
ନযࠁઁ݈פо57ীաয়חझఋоػѪэইਃҳ
ٜҗೣԋߓਕࢲજওҊ ݈যਃীоࢲ
یೡѢਃuݴۄૌѢਕ೮
ߣ೯ࢎח೯ࠂزചࠉࢎܿ٘فױण۽Ӓ۔
ੌജਵ۽೯ޙعച ࣿ ਭഝز١নೞҊ൜
۽ࣗܳా೧ইٜझझ۽rࢎҊହഅsҗਸण
ٙೡࣻ݃۾ب۲ೠҮਭറਗ۽Ӓ۔അীઙࢎ
ೞҊޙחооبೞחߑधਸా೧
নೠࣗਸѐߊೞҊ۽ҮਭӝഥܳઁҕೞחѪౠ
೯ࠂزചࠉࢎױߣ೯ࢎܳా೧ࣗٙகই
ٜಣࣗऔѱ҃ೡࣻহחणਸઁҕೣਵॄ۽ই
ٜࠁনೠԷਸఃࣻ۾بਗ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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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ਸਬೞח

݃ߨэঈ

.BHJDBMNVTJD
UIBUIFBMTUIFIFBSU

"CFBVUJGVMOJHIUGPSUIFXIPMFGBNJMZ
/PSXFHJBOIBSNPOJDBBSUJTU 4JHNVOE(SPWFO IFMEBDPO
DFSUVOEFSUIFUIFNFt(PJOHUPUIF/PSXFHJBO'PSFTUuBUUIF
*#,$IBNCFS)BMMBUUIF4FPVM"SUT$FOUFS.BOZ%POHXIB
FNQMPZFFTBOEUIFJSGBNJMJFTXFOUUPUIFQFSGPSNBODFBOE
XBUDIFE tBO FYUSBPSEJOBSZ QFSGPSNFS QMBZ BO VODPNNPO
JOTUSVNFOUu 4PPIZVO /P PG %POHXIB )PMEJOHT 'JOBODJBM
UFBN BOE IFS IVTCBOE 4BOHIP $IPJ PG %POHXIB /BUVSF
'MPPSJOHsT .BOBHFNFOU 4VQQPSU UFBN XFSF JO BUUFOEBODF

세계 제일의 하모니카 연주가인 지그문트 그로븐이 10년 만에

BOEIBTUIJTUPTBZ tXFEPOsUSFBMMZHPUPBMPUPGDPODFSUT

한국을 찾았다. 그는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 같은 연주를 통해 관

*UsTCFFOBMPOHUJNFTJODFXFsWFDPNFUPBQFSGPSNBODFBOE

객들을 침엽수림 가득한 노르웨이 숲으로 인도했다.

JUsT BMM UIBOLT UP UIF DPNQBOZu 4IF BEEFE XJUI B MBVHI  t*
IBWFIFBSEBMPUPGHPPEUIJOHTBCPVUUIFIBSNPOJDBQFSGPS

One of the world’s greatest harmonica players, Si mund
Groven, has come back to Korea for the ﬁrst time in 10
years. Through his magical performance he transports
the audience to a Norwegian forest.

NBODFTP*sNMPPLJOHGPSXBSEUPJU*LOPXNZIVTCBOEBOE
*XJMMNBLFBMPUPGHSFBUNFNPSJFTu4BOHIP$IPJXIPUPPL
UIJTPQQPSUVOJUZUPWPXUIBUIFXPVMETVSQSJTFIJTXJGFXJUI

ৡоೣԋೠইܴߎ
֢ܰਝೞפݽই౭झrӒޙӒ࠵۽sࢲࣿ
*#,ିߡഓীࢲr֢ܰਝआਵ۽оs۽ઁࠗחۄҕোਸৌ
݆زചੋٜоҗೣԋҕোਸইrಣߧೞঋঈӝܳ

TPNFUIJOHFWFSZRVBSUFSBMTPTBJEUIBUIFXBTHSBUFGVMUPUIF
DPNQBOZGPSQSPWJEJOHUIJTPQQPSUVOJUZUPHFUPVUBOEHFUB
UBTUFPGDVMUVSFXJUIIJTXJGF
8PPOHKBF ,JN PG %POHXIB *OUFSOBUJPOBMsT 5SBEF  UFBN
XBT BU UIF FWFOU XJUI IJT CSPUIFSJOMBX )JT XJGF BOE IJT

ߧ࠺חܖೠোоsחۄӒࢿݺਸഛੋ೮

CSPUIFSJOMBXCPUIFOKPZFEDMBTTJDBMNVTJDBOEBTTVDISFH

թಞੋزചো݃҃ܖਗ୭࢚ഐܻ৬ೣԋҕোਸ

VMBSMZXFOUUP FOKPZDMBTTJDBMQFSGPSNBODFTt5IBOLT UPUIF

زചഓ٬झޖ֢ࣻഅחܻtಣࣗীחҕোਸחפޅ

DPNQBOZsTHFOFSPVTTVQQPSUNZGBNJMZBOE*HFUUPFOKPZB

ಞীਃഥࢎীࢲܻ۠ܳ݃۲೧ળ؋࠙ীয়݅ےীҕো

MPUPGDVMUVSBMFWFOUT&BDIUJNFXFHPNZGBNJMZSFBMMZFOKPZT

ਸওযਃuݴۄtೞפݽোഥীೠಣજইӝоظਃ

JUu*OSFTQPOTFIJTXJGF+VOHCJTBJEtMBTUUJNFXFXBUDIFEB

թಞҗೣԋજदрࠁղݴજ୶রٜ݅ѱਃuݴۄഝਓח

WPDBMQFSGPSNBODF *sNTPIBQQZUIBUXFIBWFBOPUIFSPQ

ߣӝഥܳ҅ӝ۽ইղীѱ࠙ӝ߹۽ೠߣঀࢲۄૉ߮

QPSUVOJUZUPUBLFJOTPNFNPSFDVMUVSFu

ܳࢶࢎೞѷ֢ۄҊೠ୭࢚ഐܻदزചߓ۰۽য়݅ے
ীޙചաٜܳૌӡࣻѱݴعҊ݃ਸೠ
زചੋఠղ࣊օޖӣਔҗթоҗೣԋই׀ӡ
ਸՑইղ৬թېधҕোਸજই೧ࢲಣࣗীبઙઙࠁ
۞חפಞۄҊtഥࢎীࢲ݆ਗਸ೧न؋࠙ীоٜ
җޙചੋदрਸೣԋೡࣻযࢲҊભӒۡ݃ٸоٜ
ଵજই೧ਃu݈חۄীইղ࠺ইॿחtդߣীࢿبঈҕো
ਸҙۈ೮ۧ ؘחѱೂਃ۽ޙചഌఖਸ߉ژѱغযӝ࠙જ
ইਃuݴۄޠ೧೮
동화인터내셔널 한국, 무역1팀 김웅재 사우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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زചഓ٬झࣁޖ߅җইղ৬فইٜҗೣԋҔਸ

"QFSGPSNBODFEFQJDUJOHUIFOBUVSFPG/PSXBZ

ওդ೧ਘীزചীܨ೧݃டଲܾۨੋ

4JHNVOE (SPWFOsT IBSNPOJDB QFSGPSNBODF JT GBNPVT GPS

ҕػӒחடଲ߉بҊજҕোࠁبѱغয؊ӝ࠙જ

QSPEVDJOHTVDIBXJEFSBOHFPGUPOFTJUJTSFNJOJTDFOUPGBO

ݴ೯ࠂೠࣗܳ

PSDIFTUSBMQFSGPSNBODF)JTSFQFSUPJSFJODMVEFEFWFSZUIJOH
GSPN#BDIUP.P[BSUBOETPNFPGUIFUIDFOUVSZsTHSFBU
FTUBSUJTUTMJLF(FSTIXJOBOEUIF#FBUMFTBTXFMMBTNVTJD

:POHXPPL1BSLPG%POHXIB)PMEJOHTs5BYUFBNDBNFUP
UIFDPODFSUXJUIIJTXJGFBOEUXPDIJMESFO)FIBTCFFO
XJUIUIFDPNQBOZTJODFMBTU+VMZBOETBJEUIBUIFXBTWFSZ
IBQQZOPUPOMZCFDBVTFIFXBTSFDFOUMZOBNFEJOUIFDPN
QMJNFOUSFMBZCVUBMTPCFDBVTFIFXBTBCMFUPXBUDIUIJT
HSFBUDPODFSU

GSPNNPWJFTPVOEUSBDLT)JTUFDIOJRVFPOUIFIBSNPOJDB
DPNCJOFE XJUI UIF TPGU ZFU DMFBS TPVOET SBOH PVU JO UIF
IFBSUTPGBMMJOBUUFOEBODF
4VOHIVJ ,JN GSPN %POHXIB /BUVSF 'MPPSJOHsT 4USBUFHJD
.BSLFUJOHUFBNTBJE tMJLFUIFUJUMFPGUIFQFSGPSNBODFr(P
JOHUPUIF/PSXFHJBO'PSFTUs*GFMUMJLF*XBTUBLJOHBXBML
UISPVHIBGPSFTUFOKPZJOHBTPGUCSFF[F

동화홀딩스 세무팀 박영욱 사우와 가족
동화홀딩스 회계팀 이슬기 사우와 친구

֢ܰਝোਸইোೞ
ӒޙӒ࠵۽ೞפݽোחয়ாझۄোܳߑࠛாೡ

5IF XJEF SBOHF PG UPOFT BOE TXFFU TPVOET DPNJOH

݅ఀҟߧਤೠ࢝ਸഅೞחѪਵ۽ਬݺೞ߄৬ݽରܰ

GSPNUIFUJOZIBSNPOJDBSFBMMZNBEFNFGFFMMJLFGBMMXBT

ܳನೣ೧ࣁӝܳೞחѢऑ ࠺ౣૉ ച045١ন

DPNJOH BOE GJMMFE NZ IFBSU * IBE B SFBMMZ HSFBU UJNFu

ೠۨಌషܻܳా೧ח۽ٸҊդبపץਵ۽ҙёਸ֥ۄѱ

8PPOHKBF,JNGSPN%POHXIB*OUFSOBUJPOBMsT5SBEF
UFBNBEEFE t)JTZFBSTPGQFSGPSNJOHBMPOHTJEFIJT

ೞҊ ࣻࣽח۽ٸೞ݉بࢲݶࢎٜ٘ܳ۰ݴҙё݃

QJBOP BDDPNQBOJTU PG  ZFBST  *WBS "OUPO 8BBHBBSE 

ࣘীӨх൜ਸࠛ۞ੌਵௌ

SFBMMZNBEFJUBHSFBUGBMMOJHIU5IFQFSGPSNBODFXBTBT

زചো݃݃ۚܖாӣࢿ൞җtҕোఋౣੋr֢

SFGSFTIJOHBTUIFCSFF[FDPNJOHPGGPG8PPNZVO.PVO

ܰਝआਵ۽оsۢѢआࣘ ਖ਼ਖ਼ೞѱࠗۈ߄חਸݏਵ

UBJOu)FDPOUJOVFEPOTBZJOH tUIFCFBVUJGVMIBSNPOJDB

ݴӝ࠙જѱ଼ೠ٠ೠҕোणפೞפݽীࢲ

QFSGPSNBODF GSPN UIJT FMEFSMZ HFOUMFNBO QSPEVDFE

۰ಌחх܂Ҋҟߧਤೠ࢝ਵੋ۽೧оয়חоਸ ݃

TPVOETUIBUXFSFTPEFUBJMFEBOEEJWFSTFBOE*DPVMEGFFM

ਸࠁೂࢿೡࣻ؍જदрणפuۄҊࣗх

FBDIFNPUJPOBOEKPZBTIFQMBZFEFBDIOPUFu

ਸߋഊ
زചੋఠղ࣊օޖӣਔҗt֙ਸোೠੋ
ೞפݽࣝॿ৬Ӓ֙ӝ߄ܰ৬ೖই֢ഈো
ೠоਸߎ दਗೠ݅ۈ߄ݶఀա࢚ೠোഥण
פuۄҊಣоೞ ݴtҊ൞ܳݾীكԟԟೠ֢नࢎݧೞ
פݽোחೞաೞաоӓࢻࣁ೧নೠхࢿҗૌѢ
ਸו՜ࣻणפuۄҊؔࠢ
동화홀딩스 재무팀 노수현 사우와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최상호 사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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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Ӓܽۄ
ੋӝࢲبѾ501
이번 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월별로 업데이트 된 그린라운지 신간도서들 중,
동화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도서들을 소개한다. 그린라운지가 오픈 한 1월부터 12월
까지, 분야에 상관없이 살펴본 결과, 1위는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던 혜민 스님의 ‘멈
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차지하였다. 2013년에도 동화인들의 꾸준한 그린라운지 사랑
을 기대해본다.

ਤ



ਤ

ਤ

ਤ

חࠁࣗ۽࠺ݶ୶ݥѪٜ

թޛѤ

Ү

աחөசೞѱӝ۽೮

ଊӝ٠ࢎחীٜীѱഌझשೞח

ੋࢤܳযߡܽթٜৈ 

֎ооࡣਸ ٸ

ੋрҙ҅ীೠف۰ਸহগח൨ 

ഌ۽ঠӝ

न݅ঠӝܳԁղۄ

աחցܳࢎی೮

rѤъೠөசೣs

ഌ थ۰ ]िঙழझ]

ӣ]ࣁӝ࠘झ]

߅ߧन]ޙ]֎ز

নହࣽ]ࣃ୶ܻਗ]

ઙҮ৬ੋઙ оҙਸڪযֈযೠੋࢤਫ਼ਸٜ۰ח

ӣ Үࣻо ߣী חೠҴ թٜ ী ݾೞ

ઓղೠݎҗӒӔਗਸٜৈߧ߅ࠄननಞࣗ

নହࣽ߅ࢎоनઓхਸః݃ۈࢎبࢲݶਸ

ഌझשীࣁ~חࠁࣗ۽࠺ ݶ୶ݥѪ଼ٜҙ҅ 

ࠗীࢲחೠҴթٜࠛউҗ৻۽ਸחې׳ਬೞҊ

ࢸ~ҮਤೠदੋۄҊட࣠߉؍ਃоલੌ֙ 2

חबܻߑߨਸনೠ࢚ࢎ۹৬बܻۿਸా೧औҊ

ࢎ݃ یҗੋࢤী೧ח۽ܻݠঌ݅݃ਵח۽উחغѪ

بоढଭೠਤܳ۽Ҋ ࠗীࢲחп҅пகনೠ࠙ঠݺ

߸ഐࢎחਬীۄٮӒоթӟ֢ܳҕѐೞӝ۽ೠೞ݅

ѱಽযչੋઁ҃חয۰ীࢲ৴ٮөো۸

ٜী೧ਕਤఠܻউਵחܻࠛ۽ഌ۽ਸ

ౠ߹ೠझషܻоӟrޛѤsীೠঠӝܳࣗѐೠधী

֢ীחਃоৌੌғࣗ֗ੋೠҮܳࢎی೮ਵઁ ݴ

߹۽ӓߨߑੋױਸࢶఖೞחਬחনೞ݅ Ӕࠄੋਗ

Ҋߓ ֗ ҳܳղоਗೞ߄۽חԲ۰ೞݶೡ

ݎਸաఋմয۸rఠ଼࢚sਸా೧Ӕਗ

߬؍झࣄ۞बоࢲܳલҊ बਸ࠺܃ೠ

ੋrࣗాsࠗীҊঠӝೞ ݴܻࠄबীӈӝ

ࣻ۾ҙ҅חౣযҊաࠗ۽ఠݎبо۰ҊೠחѪ যࢤڃп

৻۽ਸٛҊ ޙੋr߄ق౸sਸా೧חহ݅ੌ൞ੌ࠺

ࢲݽٚಿਸਃоोחѺੋҊߔѹ

ߑ࢚ݴਸইܻחrѤъೠөசೣsਃೞҊъઑೠ

ਸೞחоо݈ਸٜ݅Ҋ য݈ڃਸೞחоо೯ࠂ߈ ݴغز

ೞঋחन܉хਸחӒݽणਸಝࠁח١ࢎࣗೠrޛѤs

ਃӝ֛ҙࢸ݀ೠହੋदীࢲҕѐܳ؍ࢸݎ2

नҗ࢚ࠄߑबਸঈೡࣻחৈ۞बܻߑߨҗ࢚

ػ೯زणҙਵ۽ҶযݶӒѪ߄חغࢤੋ۽Ѫחۄ

ীೠঠӝܳా೧ੋࢤਸҙాೞחӒٜకܳبࠅ

߸ഐࢎחҮܳ݅աҊ ࢲदӝ۾ਸթ҂ࢎחपਸٛ

߉݃ਸࠁٞਸࣻחਬߨ ࢚߉ঋҊ࢚ߑਸ

ঠӝٜܳ۰ݴաनৡೣҗઓӈೣਸঌইାࣻח

ࣻాܳ೧ੋࢤܳযߡܽࢎۈٜખ؊

חҮীѱࢲࢲ٣झਸ߉2߸ഐࢎחਃ৬

ੌࣻחҙ҅ߨ١ܻܳ൨ٜѱೞחबܻਃੋٜਸ

ਊӝ৬ਤܳ۽೧ળ

Ҋӓੋӝࢄҗ೯ࠂਸਸࣻ۾بউղೞ

ࢲӝ۾ਸా೧Ӓٜীѱߥযੌ؍ٜਸঌѱؘחغj

ੌ࢚ীࢲਊೡࣻחনೠߑߨٜਸઁद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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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ࠁաزޖചחৈ۞࠙ࢎیਸݡҊפۉ
(SFFO%POHXIBJTOPVSJTIFECZZPVSMPWF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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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교육팀 문성연 대리 | Corporate culture, Dongwha Holdings
TEL

02.2122.0515

E-mail

msy@dongwha-m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