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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도전
Another challenge
to overcome our limitatio
ns

2015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수상자들

한계를 넘어 가능성의 날개를 달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우리는 집중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글로벌 최고 기업을 향한 동화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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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메시지

67주년 창립기념사

We strive and prepare to make Dongwha a genuinely global company by overcoming
obstacles and spreading the wings of our potential.
We will never give up on our aspiration to become a global player by overcoming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Global Dongwha

Dongwha’s turning point in becoming a globally renowned company is right here, right now.

10

전합니다Ⅰ

67주년 동화 창립기념식
더 멀리 도약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글로벌 최고 기업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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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영혁신 페스티벌
관심으로 이끌어내는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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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장벽을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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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MFB 공장 오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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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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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화 승진자 교육
글로벌 그룹으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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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엠파크 CS교육
함께 만드는 동화엠파크 고객만족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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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 시스템 구축
균형적인 예측으로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성과

42
듣고 싶었습니다Ⅰ
		

글로벌 동화의 성장동력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사업장으로 복귀한 3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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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Achievement Award 개인 수상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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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단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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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_인재중시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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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오리엔테이션
끈끈한 신뢰로 향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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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우수제안왕이 말하는 혁신 생활화!

핵심가치_변화와 혁신

Life & Culture

동화 핵심가치
행복

Happiness
우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동
료와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실현
합니다.

신뢰
Trust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
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으
로 고객과 동료의 믿음을 유지
합니다.

인재중시

Respect for Talent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
기혁신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만들어갑니다.

변화와 혁신

Change and Innovation
우리는 지속적인 도전정신과 창의
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며,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
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그에 따른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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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동호회

제2회 월미컵
열정 가득 그라운드를 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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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Click! 해외 주재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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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레터

미래의 예측, 빅데이터의 활용

윤리·투명경영

Integrity

우리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투
명한 기업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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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67주년 창립기념사
67周年 創立記念辭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혁신을 갈망하는 모두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데 모아진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동화 가족 여러분!

가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M1단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오늘은 동화가 창립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5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

략을 준비하여 국내 중고차 유통의 메카로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

각자의 업무에 몰입해야 합니다. 21세기 경영컨설턴트인 세스 고딘

록하며 1년 만에 깜짝 놀랄 반전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국내 사업

끌어 나갈 것입니다.

은 “안정은 곧 실패의 다른 이름” 이라고 말했습니다.

1948년 서울 왕십리에서 작은 제재소로 출발한 우리는 67년이 지

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을 이루었고 여기에

난 지금 연간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자

기업 구조 개편 효과가 더해져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든 미디어 관련 사업 역시 현재 차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혁신을 갈망

동차, 미디어 부문까지 사업영역이 확장될 정도로 더욱 강해졌습

해외에서는 베트남을 필두로 글로벌 경영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화의 새로운 식구가 된 한국일보에

하는 모두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데 모아진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니다.

를 잡으면서 최고의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재사업은

서는 창립 61주년이 되는 오는 6월, 제2창간을 앞두고 우선 온오

더 나은 성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눈부

동화의 뿌리입니다.

프라인을 아우르는 미디어융합 시대의 흐름에 걸맞도록 새로운 CI

신 성장을 이루며 고희(古稀)를 맞이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목
재 산업은 분명 큰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동화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 기조를

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 구성 방안에 대해

아울러 회사에서는 이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을 다해 업무에

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하는 동화 가족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노

한국일보는 그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고의 시간이 길었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밝은 모습으로 오늘 67번째 생

우가 해외 사업장에 전파된다면 우리의 글로벌 경영체계는 더욱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으

일을 맞이한 동화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지금의 동화

공고해질 것이고 나아가 해외 모든 사업장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

나 이제는 동화의 경영 모토인 변화와 혁신의 노하우를 이식하여

끝으로 창립 67주년을 맞아 함께 자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그

를 키워내시느라 항상 애쓰고 계시는 모든 동화 가족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원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가 명실상부한 역사와 전통의 국가대표 언론사로서 다시

리고 글로벌 현장에서 동화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노고를 아끼지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않으시는 동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수를 드립니다.

자동차 부문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아 오랜 시간 회사와 함께 하면서 회사 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위에서는 ‘과

동화 가족 여러분!

전에 이바지해주신 장기근속상 수상자 분들과 지난 한 해 우수한

연 동화가 사업상 연관성이 없는 중고차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중국 전국시대 고사성어 중에는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를

성과를 기반으로 동화의 발전에 기여하신 성과우수상 수상자 여

있을까’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가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은 잘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든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집

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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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노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언제나 묵묵히 본인

그러나 우리는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엠파크시티를 경인지역

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동화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최고의 자동차 매매단지로 성장시켰습니다. 엠파크랜드, 타워에 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

씀을 드립니다.

어 MDF1공장 부지에 동화의 세 번째 중고차 매매단지인 M1단지

주하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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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힘차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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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Marking 67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 believe that if the efforts of everyone who longs for
innovation get together, we will be able to produce better
results this year than last year.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oday we’re celebrating the 67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t all started at a small sawmill in Wangsimni,
Seoul in 1948. Now, 67 years later we post one trillion won
in annual sales and have expanded our business areas to
include not only materials but automobiles and media
as well. This year the Korean economy marks its 70th anniversary since national independence. The lumber industry has contributed greatly to Korea’s dazzling economic
growth, and Dongwha played a leading role in that.
We have gone through many ups and downs to become
what we are today, and I must say I am immensely proud
to be celebrating Dongwha’s 67th birthday.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for their hard work. Also,
I want to congratulate our long-service workers, who have
dedicated many years to Dongwha and contributed their
efforts to its growth, as well as those who have received
accolades for their stellar performance last year. I also want
to thank all our employees in Korea and abroad who are
not here today but who always do their best at their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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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 we posted the largest operating income of 56.2
billion won since our founding and made a rebound in
just one year. Our domestic business sites succeeded at
cutting costs thanks to their relentless innovation efforts.
Our performance was all the more impressive because our
corporate restructuring efforts produced impressive results. We have also established global management at our
overseas business sites including Vietnam, yielding stellar
results.
Our materials business is our foundation. We must maintain our revenue-based management this year as well, as
we did in 2014. To that end, we must minimize costs and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lentless innovation efforts. Once we spread
our expertise to our overseas business sites, our global
management will become stronger, while our overseas
business sites will be able to generate excellent results.
Our auto business is about to make a big leap. When we
launched the used car business in 2011, many doubted
our success in the auto sector because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main business areas. However, our M-Park City
has grown into the top car complex in the Incheon area
based on rock-solid trust that we have earned from our
customers. Soon we will launch the construction of our

third used car complex on the site of the 1st MDF factory
in addition to M-Park Land and M-Park Tower. We will set
new trends in the domestic used car market by devising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ies as a hub of Korea’s used car
market.
Our media business, which we launched this year, has
been growing gradually as well. The Hankook Ilbo, which is
a new member of the Dongwha family, is preparing a new
corporate identity ahead of its second launch as a newspaper company in June to mark the 61st anniversary of its
founding. The new corporate identity will reflect the needs
of the era of media convergence, which encompasses online and offline domains. The company is also searching for
ways to provide top-quality news services. The Hankook
Ilbo had a hard time meeting the demands of the present
era due to a long period of hardships, but now it is poised
to get back on track as a leading media organ in Korea
based on Dongwha’s business philosophy of “change and
innovation.”

must take this opportunity today to renew our determination and focus on our work duties. The renowned business
consultant Seth Godin said that stability is another name
of “failure.” To keep improving, we must always renovate.
I believe that if the efforts of everyone who longs for innovation get together, we will be able to produce better
results this year than last year.
We will also continue our efforts to improve our working
conditions and create a happy workplace for our employees so that everyone in Dongwha can enjoy their work.
In conclusion I would like once again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ho
are present here today and those who do not spare their
efforts at our overseas business sites.
Have a nice and productive day.
Thank you.

There is a Chinese saying, “A person who wants to travel
100 miles gives up after traveling 90 miles.” It means that
anyone can make a good start but not everyone can finish without self-conceit. Our performance has been strong
since last year, but we must not fall into complacency. We

Chairman Seung My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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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리 도약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글로벌 최고 기업을 향해!

제67주년 동화 창립기념식
Higher, Farther, Bigger!
Ceremony Marking 67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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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몽글몽글 움트는 벚꽃으로 가득했던 가좌동 본관에서 동화 창립 67주년을 축하하는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동화의 오랜 역사를 축하하는 자리이자,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동화를 이끌어온 모든 구성원들과 기쁜 마음을 나누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On April 2 Dongwha celebrated the 67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t its headquarters
in Gajwa-dong, Incheon. It was a celebration of Dongwha’s long history and the hard
work of its employees over the past half-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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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주년 창립기념식은 1948년 작은 제재소에서 출발해 연간 매
출 1조를 기록하는 현재의 동화가 있기까지 항상 힘이 되어준 이
들에 대한 시상과 승명호 회장의 창립기념사로 진행되었다. 많
은 임직원들은 동화의 저력이자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100명의
장기근속자, 적자에서 1년 만에 성공이란 반전 드라마를 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성과우수자와 핵심가치 실천 우수자가 수상 받
을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었다.
승명호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소재를 시작으로 자동차와 미
디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정도로 강력해진 동화의 현재를 지
목하며 더욱 강한 동화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사우들은 커다
란 구호로 화답하며 국가발전에 큰 축인 목재사업의 중심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며 지금에 이르렀던 경험을 바탕
으로 제2의 성공가도를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지금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앞으로 전세계에서 동화의
놀라운 성과를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여는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의 67주년 창립기념사

Dongwha Group Chairman Seung Myung-ho’s speech marking 67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창립기념식을 더욱 빛낸
장기근속수상자들

Winners of long-service awards
who graced the ceremony marking
Dongwha’s founding anniversary

The ceremony consisted of presenting outstanding employees with awards to thank them for their contributions that
have helped Dongwha to grow from a small sawmill founded
in 1948 to a leading lumber manufacturer with the annual
sales of one trillion won, and a commemorative speech delivered by the chairman. Awards were given to 100 long-service
employees – the most thus far, as well as to those who produced stellar results that helped Dongwha to make a rebound
in just one year and those who set examples in implementing
Dongwha’s core values.
In his speech Chairman Seung Myung-ho said that Dongwha
has become strong enough to expand its business areas from
materials to automobiles and even media, and urged the employees to strive further to open a better future for their company. The employees responded with loud slogans and made
a pledge to achieve bigger success by overcoming hardships
and pain so that the lumber industry can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Dongwha is determined to
stun the world in the future by moving forward instead of falling into compl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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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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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영혁신 페스티벌
6th Innovation Festival

관심으로 이끌어내는 혁신의 불꽃
Spreading Innovation
by Getting Everyone Involved

TRIZ tool for generating new ideas
In simple terms, innovation is doing away with daily inconveniences and
things we are used to. The primary prerequisite for innovation is concern, because we can only start improving and executing things when we care. Prior
to the Innovation Festival, Dongwha members took a lecture on the TRIZ tool to
help them raise awareness. TRIZ is a problem-solving, analysis and forecasting tool
that helps to detect and overcome absurdities in order to obtain the most ideal results.
Dongwha members received TRIZ notebooks containing TRIZ roulettes, which classifies ten
most-widely used principles into useful and harmful ones. The tool was developed in Dongwha to help employees detect the root-cause of work-related problems and provide clues for
innovation. It is expected to result in the generation of numerous ideas on how to improve Dongwha’s work processes.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인 동화는 올해에도 경영혁신의 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런 면에서 '제6회 경영혁신 페스티벌'
은 동화인 스스로 혁신의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Dongwha is determined to promote the value of business innovation this year as well. At the 6th Innovation Festival Dongwha members learned how to take a lead in implementing innovation at their workplace.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트리즈 기법
혁신이란 쉽게 말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불편과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당연함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데,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개선과 실천 역시 불편을 돌아보는 관심에서 시작한다.
동화인들은 본격적인 경영혁신 페스티벌에 앞서 관심을 구체화하기 위한 트리즈(Triz) 기법 강의를 들었다. 트
리즈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순을 찾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동화인에게 나누어준 트리즈 노트에는 40가지 특성 중 가장 많이 쓰이는
10가지 특성을 유용한 특성과 유해한 특성으로 나누어 만든 트리즈 룰렛이 담겨 있다. 업무에서 발생
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혁신의 단초를 제공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동화에서 직접
만든 도구로, 이를 통해 동화 곳곳의 개선 아이디어가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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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의 핵심은 혁신의 생활화
큰 박수와 환호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시작한 제6회 경영혁신 페스티벌은 동화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경
청을 돕기 위해 발표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들
을 비롯한 7명의 과제 리더들은 발표를 통해 트리즈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현장에 적
용한 사례와 성과를 보여주었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진행되었던 그들의 혁신활동은 하나같이 혁신은 절대 어렵지 않
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생활 속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 개선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쌓이며 큰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발표는 관심과 고민, 연구와 실
행의 과정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의 원동력이란 생각을 들게 하며, 동화인들로 하여금 공감과
실천 의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혁신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었다. 이번 경영혁신 페스티
벌을 계기로 더 많은 동화인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면 올해 역시 좋
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한해 뛰어난 혁신의 성과와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영혁신 페스티벌 참가자들

Festival participants announcing outstanding results of their innovation projects carried out last year

Making innovation part of everyday life
The 6th Innovation Festival began amid loud cheers and applause. First a briefing on the
upcoming presentations was held to help the participants better understand them. The seven
project leaders including top prize winners demonstrated how they used the TRIZ tool to generate new ideas, how they applied the tool at their workplaces and what results it had produced. Their
innovation projects, which took as short as several months and as long as one year to complete, demonstrated that innovation is in no way a difficult task. They showed how their small concerns grew into
big ideas and creative solutions, producing impressive results. Their presentations made the participants
realize that concern, research and execution were the biggest driving engines of success. They also inspired
them to muster the courage to implement innovation. If more of the Dongwha members start caring about
making their workplace better, they will achieve good results this yea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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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Encouragement
Prize

최우수상

Grand Prize

우수상

Best Prize

7인의 동화 혁신 귀재들의
혁신 사례
Innovation examples
of seven innovation project leaders

분임조

우수과제
Best Task
Distribution Projects

조한우 기술사원

최우수상

Grand Prize

이남교 기술주임  

동화기업 PB1 공장

우수상

Cho Han-u,

Best Prize

1st PB Factory, Dongwha Enterprise

최우수상

김한상 과장, 지상현 대리  동화기업 가공보드 생산본부 강화마루 공장
Kim Han-sang, Ji Sang-hyun, Processed Board Production BU, Dongwha Enterprise
“혁신의 시작과 끝에는 강화마루 공장이 있다!” - 강화마루공장 제조원가 절감
2014년, 판매량 증가에 따라 생산이 판매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주요 가공공정 프로세스
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핵심문제로 선정하고, 여러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The start and the end of innovation is the Laminate Flooring Factory!”
- Minimizing production costs

“No Limit in Asan”
- 프레스 열압 조건 개선

제품 품질을 위해 이물질을 많이 거르다 보니 원재료비와 폐기물

생산 속도를 올리면 보드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

처리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미세칩의 재투입이 가능하도록

다. 개선 실행 후, 처음 목표처럼 불량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의 이물질 배출구를 꾸준히 관리하여 윈드

연 4억 4천만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프터 S/L칩 이동라인의 정체를 해결하였습니다.

“No limit in Asan”

“Seizing the opportunity is our challenge”

- Improving hot pressure conditions

Our materials and waste processing costs soared because we
tried to filter out as many foreign substances as possible to enhance product quality. To solve the problem, we improved the
structure to allow for the re-injection of microchips, and made
sure that the outlet for foreign substances was managed properly on a regular basis. We also eliminated congestion in the
wind shifter S/L chip line.

Encouragement
Prize

장려상

김도현 대리, 이안표 기술대리
동화기업 MDF2 공장
2nd MDF Factory, Dongwha Enterprise

“Ultimate Salesman, World Best Dongwha!” - 강화마루S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 열압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수지원단위 절감

주거용 주택 준공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단납 시장에서 저가형 강화마루 개발을 통해 중국산 강화마루에 대

보드의 중층 접착력이 떨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지 사용량

응하고자 했던 혁신 활동입니다. 강화마루 S 출시 후, 약 3개월간 770%의 큰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강화

증가는 원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열압 프로그램 개선으로 DL

마루 시판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E1의 생산성은 월평균 4.3%, 수지원단위는 월평균 4.5% 이상에

“The ultimate salesman, the world’s best Dongwha!”

이르며 총 4억여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김미현 대리  동화기업 화학사업본부 화학연구팀
Kim Mi-hyun, Chemical Research Team, Dongwha Enterprise
“새로운 생각이 창조하는 새로운 가능성” - 테고용 페놀수지 원가절감
테고 필름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페놀수지의 원가 절감을 위한 최적의 수지를 합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

서동희 기술대리, 허성구 기술사원
동화기업 MDF2 공장

Seo Dong-hee, Heo Sung-gu,
2nd MDF Factory, Dongwha Enterprise

“빛나는 혁신으로 무한경쟁 앞장선다!
저력의 MDF2 공장”

Kim Do-hyun, Lee An-pyo,

“Know-how라는 씨앗으로 혁신이라는 열매를 맺다!”

Our goal was to counter cheap Chinese laminate flooring by developing affordable laminate flooring, which
accounts for 40 percent of the group delivery market in the residential housing construction area. The laminate
flooring S grew 770 percent in just three months after its release.

Encouragement
Prize

Encouragement
Prize

박태준 과장  동화기업 건장재 영업본부 건장재2팀
Park Tae-jun,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BU, Dongwha Enterprise

- Maximizing sales through laminate flooring S

Raising the speed of productivity usually results in poor quality
of boards. We developed various ideas on how to solve this and
tried to implement our plan stage by stage by minimizing defects,
improving physical properties and raising productivity. The effect
that we achieved in doing so was worth 440 million won annually.

장려상

장려상

Best Prize

Asan MDF Factory, Dongwha Enterprise

- S/L 윈드시프터 미세칩 배출량 감소

In 2014 our sales grew to an extent that supply could not meet the demand. We analyzed the major production processes and identified problems prior to finding solutions.

우수상

Lee Nam-gyo,

“기회를 잡는 것이 도전이다”

- Reducing microchip emissions from S/L wind shifters
Grand Prize

동화기업 아산MDF 공장

“Sowing the seeds of expertise to reap the fruit of
innovation”
- Cutting resin costs by improving hot pressure program
Increasing the use of resin is essential in order to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adhesive strength of boards’ middle stratum. But this also means higher costs. To solve the problem,
we assessed the situation from various angles and decided to
improve the hot pressure program as a solution. As a result,
the average monthly productivity of DL E1 increased
4.3 percent, while the basic unit of resin grew
4.5 percent. The overall improvement effect
amounted to 400 million won.

- 보일러 CO현팅 개선을 통한 BC유 사용량 절감
보일러 배출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연료 BC유 등의
화석 연료는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였습니다. 개선 실천
이후 법적기준 200ppm의 10~20% 수준으로 안정적 배출 효과
를 얻게 되었습니다.

“Leading in the era of competition through innovation”
- Reducing use of BC oil by improving boiler CO Hunting
BC oil is often used to meet the standard for boiler gas emissions.
But fossil fuels like BC oil undermine manufacturers’competitiveness, and therefore must be avoided. We analyzed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implemented our ideas for improvement
for six month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cut emissions to 10-20
percent of the legally permissible level of 200ppm.
우수상

Best Prize

최우수상

Grand Prize

이었습니다. MPF4 개발로 테고필름 품질의 3대 요소인 경화도, 내수성, 외관품질에 만족하면서 원가를 낮추
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New possibilities brought by new ideas”
- Cutting costs of phenolic resin for TEGO film
It all started with our efforts to come up with an ideal synthetic resin to minimize the production cost of phenolic resin, which accounts for 60 percent of TEGO film sales. By developing the MPF4, we managed not only
to minimize costs but also to improve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TEGO film quality – stiffness, durability
and water resistance – as well as the exterior quality of th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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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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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장벽을 허물다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Bringing Down Global Barriers with
Positive Mind and Pro-active Attitude
Global Dongwha Festival
2004년, ‘영어 지식 논문 발표’로 시작한 동화의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발표자를 향한 동화인들의 커다란 박수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최고의 이익을 기록했던 동화의 글로벌 성장 순항을 예고했다.
The Global Dongwha Festival was launched in 2004 as an English presentation contest, and it is
still held every year. The big rounds of applause given to the presenters were like the harbingers
of Dongwha’s success on the global arena with all of its business sites in Korea and abroad posting
stunning results.

글로벌 성장을 위한 영어 학습법
영어는 왜 어렵기만 할까? 본격적인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에 앞서 준비된 영어에 관한 짤막한 동영상은
동화인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회화와 청취에 집중한 반복적 연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관심 있는 내용을 반드시 큰소리로 소리 내어 연습하고,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라고 조언한다.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 글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영어 역시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연습해야 실전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연습한 대
로 활용할 수가 있다.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4인의 발표자가 이를 증명한
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외우고 또 외우며, 오랜 시간을 반복 연습한 끝에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
었다는 그들을 보며 동화인들은 영어학습에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사실과 노력만이 해답이라는 걸 다
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Mastering English for growing globally
The festival began with a video about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t posed the question,
“Why is English so hard to learn?”The video said that practicing speak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through repetition was of paramount importance. It also recommended reading interesting
parts out loud and repeating them until you memorize them. When it comes to learning, a hands-on
experience is always a faster and more effective way than learning through textbooks. The same rule
applies to learning English: you have to practice speaking as you would do it in real life so that you can
utilize your skills when necessary. The four presenters at the Global Dongwha Festival are the living
proof of this rule. They practiced and memorized their presentations for over a month in order to be
able to present at the festival. They demonstrated that learning English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techniques and that the only way to master it is by exerting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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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모아 만드는 글로벌 동화
핵심가치 실천과 동화의 해외국가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진 올해의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은 기존의 임원 평가에 청중 평가단의 점수 20%를 더하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시도했다.
네 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마다 마음 속으로 점수를 매긴 후 모바일로 투표하고 점수

Global Dongwha

를 합산하는 방식은 동화인들의 적극적인 경청 자세를 이끌어내기 충분했다.
최혜종 대리, 박지성 대리, 김준수 사원, 백지훈 대리 순으로 이어진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높은 호소력과 전달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화인들은 글로벌 동화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핵심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던 참가자들의 발표에 아낌없는 박수로
이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객석 투표 및 현장 집계를 하는 동
안 진행된 최연소 주재원 임지수 대리의 주재원 체험기는 뉴질랜드와 DNZ공장에 대한 소
개를 시작으로 20여분 간 이어졌다. 이를 통해 동화인들은 주재원 근무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을 없애고, 해외 사업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날의 대상은 청중 평가단의 점수 합산으로 인해 1점 밖에 차이가 나질 않을 정도로 치
열한 접전 끝에 결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김준수 사원과 최우수상의 백지훈 대리, 우수상
을 수상한 박지성 대리, 최혜종 대리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시각으로 동화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동화인들 역시 글로벌 동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가 되어 최고의 기술력을 향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Global Dongwha achieved through passion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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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s Global Dongwha Festival was dedicated to implementing Dongwha’s core
values and learning about other countries. The presentations were evaluated not only
by executives but also by the audience, whose opinion accounted for 20 percent
of the score. The audience had to listen to the presentations carefully and vote for
the presenters via mobile mail and later their scores were combined. The first one to
present was Choi Hye-jong. He was followed by Park Ji-sung, Kim Jun-su and Baek Jihun. Their presentations made in English sounded very appealing and were delivered
in an effective way. The audience ga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for helping
Dongwha members better understand foreign cultures and Dongwha’s core values.
During voting and ballot counting after the presentations, the youngest Dongwha
employee to be stationed overseas, Lim Ji-soo, shared her experience of working at
the DNZ factory in New Zealand. Her story helped Dongwha members to get rid of
the fear of working abroad and learn useful information about overseas business sites.
The competition among the presenters was very close, with the difference in score
between the winner and the first runner-up being just one point. The winner was
Kim Jun-su. The first runner-up was Baek Ji-hun and the second runner-up was Park
Ji-sung. Choi Hye-jong made a pledge to become a good leader by developing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Everyone in the audience made a determination to live
up to the standards of a globally renowne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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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원  동화기업 원창팀
Kim Jun-su, Dongwha Enterprise

백지훈 대리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Baek Ji-hun, Dongwha Enterprise

동화에 입사 후 느낌 점들을 바탕으로 행복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았던 유년시절의 경험을 살려 한국과 뉴질랜드의 문화차이, 뉴질랜드인과 일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화의 행복과 제 자신의 행복에 대한 연결고리를 3A(Autonomy,

는 법,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안 쓴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

Asking, A fit body)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을 잘 봐주신 것 같아

기회에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자 보드영업본부를 대표해서 책임감을 갖고 도전했습니다. 많은 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글로벌 동화의 성장에 필요한 팁을 얻었으면 합니다.

I wanted to tell the audience about three ways to discover happiness based on my realizations since joining Dongwha. I’m still new in the company, but I have found three links
between my personal happiness and the happiness of my company – “autonomy,”“asking”
and “A fit body.” The audience gave me high credit for my ambitious spirit and enthusiasm
as a young employee.

I used my childhood experience of living in New Zealand to tell the audience about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New Zealand cultures and about how to work with New
Zealanders and earn their trust. It has been a while since I spoke English, so this was a nice
opportunity to freshen up my English skills by representing the Board Sales BU. I hope that
my presentation has provided the audience with tips on how to make Dongwha a globally
recognized corporation.

대상

최우수상

1st place

2nd place
최혜종 대리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Choi Hye-jong, Dongwha Enterprise

박지성 대리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Park Ji-sung, Dongwha Enterprise
협상능력과 프로페셔널한 구매업무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영어역량 개발방법이란 주제

동화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돈보다 행

로 메모 습관, 좋은 관계 맺기, 아침을 깨우는 일일 전화영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영

복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일과 삶의 균형,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 남을 돕는 삶 실천,

어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았습니다. 동화의 사무직과 기술직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

해 제 자신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루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My presentation was about mastering English for improving negotiating and professional purchasing skills. It introduced ways to make note-taking a daily habit,
build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taking English classes via phone
every morning. I wanted to tell the audience why learning English was necessary.
I hope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me to develop and grow further as an
individual.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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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lace

In my presentation I wanted to share my tips on how to achieve happiness in
Dongwha. I classified ways to share happiness rather than money into three
categories: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camaraderie and helping others. I hope that everyone in Dongwha, including office workers
and technical staff, will be able to balance their work and personal life
and build strong relations with their co-workers.

우수상

3r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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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ngwha
Global NEWS

White MFB하면 동화 뉴질랜드!

동화 뉴질랜드사업장 MFB공장 오픈
Dongwha New Zealand, top producer of white MFBs
Dongwha New Zealand Opens MFB Factory
동화 뉴질랜드 MFB공장은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뉴질랜드 사업장의 新(신)사업 조기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다.
Early development of new business areas in New Zealand through high-quali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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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동화 뉴질랜드 MFB 공장 공사 개요
공사 기간 : 2014. 7~2015. 3 / 총 9개월(설비제작 6.5개월, 건물공사 5개월, 설치 / 커미셔닝 1.5개월)
공사 비용 : NZD 2.1 Millions
주요 설비 : 4*8 Shot Cycle Press 1기, 자동 라인 (중국 Kingway사)
생산 Capa : 282K pcs (15,600m3 / year)

MFB Factory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iod: July 2014 – March 2015 (9 months)
[Facility construction - 6.5 months, factory building construction – 5 months, installation/commissioning - 1.5 months]
Construction cost: NZD 2.1 million
Major equipment: one 4*8 shot cycle press, automated line (made by Kingway, China)
Production capacity: 282K pcs (15,600m3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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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뉴질랜드 MFB공장의 의미와 가능성으로 행사의 시작
을 알린 김원배 대표

CEO Kim Won-bae opening the ceremony with a
speech on the meaning and potential of Dongwha
New Zealand’s MFB Factory

동화 뉴질랜드 사업장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알리는 첫 보드 생산!

First board production symbolizing the new growth engine of Dongwha New Zealand

지난 4월 1일, 동화 뉴질랜드 사업장에서는 새로 증설한 MFB공장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새 MFB
공장은 2005년 동화의 뉴질랜드 첫 진출 이후 새롭게 투자했다는 점과 MDF만 생산하던 뉴질랜
드 사업장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 넣은 성장동력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동화 뉴질랜드 사업장은 더욱 개선된 기술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와 연계한 글
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 MFB공장 설립을 통해 긍정의 신
호탄을 쏘아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MFB 제품의 80%는 수출될 예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 내수 시장에서 역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
다. 동화 뉴질랜드 사업장 김원배 대표는 한국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담긴 MFB 공장이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밝은 미래를 전했다.

On April 1 Dongwha New Zealand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its new MFB factory. The new facility is a growth engine that will
breathe fresh life into Dongwha’s New Zealand business site, which
so far had only produced MDFs. It is also the first investment since
Dongwha debuted in the New Zealand market in 2005. The new
factory is expected to act as a positive factor in Dongwha New Zealand’s operations because recently it has been focusing on stabilizing its technologies and establishing global governance in cooperation with the main office. About 80 percent of MFB products are to
be exported. The domestic market in New Zealand is also growing
steadily. CEO Kim Won-bae said that MFB manufacturing will bring
more opportunities thanks to Korea’s technological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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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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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갑니다Ⅰ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한 동화인으로 거듭나다
3월 16~17일 양일간 열린 2015 동화 승진자 교육은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의
‘승진의 의미 및 기대역할’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김홍진 대표는 빠르
게 변화하는 세상의 움직임에 지속적 탐구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개
개인의 역량을 키울 것을 최우선으로 당부했다. 특히 1차 산업혁명 이후 급변
하는 세계 정세를 소개하며, 석유와 철도, 자동차의 등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
업으로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과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
으로 오늘날까지 변화한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과거에는
‘내 것’ 즉, 독점하는 것이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과 함
께 무한 정보화 글로벌시대, ‘정보공유’의 시대라는 설명과 함께 기업 비즈니
승진의 의미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으로 더욱 성장하는 동화인이 될 것을 당부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스도 공유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직은 물론 개개

Dongwha Enterprise CEO Kim Hong-jin urging the promoted employees to ponder the meaning of their promotions and hone their global business skills

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외국어 공부에도 소
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홍진 대표는 직원들과의 질

2015 동화 승진자 교육
2015 Training for Promoted Employees

글로벌 그룹으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다!

의응답을 통해 그동안의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며,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에
너지를 모아 일에 집중,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는 기대를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승진자들은 힘찬 박수로 김홍진 대표의 강
의에 화답했다.

Aiming to Become a Global Group
Honing global business skills

Part 01

지난 3월,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2015 동화 승진자 교육'
이 열렸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한 승진자들의 열띤 교육현장을 소개한다.
The 2015 training for promoted employees took place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in March.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very enthusiastic because their promotions were a result of har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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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ining, which took place on March 16-17, began
with a lecture by Dongwha Enterprise CEO Kim Hongjin on the meaning and expected roles of promotees.
Mr. Kim urged the participants to continuously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world and hone their
capabilities to respond to change as individuals and
members of their organization. He introduced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orld since the
1st Industrial Revolution, the background of the 2nd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the petroleum, railway and auto industrie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ans. He said that
in the past it was monopoly that ruled the scene in the
industrial sector, but since the advent of the Internet in
the 1990s the focus shifted to information sharing. Mr.
Kim stressed that today’s businesses are also shifting
toward “sharing.” As a result, not only organizations but
individuals as well must possess global business skills,
which include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At a Q&A
session CEO Kim shared his business experience and
expressed his hope that in 2015 all the employees would
join hands to make Dongwha a global corporation. The
participants thanked the CEO for his lecture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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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상상점프, 창의적 문제해결을 배우다
사원/대리, 과장/차장의 직급별 직무역량 강의는 한국능률
협회의 상상점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5명의 사원/대
리 승진자들은 ‘창의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로이 하며 업
무를 비롯한 일상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세스 강의에
진지하게 몰두했다. 특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
고, 이에 대한 모순분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해결
하는 과정에 집중하며 팀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강의는 단순히 강연자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젠가
등의 보드게임을 이용해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다
가설 수 있도록 했다. 팀원들이 힘을 모아 빨대와 실, 스카
치테이프를 이용한 탑 쌓기 과정은 직접 강의에 참여함으로
써 업무에서의 창의성 도출과 해결책 마련에 한층 쉽게 다
가설 수 있도록 했다.
사원/대리 직급이 논리적 사고(Logical Thinking) 중심의 창
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집중했다면, 과장/차장 직급은 문제
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Different Thinking)으로 접근하는 창
의적 아이디어 발상과 실행안 도출 과정의 강의가 진행되었
다. 일상과 업무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 승진자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를 도왔다.

Part 03
강의가 끝나고 이어진 승진축하 만찬은 최성길 전문 MC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
기에서 ‘퇴근하겠습니다!’ 눈치게임, 조별 빙고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직급, 직책 간 친

Learning to solve problems in creative ways
The lecture on the job responsibilities of various job positions began with the
Korea Management Association’s program designed to enhance employees’
creativity and logical skills. The 15 promotees learned how to set new
paradigms in creativity and solve day-to-day problems in a more creative
way. They also selected problems and held heated discussions on how to
solve them by analyzing contradictions. The lecture was held in an interactive
way to help the participants gain hands-on experience in solving problems
through creativity by playing board games and building towers with straws,
yarn and adhesive tape. Employees of lower ranks received training in logical
thinking, while employees of higher ranks learned how to solve problems by
thinking differently. They were presented with various examples from real life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how creative problem-solv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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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을 높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 열린 리더십역량 프로그램은 사원/대리
Followership, 과장/차장 Leadership Communication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승진자 교육의 마지막
은 개인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1박 2일의 교
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조직과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After the lecture, the participants gathered at dinner hosted by professional emcee Choi
Sung-gil. They played games to get to know one another regardless of their job ranks. On day
two, employees of low ranks received training in followership, while their high-ranking coworkers received training in leadership communication. The training session ended with the
participants making determinations to make a fresh start and sharing their goals. The two-day
training strengthened their resolve to hone their skills as individuals and as members of their
organization and contribute to their company’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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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raining for Promoted Employees
고운영 차장 동화기업 MDF공장
Ko Un-young, MDF Factory, Dongwha Enterprise

손일민 차장 동화기업 건장재1팀
Son Il-min, 1st Construction Materials Team, Dongwha Enterprise

차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진 만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조직에 이름을 남길 수

승진이라는 것이 조직생활에 있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어 리

감도 커져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승진교육을 통해 변화와 혁신, 창의성에 대해 스스로 체

프레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성을 기하는 엔지니어 분야에서도 창의성 교육이 많은 도움

계화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5년 영업매출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개인보다 조직의 목표를

이 될 것 같습니다.

위해 팀장님 보좌 및 팀원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As a deputy chief I want to leave a trace in my organization and demonstrate my skills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 Today’s lecture on creativity was a very refreshing experience as it was
held in a relaxed atmosphere. It will also help me perfect my engineering skills.

Promotions are the biggest motivation in career. I am happy to have been promoted,
but I am also feeling more responsibility now. This training session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me to further develop my innovation and creativity skills. I will help my team
manager and teammates to achieve our 2015 sales goal and will place a priority on the
team rather than on my personal goals.

Interview

김도현 대리 동화기업 MDF공장
Kim Do-hyun, MDF Factory, Dongwha Enterprise

전수진 사원 동화기업 원재료2팀
Jun Su-jin, 2nd Raw Materials Team, Dongwha Enterprise

책임감이 커짐에 따라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사원 때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다시금 일상과 업무에 대한 활력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성을 깨우는

받았다면, 앞으로는 오늘 교육을 밑거름삼아 프로답게 현장 업무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이론과 실질적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의 각오로 구매업무 기초를 탄탄히 하며 구매

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중 모순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업무와 일상생활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담당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 am feeling more responsibility now. Before being promoted, I received much help from
my co-workers, but from now on I will try to become a leader at my workplace like a genuine professional. The contradiction analysis that we learned during the training will help me
a lot to solve problems at work and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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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aining session reinvigorated me in daily life and in terms of work. Above all, i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learn about creativity in theory and in practice. I will continue to develop my
skills in materials purchasing by strengthening the basics.

박형진 과장 동화엠파크 운영기획팀
Park Hyung-jin, Management Planning Team, Dongwha M-Park

최상호 과장 동화기업 경영계획수립 TFT
Choi Sang-ho, Management Planning TFT, Dongwha Enterprise

일상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배운 창의성 교육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협업하며 탑 쌓는 것

이번 교육을 현업에 적용,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업무에서도 동료들과 협업하며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무엇보다 현업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탑 쌓는 과정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인 신규 M1단지 현장팀으로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

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소통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

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중간관리자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Today’s creativity training will be of great help to me in daily life and in my relations with others.
The tower-building game, which required teamwork, was especially impressive to me. I hope
that from now on I will be able to better collaborate with my co-workers. I will do my best as a
person in charge of the M1 complex, which is to be built soon.

Thanks to this training session I will be able to solve work-related problems in an easier
way. It was of great help to hear examples from real life. When playing the tower-building game, we learned how to devise strategies and generate results by discussing the
problem together, which inspired me to think about my job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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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CS교육

함께 만드는
동화엠파크 고객만족 워크숍
Customer Satisfaction Workshop for
Dongwha M-Park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단지인 동화엠파크가 중고차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엠파크 CS팀. 언제나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웃음 가득한 교육현장을 찾아갔다.
Dongwha M-Park’s Customer Satisfaction Team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Dongwha M-Park the largest used car complex in Korea and the hub of the used car business.
The CS Team recently held a workshop where it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meeting
customer needs and providing them with high-quality services.

The workshop began with ice breaking and
greeting. The participants first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to their co-workers and held a
discussion on what would happen if Dongwha
M-Park did not have the CS Team. Being in
charge of customer service in different divisions,
the participants quickly found common ground
and held heated discussions. They used their
sense of humor to demonstrate their work duties
and work-related stress levels, arousing hearty
laughter and appreciation.
The goal of the workshop was to help the
participants understand the meaning of customer
satisfaction from the standpoint of customers
and inspire them find answers on their own.
They discovered the importance of their work
responsibilities by observing customers’ behavior
and putting themselves into their customers’
position. The training intended to induce the
participants to make realizations on their own
and speak their hearts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uine meaning of customer satisfaction.
After the workshop the CS Team said that they
had learned how to provide customer service
with sincerity and why their job was so important.
They also gained confidence in their role as a link
between M-Park and its customers.

조별 인사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문을 연 교육은 ‘너에게 보내는 땡큐 카드’로 본격적인 마음 속
감정들을 나누며 시작되었다. CS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이란 질문에 대해 고민하
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업무는 다르지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던 그들
은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진솔한 대화로 교육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공감 어린 탄성과 커다
란 웃음이 뒤섞였던 현장 공유 과정은 모두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지 엿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이날의 핵심은 고객의 입장이 되어 CS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자발적으로 해답을 찾는 것. 그들
은 고객의 행동을 살펴보고,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며 제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다. 자발적 참여를 통
해 스스로 생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교육은 가슴 속 깊이 담겨있던 이야기들을 이끌어내
며 CS 본질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었다. CS팀은 교육을 통해 진심 어린 서비스가 무엇이고, 왜 필요
한지 생각해보는 기회였다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고객과 엠파크의 귀중한 연결고리인 엠파크 CS팀. 현장 스태프가 없다면 결코 박수가 나올 수 없
다는 말처럼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달았던 이날 교육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
된 엠파크로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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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OP 시스템 구축

균형적인 예측으로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성과
Results Produced through
Solidarity

S&OP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툴입니다. 쉽게 말해,

Q

S&OP가 왜 필요한 거죠?
S&OP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좀 더 효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고객부터 수주, 생산,

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업, 생산, 물류 등 모든 부서가

출하, 서비스 등 모든 생산 및 공급 과정을 뜻하는 서플라이 체인의 혼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회사의 종합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

연일체화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죠.

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체
계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S&OP입니다.

A
S&OP Project
Sales

What is the S&OP project?

It’s a tool for achieving our common goals. In a nutshell, it’s
a tool for enhancing work efficiency. The project is aimed at integrating the entire supply chain, which includes customers’ orders,
production, shipment and service.

Operation

A

Why do we need S&OP?

S&OP is not a new invention. It’s simply a process of rais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work processes. For example, sometimes
a company’s overall performance falls short of expectations even
though all of its teams – business development, production and logistics – work hard. With the help of the S&OP project, the company
can improve on its inefficiencies and yield systematic and stable
results.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동화는 S&OP(Sales & Operations Planning)를 통해 최적의 역량과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판매
(Sales)와 운영(Operation)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말하는 S&OP 프로젝트는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호철 팀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1명이 모였다. 동화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더 나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S&OP TFT의 리더 이호철 팀장에게
S&OP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To maximize its capacity and produce the best results possible, Dongwha has launched the
S&OP (Sales & Operations Planning) project. Its goal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sales and operations, and it will be carried out for four months by a team of 11 experts
led by Team Manager Lee Ho-chul. We sat down with Mr. Lee to ask him about the project and
its expected results.

Q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첫째,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결품과 운영재고 감소 및 불필

Q

동화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S&OP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업무로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요한 낭비가 제거되어 사업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궁

지만, 그 안에는 동화인의 자발적 참여와 진정한 화합이 밑바탕 되어야

극적으로는 매출액이 증대되고, 운영비용이 줄어 수익이 극대화되는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가 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

것이죠.

기 때문이죠. 이번 S&OP 프로젝트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 공

둘째, S&OP가 적용되면 업무의 전후 과정을 알게 되어 자신의 업무

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식이 회사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
의 업무가 회사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

How does it work?

First off, S&OP reduces product shortages, inventories and
waste based on strong communication within the company, which
in turn helps the company become closer to its business goals. In
the end, its sales revenues start growing, while its operation costs
decrease, resulting in higher profits. Secondly, S&OP allows employees to check firsthand how their work contributes to the company’s
performance and what effect it p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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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at would you like to say?

Although the S&OP project seeks to maximize
work efficiency and improve Dongwha’s performance, it can only be successful if it’s based on
ou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genuine solidarity. As you all know, we can produce
a bigger synergistic effect when we
join hands. I hope that the S&OP project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responsibilities of our co-workers and
strengthen ou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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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사업장으로 복귀한

글로벌 동화의 성장동력 3인을 만나다
Three Dongwha Members
Who Just Returned from Overseas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동화에는 수많은 주재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동화의 혁신 문화와 성장 DNA를 전파하며 글로벌
동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초,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화의 해외사업장에서 주재원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3인에게 낯설고 설랬던 주재원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복귀가 결정됐을 때, 전체 직원들이 송별회를 해줬습니다. 그때 선물 받은 액자입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만 역시 같이 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들이 가장 생각나더라구요.

Before returning to Korea, I held a farewell party with my co-workers. They presented me with a picture frame. I have many memories about my stay in Australia, but most of all I miss my co-workers, who worked hard with me.

최민석 대리 동화기업 원재료1팀
동화팀버스(호주) 근무
Choi Min-seok, 1st Raw Materials Team, Dongwha Enterprise
Returned from Dongwha Timbers (Australia)
일하는 문화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로의 업무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함께 공유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경계
선이 매우 명확합니다.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받는 경우도 드물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
면 단합해서 열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재원에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 전문성이 없다면 주재
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이 있을 때 적응도
더 빠르고, 일도 잘할 수 있게 되구요. 뚜렷한 목표를 정해 열정을 다한다면 현지 적응은 물론 업무에 있
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넓은 시야를 얻은 덕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
습니다. 주재원은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화팀버스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주재원분과 각국에서 동화를 빛내고 계
신 모든 주재원분들 파이팅입니다!!

I felt enormous difference in the work culture. In Korea we usually collaborate closely with
one another, but here people set clear boundaries in terms of work. It’s hard to see employees
helping others with work or receiving someone else’s help. When we had problems, I had to
try hard to instill my co-workers with the willingness to pull together to find solutions. I believe
that employees stationed overseas must be professionals. No matter how good your foreign
language skills are, you cannot fulfill your role without being professional. When you possess
professional skills, you can adapt faster and perform better. As long as you have clear goals and
are passionate about your work, you can better adapt to your workplace overseas and fulfill
your duties. While working in Australia, I was able to broaden my perspective, which helped
me adapt faster to the new environment and learn my new work responsibilities. It was an opportunity for self-development and growth. If you have such an opportunity, don’t miss it, and
always be prepared for it.
Cheers to all the employees stationed at Dongwha’s overseas business sites, including Dongwha Timbers, where Dongwha members do their utmost to achieve their common goals!
A large number of Dongwha employees are stationed overseas. They act as the messengers of Dongwha’s innovative culture and growth
strategies, and contribute greatly to realizing its potential. We met with three Dongwha members who returned to Korea from overseas
business sites early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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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제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따야 했습니다. 문제집

뉴질랜드 팀원들이 한글로 써준 롤링페이퍼가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사람

도 없는 400페이지짜리 교본을 통째로 외워서 땄던 운전면허증이죠. 살면서 이렇게 공

들에게 물어보며 한 자 한 자 작성했을 그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더없이 고마운 선물이

부했던 적이 있나 싶더라구요.

란 생각이 듭니다.

When I went to New Zealand, I had to get a driver’s license. I was able to pass
the test by memorizing a 400-page textbook. I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I
studied so hard in my life.

My New Zealand co-workers wrote something for me in Korean on a sheet of
rolling paper. It was just simple words, but they wrote each letter with extra
care, making it a precious gift for me.

임지수 대리 동화기업 경영기획팀
동화 뉴질랜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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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과장 동화기업 조직개발팀
동화 말레이시아, 동화 뉴질랜드 근무

Lim Ji-soo, Management Planning Team, Dongwha Enterprise

Park Jong-won, Organization Development Team, Dongwha Enterprise

Returned from Dongwha New Zealand

Returned from Dongwha Malaysia & Dongwha New Zealand

최연소 주재원이자 실무자로서 실무와 함께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조율하는 역

중요한 것은 환경에 맞춰 나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외형적인 차이나 주재원

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 간의 이해와 관점에 따라 같은 사실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친해지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환경에 뛰어들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선입견을 깨뜨리며 소통의 중요성과 균형적

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하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주재원 파

인 관점을 갖게 된 계기였죠.

견을 앞두고 있다면, 서적이나 검색을 통해 역사나 풍습, 문화 등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

언어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에는 언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습니다.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평소 관계나 업무 진행에 큰 역할을 하기

다. 그래서 6개월간은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했습

도 합니다.

니다. 완벽한 언어보다 소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통은 아

말레이시아 근무 당시 국내와 같은 핵심우수인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흔치 않

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 개념이라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았을 뿐 아니라 현지 반응도 매

주재원이라는 포지션을 업무 확장이나 발전 기회로 봤으면 합니다. 섣불리 실익을 따지거나 개인적인 판

우 좋습니다. 주재원 근무를 하다보면 맨땅에 헤딩하듯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습

단을 하게 되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것이 중요

니다.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큰 보람과 성과를 얻게 됩니다. 더불어 넓은 통찰력도 생기

합니다. 말 한두 마디 안 통했다고, 다른 문화, 가치관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구요. 이렇게 쌓은 경험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동화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직무 스

만 주재원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킬이 됩니다.

As the youngest, working-level employee, I was in charge of communication with the main office
and coordination. I realized that different teams analyze and understand facts differently. Through
my experience I learned the importance of doing away with bias, maintaining communication and
developing a balanced perspective. When it comes to language problems, you have to use your
willingness, not technique. I faced multiple problems because of the New Zealand accent. During
the first six months I carried a pen and a notebook with me to express my thoughts in drawing
when I couldn’t remember how to say something in English. Getting my thoughts across was
more important than speaking a perfect language. Once the door of communication was open,
there were no more problems with communication. My advice to you: think of being stationed
overseas as an opportunity to expand and hone your work skills. If you rush to a conclusion based
on your calculation or personal judgment, you will miss a valuable opportunity. It is also important
to endure hardships under any circumstances. Only if you don’t give up just because people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or because you feel you’ve been ignored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values can you fulfill your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e stationed overseas.

Changing yourself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is of paramount importance.
It is natural that at first you have a hard time bonding with people due to outward differences and just because you were stationed to work overseas. Be the
first to approach your foreign co-workers and dive into their cul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way of thinking. If you are to be stationed overseas soon, find
information in books or on the Internet about the history, customs and culture of
the country you’re about to visit. Even these trivial things will be of great help in
developing relations and working with people in the foreign country. When I was
working in Malaysia, I oversaw training for outstanding employees, similar to the
one provided in Korea. At first it faced many difficulties because such training was
not common in Malaysia, but now it has taken firm root and is receiving a positive response from the locals. You have to overcome hurdles one step at a time. It
may be difficult, but it is very rewarding. It also helps you develop an insight and
acquire work skills that can be applied at any of Dongwha’s business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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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eam
Dongwha
듣고 싶었습니다Ⅱ

창립기념식에서 기술직 분야 Great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한
신양호 기술주임 현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며 생산부문 총괄을 담

다이나스팀 사용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Raising productivity by improving the use of DynaSteam

당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2014년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며 다이나스
팀 Operation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절감에 큰 공헌

EO 13형(Type EO13)

EO 15형(Type EO15)

을 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진행된 것이었다. 특히 화학원재료 절감 기

24th 생산량(m3)
24t Output(m3)

24th 생산량(m3)
24t Output(m3)

여에 있어 특성을 스스로 공부하여 표층수지변경에 따른 함지율 관
리 및 EMDI 투입라인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에 타의 모범이 되었다

2.8% up

는 평이다.

생산성향상

그는 지난 해 이슈였던 보드 상부 표면불량(갈라짐, 물결무늬)을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후 다이나스팀 상부벨트와

843

820

2.9% up
생산성향상

785

763

매트 사이에 간격을 두고 생산함으로써 표면불량을 해결하고 PB1공
장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
다. 신규설비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매뉴얼의 이해가 없었다면 어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려웠을 결과다. 주위 동료들은 신양호 기술주임의 다정다감한 인품
과 열정적인 근무 자세를 칭찬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는 사
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지난 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단첨가제 투입량감소, 저가 원
재료인 가구재, 임지폐재 투입량 증대, 화학원재료 투입량 절감 등

Great Achievement Award 수상자 _ 기술직

뛰어난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 받는 현장관리자
신양호 기술주임
Outstanding Performance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Coworkers
Best Field Manager - Sin Yang-ho
북성동에서 만난 대성목재 PB공장 신양호 기술주임은 Great Achievement
Award 개인부문 수상 소감에서 연신 가족 같은 동료들이란 단어를 언급했다.
지난 한해, 소그룹 리더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한 그의 모습이 작은
덩치에도 듬직해 보이는 건 책임감과 탁월한 리더십 때문일지 모른다.
We met with technician Sin Yang-ho of Daesung Wood’s PB factory, the
winner of the Great Achievement Award in the individual category, at his
busy workplace in Bukseok-dong. During his brief interview, the phrase
that he used the most was, “My co-workers are like family to me.” Last year
Sin Yang-ho carried out various innovative activities as the leader of a
smal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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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아이디어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날카로운 관
찰력과 끈기있는 업무추진 능력은 동료는 물론 동화의 변화와 혁신
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신양호 기술주임과의 만남은 현장관리자로서 뿐 아
니라 다양한 소그룹 과제리더로서 앞으로의 큰 역할을 기대하게 만
들었다.

At the ceremony marking Dongwha’s founding anniversary Sin
Yang-ho received the Great Achievement Award, the top honor
in Dongwha. As a person in charge of field management in the
manufacturing division, in 2014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nhancing productivity and cutting costs by improving DynaSteam operations. He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chemical raw
materials on his own to minimize their use by managing resin
content according to changes in surface resin and by improving
the EMDI line.
Sin’s co-workers say that his caring and enthusiastic personality
and work attitude make him their role model. They also laud him
for his willingness to learn new things. He continues to generate ideas on how to reduce the use of additives, increase the
use of cheap furniture and waste materials, and curb the use of
chemicals as much as possible. Sin resolved the issue of board
surface defects (cracks and wave patterns) by creating an interval between the upper belt of the DynaSteam and the mat, and
contributed to maximizing revenues by raising output at the 1st
PB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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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대리는 현재 동화기업 보드영업본부 보드영업3팀에서 디자인보드를 비롯
한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고수익 동화 패턴과 고친환경 프리미
엄 제품의 판매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며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이는 그의 영업 핵심인 밀착 영업이 만든 결과였다. 이를 통해 기존 대리점과의 돈
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내 육성 가능한 신규 대리점을 찾으며 얻은 성과였다.
그는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에 대해 “소통하고 오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라 말했다. 간략한 이 말 속에는 월초, 중, 말 진행되는 매출회의에서 팀장님과의

2014년 목표대비 169%의 실적으로
최고의 영예를 거머쥔 박지훈 대리의 성과

Assistant Manager Park Ji-hoon’s achievements
that earned him the top prize for attaining 169
percent of the 2014 business goal
[단위: 매수]

176,682

소통,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가를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모

169% 초과 달성

색하는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고객과의 신뢰를 포함하고 있
다. PB, MDF, MFB, LPM 등의 다양한 제품에서 고른 성장으로 매출액을 증대시킨
것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영업방식이 주요했을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업맨

104,815

의 마인드를 강조했다.
‘판매왕 빌포트’처럼 인내를 강점으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을 우선시하는 박지훈
대리는 스마트 업무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후회를 만
들지 않도록, 일정관리 및 TO DO LIST 작성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
이다.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 데이터를 찾아보고 매출 증가를 고민하
는 그는 영업을 위해 휴대전화도 배터리 일체형에서 교체형으로 바꿨다. 30만 킬

목표

실적

[PB] 목표

[MDF] 목표

107% 초과 달성

212% 초과 달성

로미터를 훌쩍 넘은 자동차와 함께 그의 노력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가화만사성
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도 동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

[단위: 입방]

력할 것을 약속했다.

Great Achievement Award 수상자 _ 사무직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스마트 영업맨
박지훈 대리
Smart Salesman Who Builds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ssistant Manager Park Ji-hun
창립기념식에서 사무직 분야 Great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한
박지훈 대리. 창사 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했던 동화의 지난해 성과에
미약하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는 그는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The winner of the Great Achievement Award among office workers is
Assistant Manager Park Ji-hun. He says he is happy to have been able
to contribute to Dongwha’s revenues, which last year recorded the
highest level since its f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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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tunned his co-workers by surpassing all his business goals. He is in
charge of Dizainboard and other product sales in the 3rd Board Sales Team
of Dongwha Enterprise. Last year he surpassed the sales targets for lucrative
Dongwha patterns and eco-friendly premium products, which had earned
him the top honor. His feat was a result of a buyer-focused selling technique,
which enabled him to strengthen ties with existing partner-stores and develop new, promising partnerships.
Park summarized his successful sales strategy in three words – “communication,” “open mind” and “swift response.” They refer to the smooth communication with team managers at sales-related meetings held three times a
month, price negotiations and responses in line with rapid market changes,
and above all – rock-solid customer trust. It was Park’s sales technique that
maximized the sales revenues of particle boards, MDF, MFB and LPM products
based on their balanced growth. Park defines his mind-set as a salesperson
as following: “Like the renowned salesman Bill Porter, I want to continue to
press on with perseverance by visiting customers and providing them with
consultations. I want to do business in a smart way.” Rather than regretting
having not done something due to the lack of time, Park tries to manage time
well by checking his schedule and “to do list” on a regular basis. If he still lacks
in something, he analyzes past data to come up with ways to maximize sales.
He used to have a mobile phone with a built-in battery, but he replaced it with
the one that has a removable battery so that he can use his phone longer. His
car mileage, which is well over 300,000 kilometers, serves as further evidence
of his hard work. Park says he always keeps in mind the proverb, “When your
home is harmonious, all goes well.” Park says he is determined to continue to
do his best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for Dongwha.

40,803

8,242

37,969
3,89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영업의 발판을 만든 KTX 열차표가 영업 노하우
라면 노하우라 전한 박지훈 대리

Award winner sharing the experience of using bullet train services during business trips between Seoul and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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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DW 닐라이 비상대응팀, 2일간의 훈련일지
DW Nilai Emergency Response Team 2-days Training

DFB 비상대응팀(ERT)은 비상(응급) 상황 시 해당 돌발 사항에
대한 확실한 관리 및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Jabatan Bomba
dan Penyelamat Malaysia 및 Negeri Sembilan Fire and Rescue
Department (Negeri Sembilan 소방구조대(부))와 함께 3월 10일
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화재 진압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단기간 훈
련 코스를 구성, 진행하였다.
해당 훈련은 Negeri Sembilan Fire and Rescue Department
(Negeri Sembilan 소방구조대(부))의 전문 트레이너와 소방관들
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인명 구조 훈련 및 기본 지원 훈련의
차원에서 화재 안전 훈련, 비상 대피 훈련, 응급 화재 훈련, 이송
훈련, 구조 활동 훈련, 초기 대응 훈련 등의 훈련 과정으로 진행
되었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총 19명이 해당 과정에 참가하였다.
훈련은 직원들이 화재 진압 도구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응급 상황 시 전사가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집중했다. ERT 팀의 각 구성원들은 직원들이 훈련의
기본 전제(조건)와 공장(시설) 및 화재 진압 도구의 설치, 유지 및
관리,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들을 직접 보여주며 이를 이해하
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훈련의 목적과 ERT 팀의 역할
또한 지도하였다.

In order to ensure DFB Nilai Emergency Response Team
(ERT) to handle and manage situ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DFB Nilai ERT in collaboration with Jabatan Bomba
dan Penyelamat Malaysia, Negeri Sembilan (Negeri Sembilan Fire and Rescue Department) had organized a 2-day
short-term training course on “FIRE FIGHTING & FIRE PREVENTION” on 10th and 11th March 2015.
The course is conducted by qualified trainer and fire fighter
from Negeri Sembilan Fire and Rescue Department. The
training involved fire safety, emergency evacuation training,
fire emergency, marching, rescue operation, first respondent
in life saving training and basic life support training. Total 19
participants from various department has attended this
course.
The objective of the programme is to familiarize employees
with the use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enable Company to act immediately and effectively during emergencies. Aside from that, each ERT members also taught about
objective and role of an ERT while enabling employees to
understand and expose them to the proper procedures of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usage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plant and premises.

DW 닐라이 Broga 언덕 정복기
DW Nilai Conquering Broga Hill

3월 14일 토요일, 여러 부서에서 모인 16명의 직원들로 이루어
진 DW 닐라이 사업장 일행이 Semenyih에 있는 해발 350m의
Broga 언덕 등반에 성공했다. 그들은 DW 닐라이의 메인(주) 사
무실에 모여 오전 6시 30분에 모두 함께 언덕 기슭으로 이동하
였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 정상을 향한 등반을 시작하였다.
1시간 15분 후, 일행은 언덕 꼭대기에서 Semenyih 마을의 장관
을 감상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
다. 모든 참가자들은 해당 이벤트 참여를 통해 큰 기쁨을 느꼈으
며, 앞으로 닐라이 사업장에서 더 많은 등반 도전이 이루어지기
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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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Saturday, 14th March 2015, a group of 16 employees
from various department of DW Nilai succeeded in climbing
Broga Hill in Semenyih, at a height of 350 meters. The group
gathered at DW Nilai main office at 6.00 a.m and moved together to the base of the hill at 6.30 a.m.
The group arrived at base of the hill around 7.15 a.m and
started climbing at 7.30 a.m. One hour and fifteen minutes
later, they arrived at the summit just in time to enjoy the
spectacular view of Semenyih Town from the top of the hill.
Half an hour later, the group descended down the hill. All
the participants were delighted to join this event and hoped
that Nilai will organize more climbing challeng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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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015년 동화기업 건장재 대리점 사장단 워크숍
Workshop of Dongwha Enterprise’s Construction
Materials Partner Store CEOs

봄기운이 만연했던 지난 3월, 제주도에서 동화와 신뢰로 함께하

이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 대리점 대표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

는 우수 대리점 사장단 워크숍이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와 포상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최고의 실적을 축하하는 Best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좋은 성과로 성장해나가는 동화의 사업

Performance 수상은 ㈜우인하우시스 최종기 대표에게 그 영광이

을 이끌어온 대리점 사장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15년에도

돌아갔다. 강화마루부문에선 ㈜조일의 엄정윤 대표가, 강마루 부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

문에선 ㈜동화우드 고인호 대표, 디자인월 부문에선 ㈜아이엔코

다. 행사의 시작을 열어준, 건장재 영업본부 이길용 이사는 “작년

리아 류성호 대표가 수상했다. 끝으로 뛰어난 성장성을 보인 우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각 대리점에서 많은 노력과 협

수 대리점 시상인 M.I.P(Most Improved Player)시상에는 서영하

조로 높은 성과를 달성해주신 대리점 사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징 나국환 대표와 동화자연마루 김해점 허강 대표가 각각 수상

감사드리며, 대리점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지원으로 신뢰로 쌓아

의 영예를 차지했다. 2박 3일의 여정은 제주도의 봄을 한껏 담은

가는 문화를 만들 것”을 전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핵심사업에

한라산 등반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마

대해 경쟁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성장 가능한 품목을

음 한 뜻으로 뭉친 동화기업 건장재 대리점 사장단들의 모습에서

발굴하여 미래에도 함께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지속할 것을 강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더 큰 고객만족을 이뤄내는 힘찬 한 해

하며, 모든 대리점이 본사와의 신뢰로 올해 세운 목표들을 달성

가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Back in March a three-day workshop was held on Jeju Island
for the CEOs of Dongwha’s best partner stores. The event
took place in the scenic natural environment of Mount Halla.
The goal of the workshop was to express gratitude to the
CEOs for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over the past one
year and encourage them to post excellent results in 2015 as
well. Construction Materials BU’s Sales Director Lee Kil-yong
started the workshop by expressing thanks to the CEOs for
their arduous efforts and cooperation last year despite the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He said that in 2015
Dongwha will provide active support to its partner stores
and will build mutual trust. He also added that this year
Dongwha aims to maximize its competitiveness in the core
business areas and services, and will continue to unearth
business items with strong growth potential in order to develop new products in cooperation with the partner stores.
Director Lee expressed his hope that this year all the partner

stores will attain their new goals based on the solid trust between them and Dongwha.
At the workshop the CEOs of the best-performing partner
stores received rewards and appreciation plaques. The Best
Performance award went to Wooin Hausys CEO Choi Jongki. In the laminate flooring category the top prize went to
Choil CEO Um Jung-yun, in the engineered wood flooring
category the winner was Dongwha Wood CEO Ko In-ho, and
in the Dizainwall category – IN Korea CEO Ryoo Sung-ho.
The Most Improved Player prize, which is given to stores that
achieve outstanding growth, went to Seoyoung Housing
CEO Na Kook-hwan and Dongwha Nature Flooring Gimhae
CEO Huh Kang.
The workshop inspired the CEOs of Dongwha’s partner
stores to pull together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s set for
this year and reach a higher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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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58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60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64 4인의 우수제안왕이 말하는 혁신 생활화!

Core Value
인재중시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동화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지금의 동화가 있는 법.
오늘도 현장에선 높은 성과와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혁신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절감 7억원/년
’14년 분임조 혁신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14년 3개 분임조 8건 과제수행)

원가절감

41억(9.3%)
15-15 (’15년까지
제조원가 15%
절감하는 활동)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4.3%

LNG비용절감

’13년 대비
’14년 4.3% 향상

3.3억/년

에너지 절감 2억원/년

MDF공장 보일러 잉여스팀을
수지1공장에 공급

분진수급 안정화를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동화기업 보드생산본부 MDF2공장

고성과 단체부문 수상
핵심가치 단체부문 수상
동화기업 가공보드생산본부 강화마루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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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절감

여유 CAPA를 확보

2014년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제조원가 절감에 기여

여유 CAPA를 확보하여 영업의 니즈 충족 및
비수기 대비 라인가동 대체품목 발굴
(2015년 현재 1호기 생산성 향상 혁신과제 활동을 통한
강마루 가공으로 제조원가절감에 기여 중)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 동상

혁신과제 페스티벌 1위

강화마루공장 혁신과제 2014년 8월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 동상수상

강화마루공장 혁신과제 2015년 2월
혁신과제 페스티벌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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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신뢰

끈끈한 신뢰로 향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서막
Mentoring Program Aimed
at Bolstering Trust

60

GREEN DONGWHA MAGAZINE

어색했던 멘티와 멘토의 첫 만남. 빙 둘러앉아 맞잡은 손과 달리, 마주친 두 눈은 오갈 데 없이
방황한다. 쑥스러운 미소로 가득하던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강의장에 온기와 웃음이 쌓이자,
멘토와 멘티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의 동화가 되었다.
The first encounter between the mentees and their mentors was quite awkward. Although
they all sat in a circle and held each other’s hands, they had a hard time maintaining eye
contact. But after a few moments of laughter and an exchange of warm words, they bonded in n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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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떨리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심장 떨리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Our hearts beat fast when we anticipate good results.
When your heart beats fast for a long time, it means that you can look forward
to good results.

주고 받는 눈빛에서 더욱 단단해진 연결고리

다름의 이해로 다양성의 시너지를 높이는 MBTI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

수많은 성공 관련 서적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관리기술과 대인관계기술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

그램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었다. 동화 컬처빌리

고 이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MBTI(Myers-Briggs

지에 모인 37명의 멘토와 멘티는 원을 그리듯 둘러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

Type Indicator)는 4가지 선호경향을 통해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자기 보고

무르고, 손금과 관상을 보았다. 가벼운 수다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긴

식 성격유형지표다. MBTI의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

장을 풀기 위해서였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커지는

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차이를 이해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웃음소리를 따라 서로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

멘토와 멘티는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유형을 확인한 후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간데없이 사라졌다.

고민했다. 모든 것을 고정관념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고, 소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가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청과 질문으로 상대방에 따른 해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

그들은 게임 시작에 앞서 손을 모으고 파이팅을 외치거나, 눈치게임에 무

었다. 더불어 항상 경청의 뜻을 염두에 두고, 관심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슨 숫자를 외칠지 함께 작전을 짜면서 화합을 이루어갔다. 주고받는 눈빛

이번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변화와 성장의 근본이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에서 멘토링이란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졌다는걸 알 수 있었다. 이는 역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전과 재역전을 넘나들던 게임의 승리보다 더욱 값진 성과였다. 이후, 그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5개월간의 멘토링 활동 역시 이 인연을 바탕으

은 쉬는 시간에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대화의 꼬리를 이어갔다.

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Stronger connection

MBTI : Higher Synergistic Effect by Embracing Differences

The goal of the mentoring program is to help Dongwha’s new employees, who had won a fierce competition to land their jobs, to
better adapt to their new workplace and grow as its valuable human resources. The program began with brief self-introduction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he 37 mentors and mentees, who
gathered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sat down in a circle to
chat, massage each other’s shoulders and read each other’s palms.
This was done to help the participants break the ice, and it worked
instantaneously. While playing games, the participants laughed
louder and louder as time went by, becoming closer to each other.
When it comes to games, horizontal relations work better then vertical in order to achieve good results. Prior to playing games, the
participants shouted slogans and discussed their tactics. This kind
of exchange helped them strengthen their connection, which was
a bigger feat than the outcome of the games. At recess, the participants continued their interactions as if they had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Many books on how to succeed teach self-management and social skills. They also stres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people’s psychology. The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is a psychometric questionnaire that classifies people’s personalities and behaviors
into 16 types based on four psychological preferences. The core concept of the MBTI is to
embrace differences and understand others by distinguishing one’s personal emotions
that may cause conflicts and maintain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 mentors and their mentees took the MBTI test to check their personality types and
find out how they can better adapt to their organization. Doing away with stereotypes
and developing a new perspective is not easy. After the session the participants felt more
mature emotionally, as they had learned about one another by listening and asking questions. They also made a pledge to always listen to what others have to say and never stop
caring and doing their best. The mentoring orientation taught them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which serves as a foundation for change and growth. They also learned that
genuine change and growth begin when you listen carefully to others. The mentoring
program will be held for five months to help the mentors and the mentees to grow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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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변화와 혁신

4인의 우수제안왕이 말하는 혁신 생활화!
Idea Kings Share Ideas on
How to Make Innovation Part of Daily Life

글로벌 동화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혁신 생활화’다.
역대 최고의 제안건수를 기록했던 우수제안왕 4명이 생각하는 혁신 생활화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One of the major goals of global Dongwha is to make innovation a part of everyday life.
Dongwha’s four “idea kings” shared their ideas on how to make innovation a part of everyday life.

1위_이상현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2위_한기섭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제안점수 511점 / 제안건수 217건)

(제안점수 402점 / 제안건수 185건)

혁신의 시작은 일상에서의 발견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마음

“혁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장에서의 개선이 곧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변화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인

혁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니까요. 혁신이 그러하듯 개선 역시 어느

식하고 있음에도 유지하려고만 해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

부분을 고치려 할 게 아니라, 안전, 설비 트러블, 생산 저해 요소

다. 틀에 박힌 생각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면 개선의 해결책이 나

등 일상 근무에서 불편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는 데

오지도 않구요. 외주 제작비용 소모가 큰 MDF2 D/F 로터 안내링,

서 시작합니다. MFB4호의 개선 역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장

안내깃을 분말코팅으로 재사용하게 된 개선 사례도 변화를 시도

비를 가동해보니 생산량이나 속도, 안정성에 있어 만족스러운 성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디에서 데드타임이 발생하는지

말처럼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

하나하나 체크하며 지속해서 관찰하고, 시설팀과의 협력을 통해

고 시도해야 합니다.”

최적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2nd place_Han Gi-seop Facility Support Team,

1st place_Lee Sang-hyun Processed Board Factory,

Dongwha Enterprise (402 points for 185 proposed ideas)

Dongwha Enterprise (511 points for proposing 217 ideas)

What matters most is the willingness to change

Innovation begins in daily life

“To innovate, it’s important to be willing to change. If you
just stay complacent even after detecting problems, nothing will change. You cannot make things better by refusing to think outside of the box. Our efforts to recycle rotor
guide rings and guide vanes for the MDF 2 D/F, which cost
a lot to outsource, by coating them with powder turned
out to be a success because we attempted change. As the
saying goes, “Failure is the Mother of Success.” To make a
change, you have to constantly think of ways to solve problems and try to implement them.”

“I wish people didn’t think of innovation as something very
difficult. Improvements that we make in daily life are none
other than part of innovation. Like innovation, improvement also begins from the discovery of inconveniences in a
workplace, such as safety issues, technical glitches and factors undermining productivit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one aspect only. The improvement of the MFB4 also began
that way. When the equipment was operated, its output,
safety and speed were far from satisfactory. We identified
the factors causing “dead time” and monitored them continuously. By collaborating with the Facility Team we were
able to achieve the highest level. When you are always prepared, solving problems is ea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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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_김성수 동화기업 보드화학팀

4위_권병욱 대성목재 품질관리팀

(제안점수 371점 / 제안건수 194건)

(제안점수 365점 / 제안건수 217건)

꾸준히 바꿔나가는 노력

작은 개선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지는 혁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큰 혁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개선이 하나하나

하나둘 바꿔나가다 보면 결국엔 큰 성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르

연결되면서 큰 혁신을 이루는 것이죠. 방산량을 측정하는 퍼포

말린 생산온도조절용 바이패스 설치가 그 예입니다. 기존 설비로

레이터법에 톨루엔이 사용되는데,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

40도(℃) 이상 온도를 포르말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팀을

죠. 이에 퍼포레이터룸을 설치하여 냄새를 제거하였습니다. 동시

주입하여 온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

에 온도 유지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효과

에 이르렀죠.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온도를 올릴 수 있을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증류수를 항온항습실

까 고민하다 다른 곳의 뜨거운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

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온도변화를 없앰으로써 더욱 높은 정확도

다. 지금은 언제든 원하는 온도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구요.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개선을 통해 일률적인 방산량 채취

평소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라는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4th place_Kwon Byung-uk Quality Control Team,
3rd place_Kim Sung-soo Board Chemical Team,
Dongwha Enterprise (371 points for 194 ideas)

Continuous efforts to change

Innovation achieved through a chain of small improvements

“Consistency is of prior importance. Once you start changing things,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you will eventually see big results. One of my biggest achievements was
the installation of a by-pass for adjusting the production
temperature of formalin last year. We had to inject steam
to raise the temperature to 40 degrees Celsius, which cost
us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We wanted to find ways
to raise the temperature without spending money. So we
came up with the idea of connecting the equipment to hot
products produced somewhere else. Now we can manufacture products at any temperature we want as much as
we want. If we never paid attention to this problem, I think
we would have never spotted it.”

“Innovation never begins on a grand scale. Like people
learn to run by learning to walk first, big innovation also
begins with small improvements. One of the methods to
measure emissions is perforation. But using toluene in sampling is problematic due to strong odor. We set up a separate room for perforation to block the smell. While keeping
the temperature at the required level, we also managed to
enhance data accuracy. We also used this idea to maximize
accuracy by eliminating temperature changes by storing
distilled water in a temperature and humidity room chamber. In doing so, we can measure emissions in a more consistent way. In other words, a chain of small improvements
can produce even bigger results.

지난해에는 동화의 혁신 독려 캠페인과 동화인들의 달라진 인식 덕에 목표치를 훌쩍 넘는 높은 제안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4명의 우수제안자가 등록한
총 제안 건수는 1천 건을 넘을 정도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4위가 ’13년도의 1위 점수를 웃도는 높은 기록을 달성한 까닭에 4위까지 포상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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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g Wood (365 points for 217 ideas)

Last year ideas proposed by Dongwha members exceeded the initial goal thanks to Dongwha’s efforts to encourage its employees to
innovate and the employees’ high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The combined number of ideas submitted by the four
“idea kings” surpassed one thousand. This year prizes were given to four employees because the score received by the third runner-up
surpassed the score of the 2013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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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동화동호회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미컵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의 목재회사 축구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대회에는 대성목재를 비롯해 이건산업, 선창산업, 포레스코
의 총 4개 팀이 참가했다. 승률로 순위를 가름하기 때문에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 대성목재 축구동호회장인 PB1공장 김봉기 사우는 “회사 대항전이기 때
문에 우승 욕심이 없지 않다”며 투지를 불태운다.
다함께 파이팅을 외친 후 그라운드를 향해 뛰는 선수들. 하지만 아직 몸이 덜 풀린
걸까? 포레스코와 치른 첫 경기는 아쉽게도 패했지만, 이어진 선창산업과의 경기
에서 드디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특히 PB공장 시설팀의 지인표 사우는 혼자
서 무려 6골을 넣으며, 골게터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이어진 이건산업과의 경
기. 몇 번의 아쉬운 탄성 끝에 드디어 힘차게 때린 슛이 상대편의 골망을 흔들자 경
기장 밖에 있던 회원들이 모두 일어나 기쁨의 함성을 지른다. 그렇게 지난해 우승
팀인 이건산업을 꺾고 대성목재 축구동호회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를 하다 보면 간혹 격하게 몸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선수들. 월미컵은 축구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쏟아낸 한바탕 즐거운 축제의 장이었다.

제2회 월미컵 2nd Wolmi Cup

열정 가득 그라운드를 누비다
Daesung Wood’s Passionate Kicks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거리를 온통 수놓았던 지난 4월 11일, 제2회 월미컵이 열린다는 소식에
인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공원 축구장으로 향했다.
On April 11, when the streets were blanketed with spring blossoms, the 2nd Wolmi Cup
took place at Wolmi Park in Jung District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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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ast year, when the 1st Wolmi Cup was held for the employees of lumber
companies based in Incheon, the event brought together soccer club
members from lumber companies this year as well. This year four teams
competed: Daesung Wood, Eagon Corporation, Sunchang Corporation and
Foresco. The teams had to do their utmost at every game because the winner
was determined based on the winning average. Daesung Wood’s soccer club
leader, Kim Bong-ki from the 1st PB Factory, said he wanted to win because his
company’s pride was at stake.
After shouting cheering slogans, the game began. Daesung Wood lost its first
game with Foresco but finally began to show off its skills in the game with
Sunchang. Ji In-pyo from the PB Factory single-handedly scored six goals. The
ensuing game with Eagon was quite challenging, but the team still managed
to score a goal after several discouraging moments. Club members, who were
cheering on the team outside the field, rose from their seats to express their joy.
Daesung Wood managed to beat Eagon, the winner of the 2014 Wolmi Cup,
to finish second.
After a fierce competition, the players encouraged one another. The Wolmi
Cup was a celebration of vigor and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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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http://www.dongwha.co.kr/employee/login.asp

해외 주재원의 생생한 현지 정보가 궁금하다면?

생생한 현지 정보 제공자! Dongwha Global Supporters!

Click! 해외 주재원 커뮤니티!!

Dongwha Global Supporters 1기는 동화의 글로벌 사업장인 홍콩,

Looking for Tips on Relocating Overseas?
Click Here! Overseas Employees’ Community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두바이에서 각 1명씩 선출된
주재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 주재원 가족 ‘Sophie’(
닉네임)는 해외 이사와 이삿짐 싸는 팁을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Dongwha Global Supporters는 해외 문화, 비자 발급, 자
녀 학교 및 유치원, 집 구하기, 환전 등 생생한 현지 정보가 담긴 글
을 게재하며 해외 주재원 생활에 꼭 필요한 팁을 공유하고 있다.
Dongwha Global Suppoters 이외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주재원 가족들의 커뮤니티 참여도 이루어지
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재원 가족은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사원(LJC@dongwha-mh.com / +82-2-2122-0576)에 문
의하면 된다.

해외 주재원과 국내 직원의 의사소통의 창구를 꿈꾸다
지난 2월, 해외 주재원 커뮤니티(http://www.dongwha.co.kr/employee/
login.asp)가 오픈했다. 해외 주재원 커뮤니티는 동화의 성장을 위해 해
외에서 구슬땀 흘리는 주재원들이 그동안 겪은 소중한 정보(자녀 교
육, 주거, 식당 등)를 공유하는 사이트이다. 현재 ‘Dongwha Global
Supporters 1기’의 활발한 활동 결과,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
드, 호주, 두바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들로 게시판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해외 주재원 커뮤니티를 오픈한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은 “해외 주
재원 커뮤니티가 향후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동화 가족의 현지 정착을
돕고, 해외 주재원과 국내 직원의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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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of communicati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employees
In February this year Dongwha launched an online community
of its overseas employees (dongwha.co.kr/employee/login.asp).
Its goal is to share information on children’s education, housing
and dining among Dongwha members stationed overseas. Since
its launch the community site has been full of postings on life in
Hong Kong, Malaysia, Vietnam, New Zealand, Australia and Dubai.
Dongwha Enterprise’ Communication Team, which launched the
site, said that it will work toward helping Dongwha employees
who are dispatched overseas to settle down in foreign countries
an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employees by operating the site.

Dongwha Global Supporters – providers of tips
on life overseas
The first team of Dongwha Global Supporters has been working
hard to provide information and daily tips for employees
stationed overseas. It consists of members stationed in Hong
Kong, Malaysia, Vietnam, New Zealand, Australia and Dubai, one
member from each country. The New Zealand member, Sophie
(nickname) has become very popular for her tips on packing
and moving abroad. The Dongwha Global Supporters also
post messages on foreign cultures, visas, children’s education,
housing and currency exchange. Other employees are also
welcome to share their tips on the community site by contacting
Lee Jung-chul from Dongwha Enterprise’ Communication Team
(LJC@dongwha-mh.com / +82-2-2122-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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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Sophie(뉴질랜드 주재원 가족)가 말하는
해외 이사와 이삿짐 싸는 팁!!
Poplar Posts
- Sophie’s tips on packing and moving abroad

TV

Television

위성 송출 방식이 달라서 한국 TV로는 뉴질랜드의 지상파 방

You cannot watch New Zealand’s terrestrial TV channels on your Korean
television because New Zealand uses different transmission methods.

송을 시청할 수 없답니다.
세탁기
한국 세탁기를 뉴질랜드 Laundry Tub에 연결하
면 100% 오작동하므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보
내는 방식으로 쓰실 분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전압과 헤르츠가 달라 한국 냉장고가 오작동하거나 고장 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재원 가족의 해외 생활의 첫 단추가 되는 해외 이삿짐 싸는 Tip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동화 뉴질랜드 주재원들이 살고 있는 인버카길은 뉴질랜드에서도 꽤 외진 편이고 각종 물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삿짐을 잘 싸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Hello! Today I would like to give you a few tips on how to pack your moving boxes before moving to another country. Invercargill, where many Dongwha employees stationed in New Zealand live, is a quite
remote area, so make sure to bring with you everything you will need while staying in New Zealand
because it might be not easy to find all the necessities once you arrive there.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리니어 컴프레서 방식은 더욱 고장 날
위험이 큽니다.

꼭 가져오면 좋은 것들
변압기

Washing machine
The drainage system in New Zealand is different, so if you connect a
Korean washing machine to a New Zealand laundry tub, chances of
malfunctioning are 100 percent. If you’re okay with draining your washing
machine without connecting it to a laundry tub, then feel free to bring it
with you.

Refrigerator
Korean refrigerators often malfunction or break down due to different
voltage and frequency. Linear compressors are even more prone to
malfunctioning.

Items that are indispensable in New Zealand
Power transformer

뉴질랜드 표준전압은 240V/50Hz입니다(한국은 220V/60Hz).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가전제품은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며, 뉴
질랜드에서 구입하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구입해
서 오시기 바랍니다. 변압기는 현대해운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했습니다.
건전지

The standard voltage in New Zealand is 240V/50Hz (in Korea it is
220V/60Hz). So if you want to use your home appliances that you will
bring from Korea, you will need a power transformer. Make sure to bring
one from Korea because power transformers are quite pricey in New
Zealand. You can buy one from Hyundai Shipping even cheaper than
online.

Batteries

이삿짐 준비 요령(20ft 컨테이너)

How to prepare for packing (20ft containers)

뉴질랜드는 공산품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특히

-	현대해운에서 이삿짐 견적을 측정할 때, 짐 싸는 팁을 알려

-	Hyundai Shipping staff will visit your home to offer their price quote
and measure the size of your baggage as well as provide you with
some packing tips.
- J ust to avoid the hassle of unpacking due to the lack of space in the
container, sort out things that you will absolutely need in your new
home and leave behind those that will be of little use. Make a priority
list so you can easily eliminate extra stuff.

건전지는 매우 비쌉니다.

Industrial products are very expensive in New Zealand, especially
batteries.

속옷과 양말

Undergarments and socks

줍니다.
-	컨테이너 공간이 모자라 짐을 다 싣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
져가지 않아도 되는 물건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시기 바
랍니다.

필요 없는 물품

한국과 비교해 가격,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의류
는 가급적 한국에서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각종 일회용품 위생용품
일회용 비닐팩과 고무장갑은 무척 비쌉니다. 휴
지 및 여성용품도 질이 떨어지고 비쌉니다.

에어컨

Items that you can do without in New Zealand

인버카길에서는 한여름에도 선풍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Air-conditioner

커튼
대부분의 집마다 창문에 커튼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Your air-conditioner is probably the last thing you will need in Invercargill.
An electric fan will do the trick even in the middle of the summer.

식기세척기, 오븐

Almost every house in New Zealand already has curtains.

Curtains

결론
인버카길에 오시면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고 가격도 비
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종이컵부터 옷까지 모든 공산품은
비싸고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지가족 대부분
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삿짐

대부분의 가정에 식기세척기와 오븐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Dish-washer, oven

을 보낼 때나 비행기로 핸드캐리 하실 때 가능한 이것저것 많

고민해야 할 물품

Most of the family houses in New Zealand are equipped with built-in
dish-washers and ovens.

Items that you should consider leaving behind

짧은 글이지만 뉴질랜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

Microwave oven

길 바랍니다.

전자레인지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레인지는 변압기를 써도 출력이 약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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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made microwave ovens are too weak even when connected via
power trans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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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챙겨오시길 추천합니다.

The prices and quality of undergarments and socks sold in Korea are
beyond comparison. Bring as many clothes as you can from Korea.

Disposable and hygiene items
Although you can buy disposable plastic bags and rubber
gloves at New Zealand supermarkets, they are too expensive.
Toilet paper and sanitary items for women cost much more than in Korea,
while their quality is not that good.

Conclusion
Once you arrive in Invercargill, you will see how hard it is to find necessities
there and how expensive they are. Prices of most of the industrial
products, including paper cups and apparel, are higher than in Korea,
whereas their quality is not that good. Most of the families that have
relocated to Invercargill say “the more you bring with you, the better.” So
when shipping your moving boxes or when bringing your baggage with
you by plane, make sure to bring everything you need.
I hope families that are preparing to move to New Zealand will find these
tips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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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혁신레터

이터가 축적되면 SNS정보와 인맥 등과 연계해 개인이 선호할 만한 채

미래의 예측,
빅데이터의 활용
Usage of Big Data in
Predicting
Future

요즘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빅데이터’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빅

역에 대해 요일별, 노선별로 유동인구 파악

널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분석된 패턴을 바탕으로 심야 버스의 노선을 최적화

고 응답했다. 그리고 실제 이 전망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패션브랜드 자라(Zara)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마케팅 판매 전략으로 삼

서울시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었고,

인 IDC는 2014년 빅데이터 시장을 2013년보다 30%이상 증가한 140억

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과 매장 별 재고 산출, 상품별 가격 결정, 운송

현실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빅

달러 규모로 예측했다. 또 기업들이 폭증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많은

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MIT연구팀과 연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비용을 투입할 것이며, 일부 기업을 벗어나 제조, 물류, 소매점 등 모든
영역에 빅데이터가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그렇다면 빅데이

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So how is big data used? It is mostly used by businesses. Here’s a
simple example of using big data on YouTube, which provides personal Web sites where users can create their own video channels.
Once their video data becomes accumulated, YouTube links them
to social networking sites and personal contacts to recommend
channels in line with the user’s preferences. Another example is the
fashion brand ZARA, which uses a multi-product, small-sized production strategy. To make its strategy work, it must keep track of
consumer demand, store inventories, pricing and shipment in real
time. To that end, ZARA has developed an inventory management
system using big data in cooperation with MIT researchers.

There are multiple examples of using big data in Korea as well. One
of them is nighttime buses in Seoul. The creation of nighttime bus
routes in the city Seoul is regarded as the most successful big data
project to be carried out by public agencies so far, because the public has benefited greatly from it. Here’s how it works:
1. 	The entire city was divided into 1252 one-kilometer sections.
The density of floating population was analyzed and visualized
based on three billion telephone traffic statistical data collected
between midnight and 5 a.m. – the time slot when buses do not
operate.
2.	Areas with heavy floating populatio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zed data, and the amount of floating population was
measured by day of the week and route.
3. The bus routes were optimized based on the analyzed pattern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reated nighttime bus routes
by using the big data and adjusted them in line with the demands
of passengers.
As such, big data can be of great help in daily life if analyzed it correctly.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활용, 빅테이터 통계 등 빅데이터란 말이 생활에

서울시 심야버스 운행

들어온 지는 꽤 되었지만, 우리는 빅데이터를 그저 많은 양의 데이터 정

Nighttime buses in Seoul

도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빅데이터란 무엇일까? 기존의 데이터 개념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많다. 그 중 실생활에서 볼

과 다른 것일까?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이 도래하며 생성된 방대한 데

수 있는 사례로는 서울시 심야노선이 있다.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수

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형태

립’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

또한 기존의 단순 수치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와 영상을 포함

힌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살펴보

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데이

면 이렇다.

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SNS데이터, GPS위치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

빅데이터 시대의 미래, 빅데이터 전망

1.	시 전역을 1km, 125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12시

Future outlook for the era of big data

도 다양해지며 늘어난 활용 가능성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

“Big data” is one of the latest buzzwords. You can often hear these
days such terms as “big data analysis,” “big data use” and “big data
statistics.”They have been in use for quite a while, but many people
think of “big data” as a term simply referring to a large amount of
data. So what exactly is “big data”? Is i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ata”? Big data refers to large and complex data sets creat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ir scope is enormous, while their lifecycles are short. Unlike existing data, which consists only of digits, big data consists of characters and video images. Big data is
drawing more and more attention because the amount of data
traffic has surged in recent years as a resul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because more diverse
data is in use now, such as SNS and GPS data.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사례

Big data analysis and examples of use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는 곳은 바로 기업이다. 유튜브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동영
상 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별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동영상 이용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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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46%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부터 5시까지 기존의 수집된 30억건의 통화량 통계데이터에 대해 유

2011년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서 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동인구 밀집도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수행

결과, 10%는 빅데이터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2.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분류하고, 그 지

터 활용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In 2011 the magazine “Economist” conducted a poll on 600 companies, which showed that 10 percent of them believed that big data
would innovate existing business models, while 46 percent said that
big data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panies’ decision-making. Their expectations are becoming a reality. The market research
firm IDC forecast that in 2014 the big data market would grow more
than 30 percent from 2013 to reach 14 billion U.S. dollars. It also said
that companies would inject massive funds into analyzing the rapidly growing amount of data and that big data would be used widely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manufacturing, logistics and retail. Then,
what are some of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big data us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데이터분석의 주의사항

Seeing is believing – red flags in analyzing data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판단감각 중 시각이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 빅데이터를 포함하
여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의 말을 바꿔
보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과 ‘아는 대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한 순간 자신의 경험
에 비추어 오직 하나만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경향을 가지고 있다. 선택적 주의란 의식의 회중전등 불빛처
럼 한 순간에 매우 제한된 측면의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는 ‘신호’와 ‘소음’이 있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The saying, “Seeing is believing,”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vision in human judgment. When analyzing data, including big data,
it is important to avoid the risk of judging things based on what you
see and based on what you know. People tend to focus on the
things that demand their attention. They base their judgment on
their personal experience, which can be very limited. This is called
“selective attention.”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signals
and noise contained in any kind of data.

동화인들에게 격주 금요일 전달되고 있는 ‘혁신레터’의 일부 중, 아직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This is a summary of the latest ‘Innovation Letter,’ which is sent
to Dongwha members every other Friday, for those who haven’t
read i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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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동화 사연신청

우리 사보 그린동화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Green Dongwha is nourished by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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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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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
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
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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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로 신
청해 주세요. 팀 혹은 가족 단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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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기업 교육문화팀 문성연 과장
Corporate culture, Dongwha Enterprise TEL 02.2122.0515 E-mail msy@dongwha-mh.com
⊙ 동화기업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Corporate culture, Dongwha Enterprise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