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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2016년 신년사

동화 가족 여러분!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

여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가계 소득이 줄고 기업의 투

니다. 원숭이의 재치와 날렵함에 뜨거운 열정을 더해 회사와 동화 가

자도 감소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상황은 장기 불황 상태가 구조적으로 더욱 고착화

족 모두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자동차 사업이 경
영 안정화를 넘어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만 안주해
서는 안 됩니다.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할 수밖

우리는 지난 2011년 자동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엠파크

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티를 경인 지역 최고의 자동차 매매단지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더불어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

이러한 국내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글로벌 최고 기업

단지 규모와 시설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새로움에는 리스크

니다.

이 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문학자인

문화와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가 따른다. 그러나 새로움을 행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소순의 책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중에 ‘초윤장산(礎潤張傘)’이라는 말

빛을 발해 드디어 지난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업이 흑자를 기록하기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2015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mazing Dongwha’

이 있습니다.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 펼칠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동차 사업은 한단계 진화합니다. 엠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한데 모여서 창사

의 이 말은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초윤장

크랜드, 타워에 이어 현재 가좌동 MDF 1공장 부지에 건설 중인 동화

올해 우리는 베트남 2라인 신설, 엠파크시티 M1 매매단지 오픈, 캐피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매출 1조 원 돌

산의 자세로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

의 세 번째 중고차 매매단지인 M1 단지가 올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

탈 사업 시작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에 잇달아 도전하면서 더

파를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된 뜻깊은

록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또한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될 캐피탈 사업

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동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적

국내에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소재 부문의 원가 경쟁력 강

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2018년 동화그룹 창사 70주년을 앞두고 올해 2016년이 더 높은 도약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연이어 도입되는 만큼 차별화된 대고객 서

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화를 통한 수익 창출과 함께 흑자 전환한 자동차 부문의 경영 안정화

비스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존 매매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흑자 경영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대표적인 중고차 유통 클러

끝으로 올해는 국내외 모든 사업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

스터로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해를 맞아 동화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사업장이 계속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던 뉴질랜드 사업장은 최초

첫째, 소재 사업의 수익성 증대와 글로벌 경영체계
의 공고화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로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호주 사업장도 많

과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의 노력으로 가시

소재 사업은 동화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올해도 국내외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

적인 성과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기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

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유연한 조직문화와 효

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

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내외의 이와 같은 경영 성과는 ‘수익성 극대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

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진출해 있는 해외 4개국뿐만 아니라

래 함께 움직인 우리 모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해외 거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이들이 소재와 건장재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

외부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성과와 저력을 인정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 여의도 사옥 1층에 복합문화공간

의 동화의 가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 만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적극 활용
한편 올해 베트남에는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두 번째 생산라인이 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해 동화의 새 식구가 된 한국일보도 동화의 혁신 DNA가 전

공됩니다. 현재 VRG동화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베트남

파되어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고 기존 언론사들과 차별화된

MDF 시장 상황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설비를 도

그리고 IT와 디자인을 접목한 스마트 오피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함과

신문 지면구성을 선보이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

입하는 만큼 베트남 2라인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동시에 사내 인트라넷인 그린넷에 대한 전면 리뉴얼을 통해 직원들

고 있습니다.

을 집중할 것입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지역에도 이와 같

의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재 역량 강화

은 글로벌 경영체계가 공유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사업장이 원 동화

2016년 1월 4일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재정비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노

동화그룹 회장

(One Dongwha)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만

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화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명호

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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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2016 New Year Speech

has also stabilized its operations based on Dongwha’s spirit

growth engines. This year we will complete the construc-

talent and build a flexible and efficient corporate culture. We

of innovation by overhauling its newspaper format and re-

tion of the second production line in Vietnam. Although VRG

will exert more effort to create a happy workplace. To that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ceiving positive reviews for the change it has undergone so

Dongwha is delivering excellent performance, we decided

end, we will create a cultural space on the first floor of the

The year 2016 has begun. It’s the Year of the Red Monkey.

f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 member of

to introduce a new production facility to meet the needs of the

Yeouido headquarters where our employees can come up

I hope that it will become a fulfilling and meaningful year for

the Dongwha family for the job well done.

Vietnamese MDF market. We will focus our efforts on help-

with ingenious ideas. We will also introduce a smart office

ing the second production line grow fast and will establish

system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novative

you, befitting the witty and versatile nature of the monkey.
I wish you and your families health and the best of luck in

This year the global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slow

global management in other countries as well in order to

designs, and renew our in-house Internet system “Green

2016.

down even further due to the protracted recession. The year

build a “one Dongwha” system to generate greater syner-

Net” to maximize work efficiency. To train competitive and

2016 is expected to bring many challenges to the Korean

gistic effects.

qualified personnel, we will overhaul our training programs

If you ask me to describe last year, it would be “Amazing

economy, as income and corporate investment are predicted

Dongwha.” Not only did we post record-high achievements

to shrink due to the ongoing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efforts of every single member of our family, but
we also achieved one trillion won in sales for the first time

Despite the challenging business climate, we must move

since Dongwha’s founding, laying a springboard for our fu-

forward to become a globally recognized company. There is

ture milestones.

a famous saying in the book of Chinese scholar Su Xun from

to create a pleasant work environment.

Secondly, we must ensure that our auto
business is not just stabilized but is growing
steadily.

We have done well over the past two years. But we must
not fall into complacency. Otherwise we will soon hit the
ceiling. The renowned management consultant Peter
Drucker once said that everything new entails a risk, but

the Song Dynasty, which says, “Prepare your umbrella in

Since the launch of the auto business in 2011, we have

those who never try anything new are even at higher risk.

Thanks to our relentless efforts to innovate our domestic

advance when the footstones become wet.” It means that one

fostered our park city into the top used car complex in the

This year we will exert more strenuous effort to attain new

operations, we were able to enhance price competitiveness

has to be always prepared for difficult times. We must also

Incheon region. We have also built a trustworthy culture of

goal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produc-

in the materials business and generate profits. We also beat

learn from this wise saying and do our best to be prepared

used car transactions and created a transparent distribution

tion line in Vietnam, the opening of M-Park City M1 and the

expectations in the auto business by turning a deficit into a

for a crisis.

structure. As a result of our relentless efforts, our auto busi-

launch of the capital business. Let’s do our best to implement

ness finally posted a surplus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bigger change in 2016 as we prepare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n 2018.

surplus. Our overseas performance was also strong. Our
business sites in Vietnam and Malaysia posted record-high

I would like to set the following two goals for Dongwha in

and it continues to evolve further. Our third used car com-

achievements, while Dongwha New Zealand for the first

2016.

plex that is under construction in Gajwa-dong in Incheon on

time ever posted a surplus after many challenging years,

the former site of the 1st MDF factory is slated for completio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hope that the year

and Dongwha Australia overcame numerous obstacles to

this year. We will also launch the capital business in a bid to

2016 will be accident-free for us. I wish you and your fami-

build a revenue model for auto transactions.

lies health and prosperity in the New Year.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business models, we must de-

Happy New Year!

produce tangible results thanks to the arduous efforts of its
employees.

Firstly, let’s do our utmost to maximize the
profitability of the materials business and
solidify our global management.

I believe that we were able to yield stellar results in Korea and

vise thorough customer service strategies and maintain the

overseas thanks to our united efforts to achieve our com-

The materials business is our starting point and core busi-

surplus through a synergistic effect between the existing and

mon goal -- maximizing profitability. Our hard work has

ness area. We must maintain its profitability this year as well

new car complexes while also setting new trends as one of

been even recognized externally, resulting in a higher value

by cutting costs and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change

the leading used car distribution clusters in the nation.

of Dongwha shares in the stock market.

and innovation. We must also unearth new overseas markets

The Hankook Ilbo, our new member that joined us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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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four existing ones in order to promote the

Such business expansion efforts and the introduction of

materials and construction business areas into our future

new business models make it essential for us to train qualified

JANUARY 4, 2016
Chairman

Seung My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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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도약하는 2016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나아가자
2016년 새해를 맞아 동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1월 4일 인천 본관에서 한 해를 여는 시무식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Dongwha members gathered at the Incheon headquarters on January 4 to mark
their first day at work in 2016.

동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내기들의 열정 어린 무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글로벌 동화의 2016년 시무식은 개성 넘치는 27기 신입사원들을 소개하는 영
상으로 시작했다. 새내기들은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며 동화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표현했다. 그리고는 무대 위로 올라 글로벌 동
화인의 기상을 의미하는 동화의 깃발과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의 국기를 힘차게 흔
들며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마음을 한데 모으는 힘찬 구호와 함께 글로벌 동화의 깃발이 가장 높
은 곳에서 펄럭였다. 새내기들은 ‘질주하라, 밝혀라, 점프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열정을 뿜어
냈고 임직원들은 큰 박수로 신입사원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DONGWHA
Leading
Topic
Topi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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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tarting line of change and innovation

변화의 출발점에 선 글로벌 동화의 힘찬 도약
2016년을 힘차게 열며, 승명호 회장은 “올 한 해 원숭이의 재치와 날렵함, 여기에 뜨거운 열정을 더해 회사
와 동화인 모두가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직원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덕
담으로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달성한 성과는 수익성 극대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움직
인 우리 모두의 노고 덕분”이라며 동화 가족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다가올 2016년 글로벌 경영 환경

Chairman Seung Myung-ho expressed his hope that the Year of the Monkey will
bring Dongwha meaningful achievements befitting the witty and versatile nature of
the monkey. He wished health and happiness to all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and lauded them for their hard work toward realizing their common goal of maximizing profitability. He called on further efforts to make Dongwha a globally recognized
company despite a low-growth environment in 2016,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eing always prepared for tough times. After the New Year ceremony Chairman
Seung and Dongwha executives shook hands with each of the employees and wished
them a happy New Year with warm smiles on their faces. Dongwha began the year
2016 with a strong determination to produce stellar results.

은 저성장 고착화로 여전히 불투명하겠지만 글로벌 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
야 한다. 주춧돌이 젖었으면 우산을 펴야 한다는 ‘초윤장산(礎潤張傘)’의 자세로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동화인들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나갈 것이다.
시무식이 끝난 후 승명호 회장과 임직원들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맞잡은 손길
에는 온기가 전해졌고 마주 본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글로벌 동화인은 2016년에도 최고의 성과를 달
성하리라는 한마음으로 새해 첫날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Building Dongwha’s future with young passion
The New Year ceremony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Dongwha’s new employees.
They pledged to become devoted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and staged a
dynamic performance that featured the national flags of Korea, Malaysia, Vietnam,
New Zealand and Australia representing Dongwha’s pursuit of becoming a global
corporation. They shouted out slogans about solidarity and held placards reading,
“Move forward! Light the way! Jump high!” The audience gave the performers a big
round of applause and encouraged the new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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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성장하는 2016년! 자신 있게 신년을 여는 동화 임원진.

‘뜨거운 도전의식, 확고한 목표의식,

동화, 동화 파이팅’

Ending and starting a year
Winter is the season when we have to say
goodbye to the bygone year and welcome
the New Year. December is the month when a
long winter begins and a year ends, whereas
January is when winter reaches its pinnacle
and the New Year begins. In other words,
winter is the season of beginnings and endings. On December 17, 2015 Dongwha held an
Agora event, during which new employees of
Dongwha received their written appointments
and made acceptance speeches about their
aspirations. The participants also shared their
business results achieved in 2015 and goals and
strategies for 2016. Then a list of the best news of
2015 was announced, and awards were given.

DONGWHA
Leading
Topic
Topic 2

2016년 경영 전략과 목표 공유

뜨거운 마무리, 힘찬 시작을 외치다
지난해 12월 인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12월 열린광장’이 개최됐다. 2015년 경영 실적을 정리하고,
본부별로 2016년 경영 전략과 목표를 공유한 이번 행사에서 동화인들은 지난해를 돌아보는 한편 확
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뜨겁게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

끝맺음과 시작을 동시에! 12월 열린광장

Sharing Business Strategies and Goals for 2016

Ending 2015 and
Starting 2016 with Passion

한 해의 마지막 달과 새해의 첫 달을 아우르는 겨울은 아쉬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계절이다. 기나긴 겨울
이 시작되는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겨울의 정점을 찍는 1월은 새해의 출발선이기 때문. 같은 계절
안에서 끝맺음과 시작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5년 12월 17일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한 ‘12월 열린광장’이 펼쳐졌다. 이날 열린광장은 신규 입사자 사령장 수여, 이벤트 포
상, 2015년 경영 실적 리뷰와 2016년 경영 전략 및 목표 공유 등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먼저 신규 입사자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화에서 근무하게 된 신규

In December 2015 Dongwha held an Agora event at the Incheon headquarters
to summarize the company’s business results in 2015 and announce goals and
strategies for 2016. Dongwha members took time to reflect on the past year and
make new determinations for the year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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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들은 저마다 다부진 각오를 밝히며 의지를 불태웠다. 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015년 행복
뉴스 선정 이벤트 결과를 공유한 뒤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다음으로 2015년 경영 실적
리뷰와 함께 2016년 경영 전략과 목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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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화가 걸어가야 할 길
동화에서는 매년 전 사적으로 12월 초에 차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목표를 수립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
다. 올해 역시 전 사업장과 전 조직이 목표를 수립했다. ‘2016년 경영 전략 및 목표 공유’는 동화기업 성과
관리팀 윤영돈 팀장이 진행했다. 아쉽게도 해외사업장은 업무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올해는 국내사
업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동화기업 경영기획팀 김현석 팀장이 전 사 2016년 글로벌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CEO Kim Hong-jin

르면 2016년 재무 목표는 매출 10,786억 원, 경상이익 1,104억 원, 국내는 6,169억 원, 해외는 4,617억 원이
다. 이는 2015년 매출 10,123억 원, 경상이익 1,032억 원보다 각각 106.54%, 106.97% 상향하는 수치다. 항
목별로는 보드/화학 6,792억 원(63%), 건장재 1,311억 원(13%), 제재목 550억 원(5%), 자동차 244억 원(2%),

본부별 경영 목표를 발표하다

미디어 758억 원(7%), 인터내셔널 1,016억 원(9%), 기타 115억 원(1%) 등이었다.

전 사 2016년 경영 목표 발표에 이어 국내 보드/화학, 건장재, 엠파크 본부의 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국
내 보드/화학과 건장재 본부는 김홍진 대표가 설명했다. 먼저 보드/화학 본부는 2016년 신성장 역량 확

Dongwha’s course for 2016

보, 기존 사업 경쟁력 지속 강화, 운용 효율성 향상 등 총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Every year in early December Dongwha sets business goals for the year to come. All
of Dongwha’s business units set their goals for 2016. The event was hosted by Mr.
Yun Yeong-don from Dongwha Enterprise’s Result Management Team. This year
the goal-sharing event was only attended by employees from Dongwha’s domestic
business sites, because overseas employees were unable to participate due to their
work schedules. First, Mr. Kim Hyun-seog from Dongwha Enterprise’s Management
Planning Team announced Dongwha’s global management targets for 2016, which
include achieving 10.786 billion won in sales, 110.4 billion won in ordinary income,
616.9 billion won in domestic revenues and 461.7 billion won in overseas revenues.
The new sales target is 106.54 percent higher than in 2015, while the ordinary income
target is 106.97 percent higher than in the previous year. Sales targets for board
chemicals has been set at 679.2 billion won (up 63 percent), for construction materials
at 131.1 billion won (up 13 percent), for lumber at 55 billion won (up 5 percent), for the
auto business at 24.4 billion won (up 2 percent), for the media business at 75.8 billion
won (up 7 percent),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at 101.6 billion won (up 9 percent), and
for other business areas at 11.5 billion won (up 1 percent).

2016년 성과는 Sales 3,741억 원, N.Profit 328억 원으로 목표를 정했다. 건장재 본부는 브랜드 경쟁력 강
화, 기존 사업 영역 집중과 강화, 신규 시장의 도전과 실행으로 전략을 정하고, 2016년 성과는 Sales 1,311
억 원, N.Profit 101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엠파크 본부 정대원 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엠파크 본
부는 단지 활성화와 차별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이지옥션 수익구조 실현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워 Sales
244억 원, N.Profit 4억 원으로 2016년 목표를 수립했다. 마지막으로 동화인들은 입을 모아 ‘뜨거운 도전
의식, 확고한 목표의식, 동화, 동화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2016년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Business goals by BU
Goals for the domestic Board Chemicals and Construction Materials BUs were announced by CEO Kim Hong-jin. As for the Board Chemicals BU, it will seek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in 2016, strengthen its existing operations and enhance
its management efficiency. The Construction Materials BU, for its part, set its goals
at strengthening its brand competitiveness, enhancing its existing operations and
exploring new markets. Goals for Dongwha’s auto business were announced by
M-Park CEO Chung Dae-won. He said that M-Park will look to activate and differentiate its auto complexes, strengthen its brand competitiveness and implement
the revenue structure for Easy Auction. In the finale of the event, Dongwha members
shouted slogans to make determinations for the year to come.

동화엠파크 정대원 대표 . CEO Chung Dae-won, M-Park

2015년

2016년

•해외 매출 목표

2015년

2016년

550억

375억

743억

670억

1,072억

1,116억

1,236억

1,166억

758억

654억

4,485억

244억

매출액
10,786억

2016년

1,311억

6,792억
보드/화학
63%

224억

국내 : 6,169억
해외 : 4,617억

국내 : 5,867억
해외 : 4,256억

건장재 1,311억(13%)
제재목 550억(5%)
자동차 244억(2%)
미디어 758억(7%)
인터내셔널 1,016억(9%)
기타 115억(1%)

1,207억

10,123억

2015년

3,741억

10,786억

3,665억

•국내 매출 목표

2016년 그룹총괄 재무 목표

2016 1st 13

보드/화학

건장재

엠파크

미디어

DMY

DVN

DNZ

DWT

동화 뉴질랜드 ‘Plant Open Day Invitation’

Dongwha New Zealand’s Plant Open Day Invitation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초대하다

Inviting Happy Smiles of Children

작년 한 해 새로운 도전으로 MFB공장을 오픈하고 경상이익 연속 흑자를 기록한 동화 뉴질랜드 사업장의 문화활동
소식을 전한다. 모두의 미소가 환하게 빛난 따뜻한 시간 속으로.

This segment introduces culture news from Dongwha New Zealand, which last year
opened a new MFB factory and posted a surplus ye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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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 Zealand

Topic 3

글·사진

김지훈·이명재
동화 뉴질랜드 주재원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아이스크림 트럭. Ice cream truck for kids.

문화활동이 있는 날, 동화 뉴질랜드 사업장 잔디마당에 동화 뉴질랜드 직원들과 그 가족, 친지
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행사가 시작됐고,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장 투어가 진행됐다. 옹기종기 모인 직원 자녀들은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냥 즐거워했다. 일상적으로 보던 나무들이 공장 안에서 여러 형태
로 색다르게 변하는 모습에 신기해하며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서는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아빠의 일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On Culture Day, employees of Dongwha New Zealand and their families
gathered on a lawn in front of the factory. First of all they toured the company’s
facilities to learn more about its operations. Children were excited to see the
factory, especially how trees are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They carefully
listened to the explanation and learned about their fathers’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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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진행된 바비큐 파티와 간식, 놀이 기구 체험 또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다. 오락
가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직원들은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
다. 가족과 친지들이 동화그룹을 더욱 친밀히 느끼게 됐음은 물론이다. 일하는 즐거움, 가정에
서의 행복을 새삼 깨닫게 도와준 이번 행사는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동화 뉴질랜드에 큰 힘
이 될 것이다. 동화 뉴질랜드 파이팅!

After the tour, the families held a barbecue party and rode amusement rides.
Despite the rainy weather, the families spent unforgettable time with their
loved ones.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better understand the Dongwha
2

Group and appreciate the joy of work and family happiness.

아이들의 귀여움을 더욱 살려주어 큰 호응을 얻은 페이스페인팅.
Face painting to make kids even cuter.

1

3

1, 2 아빠 회사에서 남긴 소중한 기억들. Precious memories about Dad’s workplace.
3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준 신나는 밴드 공연. Exciting band concert to spice things up.
4, 5 다양한 놀이 기구와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Various entertainment and food make people delightful.
6 회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사업장 설명 시간.
Presentation about workplace to help kids understand father’s work more.

Plant Open Day Invitation

항공에서 촬영한 동화 뉴질랜드 공
장 전경. 송어낚시로 유명한 마타우
라 강변을 따라 목초지로 둘러싸인
공장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연말
연시 벌목 중단 기간을 앞두고 동화
의 목질 원재료들을 차곡차곡 비축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눈에 띈다.
Dongwha New Zealand factory
from the air. Bird’s-eye view of the
factory surrounded by pastureland
on the banks of the Mataura River,
Piles of Dongwha wood ahead
of no-logg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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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Global Dongwha Festival

화합의 시너지를 만들다
Synergies Created through Unity

DONGWHA
Leading
Topic
Topi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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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도 곤지암 리조트에서는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가을밤을 수놓은 야외 열린광장이 열렸다. 이
번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은 2015년 국내외 사업장의 높은 실적
과 2016년 더욱더 성장하는 동화를 기념하는 의미로 ‘Amazing
Dongwha, Jump High!’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1박 2일간
동화인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현장을 만나본다.
In September 2015 Dongwha held the two-day Global
Dongwha Festival at the Konjiam Resort in Gyeonggi
Province. Held under the slogan “Amazing Dongwha,
Jump High.” the event also served as an outdoor
event, where participants shared the business results
of Dongwha’s domestic and overseas operation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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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행복한 삶
1부가 시작되고 동화 24시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동화인들은 일제
히 영상에 집중하며 국내외 동화 사업장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
난 후 동화의 성공적인 성과를 축하하는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졌고 곧
<에디톨로지> 저자 김정운 교수의 미니 토크 콘서트가 동화인들을 맞이
했다. 김 교수는 동화의 핵심 가치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며
시종일관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어 직원들의 입가엔 웃음이 끊이지 않
았다. 강연 중 ‘호텔에 가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데 왜 집에서는 그렇지 못
할까?’란 의문이 들었을 때 침대 시트 색을 바꾸는 작은 행동으로 그 전과
는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김 교수의 말이 큰 공감을 일으켰다. 소
소한 부분을 하나씩 바꿔보며 느끼게 되는 행복감. 김 교수는 일터에서도
이 같은 작은 행동들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Finding happiness in small things
Part one of the outdoor event began with a video about
a day at Dongwha’s business sites in Korea and abroad.

조별 체육대회는 2부 요리 경연 대회에 쓰일 재료를 사수하기 위한 게임으로 진행됐다.

After the screening, a musical congratulating Dongwha on

승리를 위해 똘똘 뭉친 동화인들은 함께 달리고 구르며 남다른 협동심을 보여줬다.

its successful results in 2015 was staged, and a mini talk
concert was held by Professor Kim Jung-un, who wrote
the book entitled “Editology.” Professor Kim talked about
happiness, one of Dongwha’s core values. His humorous
speech made the audience laugh throughout the concert.
The participants whole-heartedly agreed when the
professor said that simply by changing the color of bed
sheets people can feel as happy at home as they would at a
luxurious hotel. He stressed that happiness can be found in
small things, and that this rule also applies to workplac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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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가득한 화합과 열광의 함성!
드디어 시원한 생맥주와 바비큐, 다양한 먹을거리가 기다리고 있
는 2부 야외 호프 파티가 문을 열었다. 조별 체육대회에 이어 시작
된 요리 경연 대회에 동화인의 오감이 집중됐다. 제한된 재료로 최
고의 맛을 뽐내기 위해 조원들은 평소 아껴둔 솜씨를 발휘했다. 직
급에 상관없이 완벽한 맛을 완성하기 위해 한껏 실력을 뽐낸 동화
인들 모습에 현장은 금세 화합의 향으로 가득 찼다.
동화인의 음식 솜씨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끝나고 일상의 스트레
스를 날려버릴 신나는 야외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편견 없이 오로지 노래 실력으로 평가받는 ‘복면가왕’ 이벤
트는 동료들이 TV에서 보던 장면을 연출한다는 재미에 평이 더욱
좋았다. ‘울랄라세션’, ‘AOA’ 등 유명 가수 초청 공연까지 더해지자
환호성은 더욱 커졌다. 무대를 가득 메운 커다란 함성과 열광적인
모습, 바로 ‘동화 스타일’ 아니던가. 계속된 열기 속에서 글로벌 동
화 페스티벌은 밤하늘의 폭죽으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동료들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동화의 성장
을 이끌어낼 것이다. 2016년에 더 끈끈한 화합의 시간을 만들 것을
기약하며 글로벌 축제는 막을 내렸다.

Unity and passion
In part two of the event the participants were treated
to cool beer, barbecue and all kinds of delicacies. The
spotlight of the event was a cooking contest, which
began after an athletic competition. The mission was to
cook the best side dish for a party using only the given
ingredients. The teams displayed their culinary skills
to the fullest regardless of their ranks, demonstrating
strong teamwork and unity. The next event was an
exciting singing contest that helped the participants get
rid of daily stress. The performers wore masks to hide
their identities so that the audience could evaluate their
singing skills in an unbiased way. In the finale, famous
singers and music groups such as Ulala Session and
AOA were invited to perform for the participants, who
applauded and cheered with all their might. The event
ended with an extravagant fireworks show. It further
strengthened Dongwha’s camaraderie and passion for
what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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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핵심 가치 ‘행복’에 대하여
Dongwha’s Core Value-Happiness

행복 실천의 핵심은 ‘일을 통한 즐거움과 자부심’

Joy of work and pride, the core elements of achieving happiness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 찰리 존스

DONGWHA
Leading
Topic

동화인이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 동화의 핵심 가치는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에 대해 알아본다.

이렇듯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매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

Dongwha’s core values inspire Dongwha members to turn their dreams into reality.
In this edition we take a look at how to boost pride in what you do and create a happy workplace
based on smooth communication with co-workers.

게 일하는 쪽을 선택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내는 우리는 동화에서 일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하고 행복을 실천할 수 있다. 즉 더욱 즐겁

이 선택에서 필요한 것은 일의 본질과 가치를 아는 것이다. 햄버거의 대명사 맥도널드의
예를 들어보자. 맥도널드사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가치를 ‘햄버거 사업’으로 정의했더라
면, 이들은 ‘좋은 햄버거’ 만들기에만 전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맥도널드는 일의 본

Topic 5

질을 ‘고객들의 풍요로운 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정의했고 이에 온 힘을 기울여 세계

동화의 행복이란?

What is Dongwha’s
happiness?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지만, 그 상태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따라서 행복
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만족감이 성취된 심리 상태를 의미한
다. 그렇다면 동화가 말하는 행복도 개인의 일방적인 행복을 의미할까? 아니다. 조직
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룬 형태다. 또 조직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수
많은 이의 노력이 어우러져 시너지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다.
따라서 동화의 행복은 그리고 동화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
고 있는 동료와 조직 그리고 회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동
화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이다.

Dictionaries define the word “happiness” as a psychological state of
security that one achieves after his or her demands are satisfied and
the person no longer feels any deficiency or insecurity. However,
different individuals perceive this differently. Therefore, happiness
is measured from individuals’ subjective points of view. Then, what
about Dongwha’s measure of happiness? Is it also subjective? The
answer is “no.” An organization consists of multiple individuals,
while its achievements are the result of efforts of many people,
who generate synergistic effects by working together. Therefore,
Dongwha’s happiness as well as the happiness pursued by its
members refers to a happy organization where each and
every individual feels the same degree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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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자문해보자. 우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가치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If you can’t be happy where you are now, you can’t be happy where you
are not.” - Charlie Jones
We can find happiness around us on a daily basis. Dongwha members,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at work, can discover joy in the work they
do and achieve happiness. It is up to us whether or not to enjoy work.
To make the right choice, we must understand the essence and values
of what we do. Here’s an example of McDonald’s. If McDonald’s chose
the hamburger business as its business value, the company would have
focused solely on making good hamburgers. However, McDonald’s was
able to grow into a globally renowned corporation by focusing on “valuing
customers’ time.” So, let’s ask this question: How do we define what we
do? What are the essence and values of ou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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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필요조건 ‘동료와 함께하는 즐거움’

Sharing joy with co-workers
행복 실천,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가요?
우리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일을 하며 쉴새 없이 사람을 만난다. 하여
행복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에 불만이 넘쳐나
는 사람, 동료들과 항상 마찰이 있는 사람, 가정 불화로 일상이 불안한 사람이 많다면 나 역

다음은 동화의 핵심 가치, 행복의 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자.
※ 하단의 설문지를 작성한 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jjy806@dongwha-mh.com

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에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함께 일하는 와중에,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감대는 행복의 원천이 되고
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은 회사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성과를 기뻐하며 어려움과 슬
픔을 터놓고 이야기할 동료들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행복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We spend most of the time at work, where we constantly meet with
people. The degree of our happiness depends on 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we spend much time with. We cannot be happy when we
are surrounded by people who complain too much or have conflicts
with other co-workers or family issues. That is why sharing joy together
is a prerequisite to happiness. The consensus that we build with our
co-workers as we try to attain common goals serves as a source of
happiness, and the joy of sharing a consensus and growing together
greatly influences the happiness of not only the company but of individuals
working in it. Take a look around. Do you have co-workers who
encourage you, celebrate achievements with you and
are always ready to listen to you when you face
hardships down the road? If you do, then
happiness will come your way.

Where Do You Stand in Terms of “Happiness”?
The following questions are to help you find out what you think about “happiness,” one of Dongwha’s
core values. Please take time to answer them to find out where you stand in terms of happiness.
※ Answer the questions below, photograph them and email your photo to jjy806@dongwha-mh.com.
The winner of the lottery will receive a prize.

행복 지수 체크
Happiness Index
체크 항목 Category

평가 Evaluation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I take pride in my job.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I feel that my work helps me grow.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I believe that what I do is worthwhile.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가족들은 나의 업무나 직책을 자랑스러워한다.
My family is proud of my job and job title.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의 가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며 응원한다.
My family understands what I do and encourages me.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회사일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별로 없다.
I almost never had conflicts with my family because of work.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직무 이외에도 팀원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
I enjoy hanging out with my co-workers outside the office.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팀 구성원들끼리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자원들을 기꺼이 공유한다.
I willingly share my ideas and resources with regard to work with my team.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동료는 나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I view my co-workers as my growth partners.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Very much s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핵심가치속성평가 컨설팅 서베이 조사

28

2016 1st 29

뜨거운 안녕,
새날을 향한 열정의 다짐

2015년은 동화인의 힘이 성과로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
다. 어느새 2015년의 태양은 지고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태양을 향해
손 흔드니 태양 빛이 더욱 붉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희망찬 앞날을 말해주는
듯하네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2016년을 더욱 역동적인 한 해로 만들겠
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The year 2015 brought us prosperity and success. We reaped the results
of our hard work and built a solid foundation for our future. Now we are
ready to welcome the year 2016 with unwavering passion and strong
determination to make it a year of achievements and success.

Starting
Anew with
Passion

에세이

꽃 피어나려는 순간처럼
생기 있게 새해를
문태준(시인)

생기(生氣)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움직임에는 이런 생
기가 있다. 생기의 샘, 생기의 분화구를 갖고 있다. 매일매일의 아침에 우리는 생기를 느낀다. 꽃집에서 막 사
와서 화병에 꽂은 한 송이 장미나 카네이션에서 싱싱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생기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다. 생
기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과도 같다. 생기는 분수처럼 탄력이 좋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솟는 것은 하나의 큰 생기가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현종 시인은 시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에서 이렇게 썼다.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마악 피어나려고 하는 꽃송이, 그 위에 앉아
있는 지금, 공기 중에 열이 가득합니다, 마악 피어나려는 시간의 열, 꽃송이 한가운데,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이 시에서처럼 생기는 꽃송이가 막 피어나려는 그 의욕과도 같다. 열이 가득한 상태, 흥분과 설렘이 가득한 상
태. 새해가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아서 꽃송이가 막 피어나려는 것과 같다.
어떤 생기의 생겨남은 어떤 일의 종료 위에서 가능하다. 어떤 일이나 사건의 사라짐, 혹은 어떤 마음의 정리와
동시에 어떤 생기는 일어난다. 이 이치는 화단을 구성하는 꽃이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꽃은 낙화하고 어떤 꽃은 개화하면서 화단의 꽃핌을 지속시키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어떤 것을 버리고 비워
내고, 또 어떤 것을 얻고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을 때 옷장을 한 차례 정리하듯

Wishing for
a Vibrant Year
Moon Tae-jun(poet)

We cannot live without vigor. We need fresh and strong energy in order
to carry on. Everything that moves has vigor. The end of one year and
the start of a new one is also a process of creating new energy. Vigor
is created only when something ends. Life is a constant repetition of
doing away with old things and filling empty spaces with new ones. It
is similar to renewing your wardrobe when seasons change. I always
tell people to do away with their difficult past and move on. But many
people continue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of the past, and even
face difficulties in saying goodbye to their past and living in the present.
That is not a wise way to live. I hope that in the year to come people will
be kinder. If we do away with our ill will and replace it with a good will,
the world will become more peaceful and secure. It will be full of vigor.
I hope that in the year to come all of us will be able to live in a more
vivacious and inspirational way.

시인 문태준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했다. <수런거리는 뒤란>, <맨
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
굴> 등의 시집을 냈다. 미당문
학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
상, 유심작품상, 동서문학상, 서
정시학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이 말이다.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나간 일을 좀 잊고 살라고 말한다. 고통의 순간은 강물처럼 이미 흘
러갔다고 말한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의 현재를, 미래를 포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
간 대로 두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기억을 잊지 못해, 혹은 정리하지 못해 현재의 삶과 미래
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가슴에 독화살을 맞고도 독화살을 뽑지 않는 사람과 같다. 독
화살을 맞으면 우선 독화살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그 독화살을 쏜 사
람이 누구인지, 독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하므로 독화살을 뽑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
면 독화살을 맞은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나는 새해에 사람들의 마음에 호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호의는 친절한 마음씨다. 호의는 선한 마
음씨다. 인정을 베푸는 마음씨다. 이러한 마음이 확장되면 행성들 사이에도 존경과 배려가 생기고, 하늘과 땅
사이에도 존경과 배려가 생길 것이다. 몽골의 시인 롭상로르찌 을지터그스는 시 ‘새마다 하늘’에서 이렇게 노
래한다. “풀은 모두 나무/ 돌마다 산/ 넓은 이 세상/ 사물은 모두 중심// 깃은 모두 새/ 새마다 하늘/ 풍요로운
이 삶의/ 모든 날들이 새롭다.” 이 시는 모든 존재가 우주의 주인이요, 중심이라고 말한다. 한 포기의 풀은 나무
와도 같은 존재이고, 돌멩이 하나는 산과도 같은 귀한 존재라고 말한다. 모두가 다 귀한 존재요, 주인이요, 중
심이라고 여긴다면 생명 세계에서 다툼이 사라질 것이다. 악의를 버리고 호의를 사용한다면 생명 세계는 안심
과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기가 가득할 것이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밝고 높고 싱그러운 상태에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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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about

⋯

⋯

소원을 말해봐~

한국일보 인사팀 이승준 대리

동화기업 설비기획팀 안석규 대리

“안녕 2016, 동화의 지니가 되어줘!”
“2016, Be Dongwha’s Genie!”

“2015년은 변화의 해였습니다. 결혼을 했

“저의 새해 소원은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고, 새로이 동화 가족이 된 한국일보로 소

설비기획팀 팀원들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속이 변경됐죠. 2016년에는 한국일보는

여름 셔츠를 받는 겁니다. 멀리 더운 나라

물론 동화그룹 모두 승승장구해 더욱 활

에서 생활하는 우리 팀원들을 위한 선물

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

이라고 할까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시작하는 동화인의 가슴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동화인들의 잊지 못할 기억,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꺼내본다.
This segment takes a look at how Dongwha members remember the year 2015 and
what their wishes are for the year 2016.

로운 가정을 꾸린 가장으로서 식구 한 명
이 더 늘길 바라는 마음도 있네요.”

⋯
동화기업 물류혁신팀 성재모 과장

“제 소원은 저의 주니어가 생기는 겁니다.

⋯
대성목재 안전팀 조승갑 대리

“제가 양띠인데 양띠 해인 2015년에 첫
딸을 만나서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냈죠.
2016년에는 둘째 아들을 꿈꿔봅니다. 승
진도 하고 싶고요. 하하.”

결혼한 지 어언 7년인데 얼마나 예쁜 아
이가 오려는지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
2016년의 시작과 함께 기쁜 소식이 전해
지길 바랍니다.”

⋯
동화기업 상품개발팀 김상진 기술주임

“2015년은 정말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아
내의 수술, 장인어른 별세, 딸아이가 척추
측만증으로 몇 년간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정말이지 저에게는 너

⋯
동화기업 회계세무팀 최영석 대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자니 걱정과 슬픔이

무 우울하고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2016
년에는 고됐던 순간들을 깨끗이 보내고,
원숭이띠인 우리 딸의 기운을 듬뿍 받아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득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 아프고 상처받은
일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아서일까요? 그래
서 저는 좋았던 일들을 가족,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련과
슬픔은 2015년과 함께 떠나 보내고 새롭
게 다가온 2016년을 열린 마음으로 맞기
위해서죠. 동화인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부터 좋은 것만 생각하며 2016년을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인 모두가 행복

⋯
동화기업 상품개발팀 강민구 사원

“조카들에게 당당히 세뱃돈을 준 삼촌! 잊
을 수 없는 2015년 설날이었죠. 어려웠던
소위 ‘취준생’ 시절을 뒤로하고 동화에 입
사해 맞은 첫 명절이었거든요. 2016년 설
날 역시 조카들에게 멋지게 세뱃돈을 주
는 삼촌이 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웃는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사원

“2015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몸 성장은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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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화기업 사원관계팀 최윤주 사원

대성목재 시설지원팀 유창근 기술사원

대성목재 PB공장 김봉기 기술대리

“2015년에 태어난 딸 수진이의 돌잔치에

“지난여름 20개월 된 둘째 아들이 넘어져

“2015년에는 회사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

쓸 예쁜 가족사진을 찍는 게 소원이에요.

이마가 찢어졌어요. 피가 흐르는 아이를

었는데 앞으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

세 식구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가족사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던 그날

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

을 하루빨리 집에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길, 한 달에 한 권 책

2016년에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

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길 바

하게 지내는 게 소원입니다.”

랍니다.”

동화엠파크 운영기획팀 지훈 팀장
Ji Hoon, M-Park

Q 201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What was the most memorable even of 2015?
A 4일간의 자전거 국토 종주가 잊지 못할 일이에요. 평소 자
전거 타는 걸 즐기는데 주말마다 집 근처에 있는 정서진 아라뱃
길이나 멀리는 양평까지 다녀오곤 합니다. 국토 종주도 이번이

대성목재 PB공장 박용우 기술주임
Park Yong-u, PB Factory

Q 201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What was the most
memorable event of 2015?
A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딴 일이 기억에

⋯

⋯

처음은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남아요. 2015년에 에너지관리기능사, 지게차운전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주임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이기영 대리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 없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

기능사, 가스용 보일러조종자 자격증까지 총 세 개의

“2015년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같이 일

“2016년에는 ‘뇌섹남’이 되고 싶습니다.

께 달리기만 하면 되니 그 매력에 빠져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실패의 고배

목표는 30권의 책 읽기! 그간 미뤘던 중국

The four-day cross-country cycling tour. I am an

를 한 번 맛보고 재도전해 지난 10월 자격증을 거머쥘 수 있었

ardent fan of cycling. I cycle every weekend in my

죠. 독학으로 공부한 데다 현재 업무와 다른 부분이 많아 어려웠

neighborhood, and sometimes I go far, all the way up

지만 공장장님의 지원과 배려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to Yangpyeong. It wasn’t my first cross-country tour. It

It was earning three certificates despite my not-very-

⋯

was hard but cycling is the best way to chase away my

young age. I studied hard in 2015 to earn the certificates

동화엠파크 운영기획팀 유창열 사원

worries and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energy manager, forklift truck operator and gas boiler

하던 동료를 떠나보낸 아픔까지⋯ 기쁨
보다 슬픔이 많았지요. 새해에는 안전사

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요.”

고 없는 행복한 직장이 되길 바라고 믿어
봅니다. 동화 파이팅!”

“첫 번째 소원은 로또 1등이 되는 것이고,

대성목재 PB공장
박용우 기술주임

두 번째 소원은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
세 번째 소원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것!”

operator. The first time I took the practical test for the
Q 2016년에는 팀원들과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certificate of energy manager, I failed, so I took another

Would you like to go on a cycling tour with your team

try and finally earned the certificate in October. Studying

in 2016?

all on my own wasn’t easy. The skills required for the

A 팀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행이라 할 만큼 거창한 건

profession of energy manager are different from my

아니고 가까운 곳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가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current work duties in many ways. But I was able to pull

요. 엠파크 주변이나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여의도 본사까지도 좋

it through thanks to the support from our factory chief and

고요. 자전거를 타면 생각이 맑아지고 일상의 스트레스도 사라

co-workers.

져 업무에 복귀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장점을 팀
원들과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2016년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자전거 대여료와 식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Q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What do you want to try next?

My team may not like it, but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A 에너지관리기능사 위 단계인 에너지관리기능장에 도전할

take a bike-hiking tour together somewhere not too far,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과 약속한 게

like the area around M-Park or maybe we can make it

있었어요. 좋아하는 술도 안 마시고 꼭 합격하겠다고요. 합격 소

all the way to Yeouido, where Dongwha’s headquarters

식을 듣고 해냈다는 성취감과 더불어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

are based. Cycling helps clear one’s thoughts, fight daily

던 건 고 1, 중 3 두 아이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이었어요.

stress and better focus on work. I want to share all those

그때를 기억하며 2016년에도 다시 도전하려 합니다. 저를 믿어

benefits of cycling with my co-workers. Maybe you

준 가족에게 또 한 번 합격 소식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know of a good way to receive funding for renting bikes

I plan to earn the certificate of master craftsmen in energy

and buying food on cycling tours?

management, which is higher in rank than the certificate
of energy manager. I made a promise to my family to
stop drinking in order to pass the exams. When I heard
the news that I had passed them, I felt a strong sense of
accomplishment and I was also proud to have kept the
promise that I made to my two children. So I want to take

동화엠파크 운영기획팀
지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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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new challenge in 2016 to repay my family for their
trust in me by passing one mor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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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인사왕

대성목재 PB공장 시설지원팀 조성준 기술사원
Cho Sung-jun, Daesung Wood PB Factory Technician

인사는 나의 힘
The Most Polite Employee
인사왕 조성준. 기억해둬야 할 이름이다. 기꺼이
허리 숙일 줄 알고 영민하게 질문할 줄 아는 이
청년은 2016년의 새날들을 누구보다 활기찬
인사로 열어젖힐 계획이다. 그 진심 어린
인사가 쌓이다 보면 내 기계, 내 공장도
더 힘찬 인사로 화답할 것이라 믿는다.
Technician Cho Sung-jun, the
Most Polite Employee of 2015,
always bows politely to his coworkers whenever he greets
them or needs to ask something.
He is poised to start the new year
with his signature cheerful and polite
greeting.

반갑습

니다.

안녕

하십

니까

!

누구? 아~ 인사 잘하는 친구!

한 숙여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요. ‘인사성 밝은 친구’라고 기억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스태프에게 건넨

주신 덕분에 직장생활도 한층 윤택해졌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수줍은 배즙 두 봉지가 ‘인사왕’의 면모를 단박에 보여주는 듯하다.

선배들은 좋은 목재를 두고 ‘음양(陰陽)의 화합’이라고 했다. 수십 수

사보 촬영 도중에도 그린라운지를 오가던 수많은 동료가 “우리 성준

백 년에 걸쳐 서로의 결에 파고든 두 나무가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챙기는 것으로 보아, 말 그대로 ‘온 동네 귀

그렇게 얽히고 나서도 뒤틀어지기 일쑤다. 한 나무가 가구로, 건축자

염둥이’가 맞구나 싶다. 물론 누구라도 오는가 싶으면 전광석화같이

재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길고도 무거운 시간이 필요하다. 조성준

일어나 인사하는 대성목재 PB공장 시설지원팀 조성준 기술사원의

기술사원의 꿈은 나날이 더 크고 울창한 나무로 성장해 그 그늘에서

몸놀림이 먼저였지만 말이다.

이 좋은 동료들과 더 큰 꿈을 꾸며 즐겁게 사는 것이다. ‘작은 하루가

2013년, 스물다섯 어린 나이에 입사해 ‘전 사 제일 막내’가 됐다. 내 기

큰 미래를 만든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스스로 설정한 매일의 미

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니, 선배들에게 노하

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침착하게 실천하고 있다.

우를 전수받고자 먼저 다가가 질문하는 첫 관문이 바로 정중한 인사

2016년에도 그와 그의 기계는 계속 진화할 터이고, 더욱 많은 이야기

였단다.

를 담아낼 것이다. 일 많고 배울 것 많은 현장에서 열심히 인사하며

“경험이 없다 보니 배워야 할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웃음) 입사 초

‘제 몫 하는 재목’으로 성장하겠노라는 조성준 사원에게 ‘인사왕’이라

기에 김대영 기술주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야말로 모

는 수식어는 너무 작다.

든 관계의 시작이고 예의 바른 인사에 모두가 즐거워지니, 직장생활
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사라고요.”

Greeting peopl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마주치는 모든 동네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외칠 정도로 인

Daesung Wood PB Factory Technician Cho Sung-

사 게이지(!)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도 있었다. 초심은 지금도 잊지

jun has been selected the Most Polite Employee of the

않고 있다. 매일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기계

Year at the recommendations of his co-workers. Always

에도 “잘 있었어?”라는 인사를 건네니 말이다. 인사는 관심의 척도라

greeting his co-workers politely with a cheerful voice

는데, PB공장의 심장인 프레스를 책임질 전문가로 우뚝 설 날도 머지

and a beaming smile on his face, Cho is known as the

않아 보인다.

“happy virus” of the PB factory.
When he just joined Dongwha, he asked his co-work-

인사가 다 같다고요? 아니죠!

ers plenty of questions about his new work duties, but

1월, 다시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조성준 기술사원이 더 높이 비상하

each time he started his questions with a polite greetng.

기 위해 허리를 숙인다. 조성준 사원은 ‘인사라고 다 같은 인사가 아

He later realized the importance of greeting people

니다’라고 귀띔했다.

sincerely in fulfilling his work duties. Cho’s mantra, “A

“저는 인사할 때 절대 약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상대방과

small day makes a big future,” is what inspires him to

눈을 맞추며 밝은 표정과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하지요. 허리도 최대

continue to create a better future.

Mini Interview
유창근(대성목재 PB공장 시설지원팀)

“PB공장의 해피 바이러스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와 함께 진심을 담아 정중하게 인사하는 조성준 기술사원은 PB공장의 해피 바이러스
입니다. 매일 활기차게 인사하고 질문하며 차근차근 성장해나가고 있으니, 동화그룹의 새 역사에 기여
할 슈퍼루키의 무한 진화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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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풍경

장기근속자 6인의 베트남 여행기
Vietnam Trip of Six Long-service Employees

일도 삶도 이렇게 즐거워라!
Live and Work with Fun!

Vietnam
첫째 날

베트남 첫인상은 오토바이?
2015년 11월 5일, 우리 일행 여섯 가족(총 15명)은 호찌민 탄손누트국
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시스템 오류와 호찌민의 기상
악화로 비행기 출발과 도착 시간이 많이 지연돼 다들 지친 상태였지
만 여행 특유의 설렘은 피로조차 금방 잊게 만들었다. 우리 일행은 공
항을 나와 이찬희 가이드와 베트남 현지 가이드를 만나 단체 사진을
찍은 뒤 관광버스에 올랐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장대비가 2시간 동안 내렸지만, 행운의 여신 덕
분인지 마침 비가 그쳐 무덥지도 않고 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하
지만 이게 웬걸, 큰길에 나오자마자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로 상황
이 엉망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토바이가 서로 엉키고
설킨 모습은 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했다. 어디서 그
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몰려나왔는지, 생소한 풍경이 놀랍

25년 세월 동화와 동고동락해온 장기근속사원 6명이 오랜만에 자리를 비웠다. 회사의 지원으로 떠난 달콤한 휴식. 사랑
하는 가족과 함께한 베트남에서의 3박 5일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활력을 충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동화기업 화

기만 했다. 가이드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인사말과 주의사항 등을 숙

학생산팀 이종화 기술대리가 대표로 그 추억을 전한다. 글·사진 이종화 화학생산팀 기술대리

에 도착했다.

지하는 동안 버스는 느리지만 어쨌든 달렸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장소

Six long-service employees who dedicated 25 years to Dongwha, sharing its joys and sorrows,
took a leav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They took a three-night-five-day trip to Vietnam along with
their families under the auspices of their company. I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relax and spend
time with their loved ones. Here’s the account of the Vietnam trip told by one of the employees, Lee
Jong-hwa of the Chemical Production Team of Dongwha Enterprise.

장시간의 비행으로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우고 숙소인 비사이 사이
공 호텔에 도착해 방을 배정받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첫날
인 만큼 그냥 자기는 아쉬운 법. 짐을 정리한 뒤 몇몇이 로비에 모여
근처 마트로 출동했다. 약간의 안주와 과일, 맥주를 구입해 간단히 맥
주 파티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밤은 깊어갔다.

동화의 장기근속사원 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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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 Forever, 나의 동화

김성수(동화기업 보드화학생산팀 기술대리)

김호진(동화기업 보드화학생산팀 기술사원)

Kim Sung-soo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Dongwha Enterprise)

Kim Ho-jin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Dongwha Enterprise)

업무에 문제가 생겨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열중하다 보면 힘든 일은 어느새 사라지곤 했죠. 일이 잘 해
결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회사의 미래가 곧 저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회사와 동료
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Sometimes I face hardships at work, but each time

회사 생활을 오래도록 잘하려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할 때도 확실히, 스트레스
를 풀 때도 확실히 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죠. 늘 건강한 마음으로 회사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manage stress well to prolong your career. Resting well is crucial to

I overcome them by concentrating on work. I feel very rewarded whenever I resolve problems at
work. I believe that the future of my company is my future as well. I will continue to do my best to
help my company and co-workers.

improving your ability to focus on work. I will do my best as a member of m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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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자랑스러운 동화를 만나다
오전 6시 40분, 호텔 앞에서 관광버스를 타
고 견학을 위해 동화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사업장으로 향하는 동
안 이찬희 가이드로부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들었다. 베
트남어의 기원과 전쟁, 식민지 시절, 베트남 영웅 3인(리타이또,
호찌민, 지압 장군), 기본적인 인사말(안녕=신짜오, 고맙습니다=
깜언, 미안합니다=씬로이), 국기의 의미와 상징, 지도를 통해 살
펴보는 베트남의 5대 도시까지,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듯 설
명에 빠져들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동화 베트남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유진, 이종석, 정승원 세 분의
차장님 그리고 서인석 대표이사님과 인사를 나눈 뒤, 사업장 설립
배경과 직원 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장 견학에 나섰다. 견학 도중 예전에 함께 등산하던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매우 반가웠다.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견학을 계속하는 동안 동화 베트남의 시
설과 규모에 감탄하며 새삼 동화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
고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이 아니면 못 볼 여러 가지를 눈과
마음에 담은 뒤 짧은 커피 타임을 갖고 사업장을 나섰다.
숙소가 위치한 호찌민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한울식당에 들러 점
심을 먹고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으
려니 그간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듯했다. 발 마사지를 받은 뒤
에는 시클로(자전거를 개조한 인력거)로 호찌민 시내를 관광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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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동화기업 화학생산팀 기술대리)

박성종(동화기업 화학생산팀 기술사원)

Lee Jong-hwa (Chemical Production Team, Dongwha Enterprise)

Park Sung-jong (Chemical Production Team, Dongwha Enterprise)

몇 해 전 20년 동안 일하던 공장을 뒤로하고 새로운 공장에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
만 강한 의지와 가족의 격려로 잘 적응할 수 있었지요. 이 두 가지는 늘 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여행을 활력 삼아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달려볼 겁니다. A few years ago I was transferred to a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슬럼
프 바이러스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죠.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차근차근 실천하는 마음으로 맡
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I try to stay positive in terms of work and life. Thinking about my

new factory after working for 20 years at the previous one. It was hard at first, but I was able to adapt
well thanks to my willpower and the support from my loved ones. These two factors always help
me to carry on. This trip has helped me to recharge my energy so that I can work even harder.

family always helps me to keep despair at bay. Rather than pursuing high goals, I try to implement
small things first and fulfill my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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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역사와 생활을 제대로 느낀 날

Unforgettable time together

오늘은 베트남의 역사를 만나는 날. 아침 10시

Six long-service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

30분에 구찌 터널에 도착했다. 구찌 터널은 베

and Daesung Wood visited Vietnam on November 5-9,

트남 전쟁 당시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지

2015. The trip was organized by Dongwha to thank the

하 터널로,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장소다. 터

employees for their contributions by presenting them

널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땅굴 체험을 시작

with the opportunity to travel with their loved ones. The

했는데, 지하 3층 깊이의 땅굴 속을 살피는 동안 한편으론 숙연해지

employees toured Ho Chi Minh, the economic center of

기도 했다. 터널 관광과 점심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일정은 끝

Vietnam, as well as the Cu Chi tunnels, which symbol-

나고 자유 시간. 우리는 벤탄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물건도

ize the Vietnam War, the central post office and City

사면서 흥정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야시

Hall. They also visited Dongwha’s factory in Vietnam, a

장과 시내를 둘러봤다. 재미있는 볼거리와 흥겨운 사람들⋯ 그렇게

symbol of Dongwha’s global presence. On the final day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이 아쉽게 저물고 있었다.

of the trip, the employees had nice dinner on board a

셋째 날

ferry on the Mekong River. In addition to guided tours,

넷째 날

선상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안녕

they also got some free time to make special memories

오전 9시, 숙소를 떠나 미토시로 향했다. 메콩

with their families and co-workers.

강 삼각주 중 가장 큰 유니콘 섬에서 정크선을
타고 주민들의 삶을 탐방했는데, 돌아보는 동안
뱀을 목에 감고 사진을 찍는 등 잊지 못할 경험

을 했다. 비행 일정을 위해 호찌민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조현기 사원
의 큰딸이 생일이란 얘기를 듣고 비밀리에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선상 디너 시간에 깜짝 생일 파티를 열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파
티를 하는 동안 주위의 시선도 모으고 축하도 받으며 오래도록 기억
에 남을 시간을 보냈다. 하선해 노트르담 성당과 중앙우체국, 시청사
관람을 마지막으로 모든 관광 일정을 마쳤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
간. 3박 5일 동안 정이 듬뿍 든 가이드들과의 인사를 끝으로 우린 베
트남에 안녕을 고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조현기(대성목재 PB공장 기술사원)
Cho Hyeon-gi (PB Factory, Daesung Wood)

조항영(대성목재 PB공장 기술사원)
Cho Hang-yeong (PB Factory, Daesung Wood)

25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중 10여 년 전 업무 중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게 기억납니다. 힘
들었지만 강한 의지와 회사의 지원으로 극복했지요. 약한 마음에 지면 그 순간이 끝입니다. 몸과 마
음의 건강이 회사 생활의 기본이니까요. It has been 25 years already. There were many rough

늘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잡념을 걷어내고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의지대로 마음을
조절하기 쉬워지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I always

patches down the road. About ten years ago I severely injured my finger. It was a rough time, but
I overcame it thanks to my strong willpower and the support from my company. Giving up is easy
during difficult times, that’s why a sound body and a sound mind are crucial when it comes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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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to stay calm and focus on the reality rather than thinking too much. This helps me to control
myself. I will maintain my attitude in the future in order to do my best, as I have done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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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 사람!

Lee Kwang-rye
of Dongwha M-Park’s
Marketing Strategy Team

Lee Kwang-rye
of Dongwha M-Park’s
Marketing Strategy Team

동화엠파크 마케팅전략팀 이광례 과장

캔버스에 깃든 마음의 풍요
더없이 밝고 유쾌했다. ‘명랑하다’는 표현이 썩 잘 어울렸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론 홀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이광례 과장. 그림이 어떻게 그녀의 마음에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46

The Richness of
Soul Expressed on Canvass
Lee Kwang-rye of Dongwha M-Park’s Marketing Strategy Team is known for her cheerful
personality and outstanding social skills. But sometimes she likes to spend time alone drawing
pictures and pondering. Here’s more on how drawing helps her regain inner peace and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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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그리고 도시’. Jennifer McChristian의 작품을 모사한 습작. 은은한 불빛과 비에 젖은 거리를
다소 거칠게 표현하는 등 이광례 과장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유화의 표현 스킬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2 ‘창가에 앉은 소녀’. Pino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모사작. 그리는 내내 빛이나 색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대로 모사하기보다 적당히 생략하는 표현 기법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3 ‘붉은 옷을 입은 여인’. 사진을 보고 인물을 그리되, 이광례 과장만의 해석을 추가해
완성한 작품. 인체의 빛과 질감이 잘 살아나도록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4 ‘Blue Shimmer Softly’. 실루엣을 살리면서 보이지 않는 선과 분위기까지 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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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e Kwang-rye says that drawing helps her to fight stress and regain inner peace.
It has become a precious part of her daily life. Like the 10,000-hour rule in Malcom Gladwell’s
book “Outliers,” Lee says she wants to continue to draw. As always, she is drawing
the sketches of today and coloring tomorrow on her canvass.

Drawing is my destiny
3

돌고 돌아 만나게 된 ‘그림’이라는 운명

‘쓱~ 쓱’ 시간이 알차게 여물어가는 소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변화에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예고 없이 찾아왔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이광례 과장에게

든 스스로 택했든 변화는 또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이 일생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다. “집에서 푹 쉴 시간에 그림을 그리

일대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례 과장의 일

면 언제 쉬느냐?”라고. 이럴 때 이광례 과장이라면 망설임 없이 “그

상을 둘러싼 변화는 그림을 선택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돌기 위한 과

림을 그리지 않으면 빈둥대며 보낼 시간”이라 답할 것이다.

정이었는지 모른다. 입사한 지 올해로 5년째, 이광례 과장은 여의도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토요일 오전은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어

로 출근하다 인천으로 발령받은 후 독립하면서 진정한 싱글족으로

요.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시간’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림

거듭났다. ‘그림을 배워볼까?’ 하고 생각한 시점이 그즈음이었다.

그리러 나오면 일분일초가 알차게 영글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처음 몇 년간은 계획만 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이대

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로는 영영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했어요.

그림에 애정이 남다른 만큼 ‘다음엔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는 행복

토요일마다 6시간씩 그림을 그린 지가 어느새 2년이 넘었네요. 지금

한 고민이 속속 고개를 든다. 해서 틈틈이 아트 페어를 찾아 다른 이

은 ‘왜 좀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의 그림을 보며 재료와 표현 방법을 연구한다는 이광례 과장. 여기에

도 있어요.”

자신만의 그림체를 만들겠다는 희망과 소수 정예 인원이 참가하는

시작을 방해한 건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림 잘

학원 전시회에 출품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덧붙인다.

<그린동화>가 악기 연주, 각종 수집, 사진 촬영, 공예, 뜨개

그린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지만 이후 그림과 동떨어진 생활을 해온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일만 시간의 법칙’을 말

질, 운동 등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녀. 배우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이젤 앞에 앉

했다. 이는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려면 일만 시간의 연습과 노력

동화인을 찾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

은 순간 이런 감정들은 씻은 듯 가셨다.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히며

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금 속도라면 30년은 걸리겠지만 급하게

그림 그리는 일 자체를 즐기게 되더란다. 그 순간만큼은 무념무상의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쾌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 위에 충만한 여유가

경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채우니

그려지는 듯하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이광례 과장은 여전히 캔버스

마음도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진다.

위에 오늘을 스케치하고 내일을 채색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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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동화인을 찾습니다

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재미있는 취미생활로 즐거
운 일상을 꾸려가는 동료를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의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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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원 승진자 4인의 출사표

Four Promoted Executives

전진과 도약의 시간을 만나다

Time to Move Toward Higher Goals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실행력

신동만 이사에게 동화 가족은 오랜 시간 함께 땀 흘리고 때

2007년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동화와 함께 달려온 8년의

로는 고통을 나누어 온 제2의 가족이다. 동화인들과 오래

시간 동안 최장운 이사는 신뢰, 안전,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록 함께하면서 즐거운 때도 많았지만 더러 위기의 순간

실행력을 마음에 새기며 일해왔다.

도 겪었다. 특히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과연 내가 회사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노사관계

보탬이 되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이 들 때였다. 그때마다

에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지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그가 다시 뛸 수 있었던 건 ‘나의 행복을 남과 비교해 판단

유지하는 것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사고는 행

하지 말자’는 깨달음 덕분이었다. 냉정한 시간을 통해 자신

복을 추구하는 동화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하는 일을 찾아 다시 한 번 해

요. 혁신이 곧 동화의 성장이라 믿기 때문에 변화에도 노력

보자는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을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조직

변화를 거듭하며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신동만 이사. 그

을 이끌어나가는 실행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는 2016년에는 회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경영진의 한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행복한 동화인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

그는 2015년을 뒤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잘못을 두 번 저지

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동시에 모든 동화 가족들이 자부심

르지 않는다’는 뜻의 ‘불이과(不貳過)’를 가슴에 간직하며

과 긍지를 가지고 찬란한 동화의 성장을 함께 이루며 행복

살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굳은 의지는 앞으로 어려운 일에

한 동화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부딪혔을 때 그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돼줄 것이다.

Focusing on what we can and must do well

Power of execution that rejects complacency

Director Shin Dong-man has dedicated 26 years

Mr. Choi joined Dongwha in 2007. Over the past

to working at Dongwha. His co-workers are

eight years he has dedicated his efforts to real-

like family-they have shared joys and sorrows

izing the values of trust, safety, change and in-

and overcame many difficult times together. The

novation and execution of his ideas. He believes

most challenging moment for him was when he

that through these values he can contribute to

questioned his capabilities as a Dongwha em-

Dongwha’s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

ployee. But each time Mr. Shin was able to get

ment. “In my duties, trust is of prior importance.

back on track by telling himself to not compare

It’s the biggest virtue in labor-management

his life to the lives of others. During tough times

relations. The second important factor is a safe

he looked at things in a cool-headed way and

workplace, because accidents undermine hap-

동화 베트남

discovered what he can and must do well. Now

piness that Dongwha and its members pursue.

동화기업

신동만 이사

Mr. Shin is poised to make a fresh start. As one

The third decisive factor is change and innova-

최장운 이사

of Dongwha’s key executives who will lead its

tion - the growth engine of Dongwha. Finally, it’

sustainable growth in 2016, Mr. Shin plans to

s important to demonstrate our power to execute

make people working at Dongwha happy by

our ideas rather than staying complacent. I am

helping them contribute to its growth.

doing my best to implement all these factors.”

DONGWHA
Inside
News
Inside
People

Shin Dong-man
Director
Dongwh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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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ang-wun
Director
Dongwha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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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터를 꿈꾸다

동화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다

동화기업에 입사한 지 20년. 동화와 함께하기 시작했을

승진 소식을 접한 이성영 이사는 동화에서의 22년을 되돌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즐겁게 할

아보며 함께했던 선후배들과 늘 자신을 지원해준 가족들

수 있는 것이 곧 행복이다’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2008년 말레이시아에

회사에서의 행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일

에게는 자신의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하는 것 그

하는 문화와 생활 환경이 우리나라와는 크게 달라 말레이

리고 작은 성과라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아 업장의 직원들을 한가족으로 만드는 일이 그리 녹록

자세가 일을 통한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이런 마음이 20

하지 않았던 것.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성과를 낼 수 있었

여 년의 시간에 ‘성장’이란 결실을 안겨준 동력이었다.

던 데는 서로 한 걸음씩 거리를 좁히고 공동의 목표를 만

2016년은 동화의 IT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김원홍 이

들어나간 노력이 있었다.

사는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해 동화의 비즈니스를 지원

이성영 이사는 항상 동화의 큰 방향에 맞춰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동화인 모두에게 2016년이 큰

할 일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약의 해가 되기를 희망했다.

2016년에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또 동화 가족
들을 위해 좋은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들을 보완할 계획

Dreaming of a happy workplace

이다. 믿음을 주는 사람,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 동

It has been 20 years since Mr. Kim joined

화 말레이시아가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이 되도록 힘쓰겠

Dongwha Enterprise. Since day one he be-

다며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lieved in the importance of enjoying his job in

동화기업

김원홍 이사
Kim Won-hong
Director
Dongwha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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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be happy. In a corporate setting the

Dongwha’s goals are my personal goals

word “happiness” may be interpreted in many

Upon hearing the news about his promotion,

different ways. But to Mr. Kim it means iden-

Director Lee Sung-young expressed gratitude

tifying the meaning of his job, immersing in it

to his co-workers and family, who always gave

and applying effort to produce results that he

him their support during his 22-year career at

personally can acknowledge, however small

Dongwha. When Mr. Lee just started working

they are. Two decades ago, when maintaining

in Malaysia in 2008, he faced many obstacles

such an attitude was not easy, Mr. Kim strived

due to cultural differences. But as time passed

to follow his beliefs, which later resulted in

by, he began to produce results one by one

Dongwha’s growth. Dongwha’s information

thanks to the efforts to narrow differences and

technologies are to undergo big change in

find common ground.

2016, with new information systems scheduled

Mr. Lee always sets his personal goals in line

to be built in the company. Mr. Kim has prom-

with those of Dongwha and does his utmost to

ised to use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ttain them. He plans to further hone his skills

to support Dongwha’s business operations.

to become a good leader of the Dongwha

He hopes that all Dongwha members will fin-

family, contribute to his organization and earn

ish the year 2015 in a positive way and have a

trust in order to bolster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ive year in 2016.

Dongwha Malaysia.

동화 말레이시아

이성영 이사
Lee Seong-young
Director
Dongwh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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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랑도 대표와 함께한 열린광장 특강

Agora Lecture with CEO Ryu Rang-do

시작하기 전 조감도를 그리자

Picture the Desirable Results
Beforehand

2015년 11월 열린광장 명사 특강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하이퍼포머 리더’라는 제목으로 류랑도 대표의
특강이 있었다. 2016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동화인에게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DONGWHA
Inside
News
Inside
Lecture

In the November 2015 Agora event, The Performance CEO Ryu Rang-do gave a special lecture on how to
become a high-performing leader who yields desirable results. It was of great help to Dongwha members, who
are preparing to achieve new goals in the year 2016.

리더의 역할은 ‘성과 목표 부여’

The leader’s role is to set a clear target

지난 11월 20일, 153차 열린광장이 개최됐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열린광장 1부에서는 사령장 수여를 비롯해 11월

CEO Ryu Rang-do gave a special lecture on how to become a high-performing leader

월간 포상과 경영 실적 등을 공유했고, 2부 명사 특강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하이퍼포머 리더’라는 주제로 류랑

who yields desirable results. Highly lauded in Korea as a top expert on boosting corpo-

도 대표가 강연을 했다.

rate performance, CEO Ryu said that goal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visible and that

‘성과 창출 전문가’로 알려진 ㈜더퍼포먼스 류랑도 대표는 “2016년에 목표하는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창출하고자 하

it is important to set clear, concrete goals for 2016. CEO Ryu began his lecture by outlining

는 성과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리더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본격적인

the role of a leader. He said that the role of a leader i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강의를 시작했다.
“리더는 CEO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 부여, 전략 코칭, 평가 피드백입니다. 이 중 ‘성과 목표 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

2015년 최종 성과를 분석해 2016년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는 과정에서 처음 필요한 것은 리더가 부여하는 명확한 성과 목표입니다. 조감도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

그리고 매월 초, 성과 목표를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는 것처럼 성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완성된 대나무를 품을 것

produced by an organization at the instruction of its CEO, and that a leader’s role can be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4대 핵심 요소는 ‘환경, 목표, 시간, 역량’이다. 여기에서도 목표 설정은 성과에 매

divided into three parts: setting targets, providing strategy coaching, and evaluation and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류랑도 대표는 말한다. 기업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연매출 30% 이상 고도성장하던 1990년대

feedback. Of those, setting goals is of prior importance. Clear goals set by a team leader are

와 달리 저성장 시대가 지속된 2000년대부터는 목표 설정이야말로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것.

imperative for team members to attain targeted results. Like architects need a bird’s-eye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성과 목표를 통해 리더는 팀을 움직이게 하고, 팀원들은 ‘내가 할

view to build a house, a team needs concrete and precise goals to achieve them.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 최종 성과를 분석해 2016년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
니다. 그리고 매월 초, 성과 목표를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Picture the desirable result in your mind

‘흉유성죽(胸有成竹)’이라는 말이 있다. 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전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뜻

The four key factors that play a decisive role in whether or not an organization will

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확한 계산과 그림이 있어야 하듯 말이다. 류랑도 대표의 이번 강의는 2016년 더 큰 도약

achieve results are the environment, goals, time and capabilities. CEO Ryu emphasized

을 꿈꾸는 동화의 ‘하이퍼포머 리더’들의 경영 전략을 만나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once again that the most crucial factor is setting clear goals. Unlike in the 1990s, when
businesses were able to increase their sales by 30 percent just by working hard, in the era
of low-growth, which began in the 2000s, they can eliminate market uncertainties only
by setting goals. “Clear goals are essential for implementing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y. A leader can motivate his or her team only by setting targets, which also
helps the team members identify their responsibilities.” said CEO Ryu. He also added that
goals for 2016 must b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produced in 2015, and that
it is important to write down the company’s targets at the start of each month. CEO Ryu’s
lecture was of great help to Dongwha members in strengthening their determination to
attain greater result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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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화그룹 팀장 송년회 The year-end party

더 큰 성장을 위한 2015!
전성기를 향해 가는 2016!
DONGWHA
Inside
News
Inside
Event

지난 12월 17일 목요일, 인천 월미도 횟집에서 ‘2015년 동화그룹 팀장 송년회’가 있었다. 이번 송년회

On December 17 Dongwha’s executives gathered at dinner at a raw fish restaurant in

는 2015년의 성과들을 축하하고, 2016년을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떡케이크 자르기로

Wolmido, Bukseong-dong to celebrate stellar performance in 2015 and make a new

시작된 2015년 송년회는 승명호 회장의 격려와 축하 건배사를 비롯해 각 사업장 대표와 임원 승진자

determination for 2016. The year-end party began with a cake-cutting ceremony and

그리고 각 부문을 대표하는 부문장들의 건배사가 이어지며 열기를 더해갔다.

a toast proposed by Mr. Chairman. The dinner was attended by the CEOs of each

올 한 해 동안 이뤄낸 뜻깊은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송년회에 참석한 동화인들은 모두 즐거

business site, newly promoted executives and the chiefs of each business unit.

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어울렸다. 또 2015년을 보내고 새로 다가오는 2016년을 맞

The participants celebrated the results of their arduous efforts over the past one year in

이하며 더욱 뜨겁게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종일관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송년

a festive atmosphere. They also made a determination to work even harder in the year

회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기는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의 건배사로 마무리됐다. 승명호

2016. Held in a joyful and friendly atmosphere, the celebration ended with Dongwha

회장은 더 큰 성장과 발전의 염원을 담아 동화인들에게 도서 <리더가 리더에게>를 선물하기도 했다.

Enterprise CEO Kim Hong-jin making a toast for yet another meaningful and productive
year at Dongwha. All the participants received the book “Leader to Leader” as a gift
from Mr. Chairman, which represented his wish for furthe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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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담긴 핵심 가치
Core Values in Poster

화합과 몰입으로 일구는 행복
DONGWHA
Inside
News

‘성과지향적인 태도’로 이룬 동화인의 2015년
2015년은 동화인들이 스스로 일에 몰입하고, 이를 통해 여러 경험을 쌓으며 자
신감을 채운 한 해였다. 이는 모두가 성과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업무에 임

회사 곳곳에 게시됐던 포스터에는 동화인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마음을 모아 화합하고, 스스로 업무
에 몰입하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던 우리. 포스터에 담긴 핵심 가치,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
으로 들어가본다.

한 덕분일 것이다. 성과지향적인 태도는 하나의 습관이다. 동화인들은 연간 경

Posters about “happiness” were put up all over Dongwha’s headquarters to inspire
Dongwha members to reconcile, immerse in their duties and become closer to one another
with an open mind.

갑고 즐거운 뉴스가 넘쳐나길 기대한다.

영 목표 초과 달성, 연간 흑자 달성 등 지난해의 결실을 밑그림 삼아 올해도 자
신의 업무에 몰입할 것이다. 나아가 새롭게 맞이할 2016년에도 사업장마다 반

Result-oriented attitude
In 2015 Dongwha members were able to immerse in their work
and gain diverse experience thanks to their result-oriented
attitude, which is like a habit. Based on the successful year,

Inside
Culture

during which they surpassed their business goals and posted a

10
OCTOBER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나은 개인은 없다’는 말이 있
다. 이는 조직이라는 공동체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뜻한다. 아무리 팀워크와 성과를 강조한다 해도
상호 신뢰가 없다면 구호는 공염불일 뿐이다. 그런 가운
데 원동화 캠프, 40주년 기념 체육대회 등의 행사는 부서
와 직무가 다른 동화인들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화인 간의 신뢰
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

Reconciliation rooted in trust
There is a saying, “No individual is better than
all of us put together.” It means that trust is of
utmost importance in an organization. Without
trust, the importance of teamwork and work
results fades away. Events such as camps and
athletic festivals help Dongwha members from
different teams to bond and get to know one
another.

surplus, Dongwha members are poised to immerse in their work
even more in the year 2016. Let’s hope that we will hear good
news from each of Dongwha’s business sites this year as well.

12
DECEMBER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린 마음
동화의 인재상은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며 본인의 역량을 높여나가
는 사람’이다. 열린 마음은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동료나 고객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포용력이자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으로 작용한다. 서
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개인의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다. 새해에도
동화인들은 ‘열린 마음’을 기반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다.

Open minds
The two main traits of an ideal Dongwha employee are openmindedness and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one’s skills. By
working with open minds, employees can generate synergistic
effects and better accept diverse opinions of their co-workers
and customers as well as be better prepared for change. By
pulling together and improving communication, we can achieve
anything we put our minds to. Dongwha member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ir individual skills and improve their organization
in 2016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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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it Tengas 열대 우림 탐험

DNZ 직원들의 유쾌한 나들이

동화 쿨림의 모험 캠프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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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지난 12월 12일 토요일, 동화 뉴질랜드 임직원을 비롯한

또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화려하고 재미있는 복장

large screen installed in Ascot Park. It was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동화 말레이시아 쿨림(이하 DM)의 임직원들은 정글 트

가족 90여 명이 동화기업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인버카길

으로 축제를 즐긴 참가자들과 넉넉하게 마련된 음식 덕분

the first phantom race (a race watched on

레킹의 일환으로 부킷 텐가스 열대 우림을 탐험했다. 42명의 DM 직원들과 그

애스콧 공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기념 축제인 인버카길

에 애스콧 공원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가 넘쳤다. 여담으

screen) in New Zealand, which drew much

가족들로 구성된 탐험 팀은 다양한 동식물의 모습을 구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

말 경주 대회에 참가했다. 원래 인버카길에서는 매해 크

로, 이번 축제는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없어 스크린 중계

attention from the local public. Ascot Park

냈다. 열대 우림을 누비던 탐험 팀에게 벌새 둥지를 볼 기회가 찾아온 순간, 일부

리스마스 기념 경마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올해는 경주장

로 대체됐음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에 힘입어 더

was crowded with some 5,500 people

팀원이 정글 거머리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치며 뛰어다닌 바람에 벌새가

상태가 좋지 않아 30㎞ 정도 떨어진 윈턴의 트랙에서 진

많은 지역에서 팬텀 레이스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이

during the race. Dongwha members who

탐험 팀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폭포의 모습을 보고는 연

행됐다. 하여 애스콧 공원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

어졌다고 한다.

came to see the event said they had a

신 감탄사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앞으로도 동화 쿨림은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whale of a time together, even though

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계된 이번 레이스는 뉴질랜드 최초의 ‘팬텀 레이스’(실제
말이 달리는 모습을 보지 않고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

On December 12 some 90 Dongwha Zealand

they couldn’t see the horses firsthand,

람하며 즐기는 레이스 이벤트 및 축제)로 모두의 이목을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took part in

because what mattered more was the spirit

On Saturday shining day dated 07th November 2015, we,

집중시켰다.

the Invercargill Horse Race at Ascot Park

of togetherness. Thanks to the beautiful

Dongwha Kulim conquered Bukit Tengas Rain Forest for Jungle

축제가 진행된 애스콧 공원은 동화 가족들을 포함해 예상

to ceebrate Christmas. Every year a horse

and interesting costumes worn by the

Trekking activity. Our team consist of 42 participate of DW

보다 훨씬 많은 5,500여 명의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

racing event is held in Invercargill around

participants and piles of delicious food

employee and family members, enjoyed the greenery of flora

뤘다. 축제에 참가한 동화 가족들은 “말이 없어도 우리는

Christmas, but this year it was held in Winton,

the atmosphere at Ascot Park was full

and fauna. W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hummingbird bird

즐길 수 있다”, “경주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것”,

which is located about 30 kilometers from

of vigor. The phantom race also turned

nests only as hummingbird it-self are too scary to clash with us,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참 좋다” 등의 소

Invercargill, due to the poor conditions of the

out to be a huge success, inspiring other

because some of us screaming and jumping for fear of jungle

감을 전하며 진심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race course. The race was broadcast live on a

regions as well to hold phantom races.

leeches. The waterfalls are fantastic. Our journey start at Tengas
Adventure Camp walked to witness Hummingbird nets to Laman
Kuang - Ulu Mat Cih - Lata Lesung - Lata Tengah - Lata
Tinggi - Lata Tok Ya - Sg Pertama (Sg Mak Besah) and back to
Tengas Adventure Camp with duration of 3 hours.

Phantom Race to Celebrate Christma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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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Kulim Adventure Camp at Bukit Tengas Rain Forest

크리스마스 기념 축제 ‘팬텀 레이스’

한국일보, ‘제61회 한반도통일 대역전경주대회’ 개최

충청북도, 영광스러운 10연패 달성

race. The team has already won ten marathons. It

통일을 염원한 5일간의 대장정

경기가 시작되고 여러 팀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은 전대미문의 기

covered an 8km section in two hours, four minutes and

록인 10연패를 달성한 충청북도였다. 이들은 8㎞ 구간을 2시간 4분

47 seconds, finishing first among the 12 teams. The

47초로 통과해 전국 12개 팀 중 1위를 차지했다. 충청북도는 1998년

team won seven races between 1998 and 2004, but lost

44회 대회부터 2004년 50회 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했지만 2005년

to the team representing Gyeonggi Province in 2005.

대회에서 경기도에 우승을 내주며 연패 행진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

However, it regained its winning streak the following

듬해인 2006년 52회 대회부터 다시 1위를 독점하며 올해 대회에서

year, in 2006. This year’s victory is its tenth so far.

는 사상 최초로 10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This year’s marathon was expected to be particularly

올해부터는 총 구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fierce because the entire distance was cut in half,

대회가 시작되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릴레이

and the starting point was moved to Jeju Island. But

마라톤에서 충청북도를 당할 팀은 없었다. 제1소구간(제주도청-도

apparently no one can beat the North Chungcheong

련2동 9.5㎞)과 제2소구간(도련2동-함덕리 8.3㎞)에서는 서울시와

Province team when it comes to relay marathons. The

전라북도가 치열한 2파전을 펼치며 충청북도가 3위권으로 밀려났

competition was especially fierce between the North

지만, 제4소구간(조천리-거로마을 8.6㎞)을 지나며 선두 자리를 탈

Jeolla Province and Seoul teams on the first section

환했다.

between Jeju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and

한편 이날 제주도는 20여 년 만에 역전마라톤 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Doryeon 2-dong and on the second section between

경사를 맞았다. 한반도통일 대역전경주대회가 출발점을 부산에서

Doryeon 2-dong and Hamdeok-ri, pushing the North

제주로 옮기면서 제주에서 역전마라톤이 부활하게 된 셈. 이에 비가

Chungcheong Province team to the third spot. But it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계속됐음에도 많은 도민들이 레이스를 지켜

gained pace on the fourth section between Jocheon-ri

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and Georo Village. The 2015 relay marathon is

61년의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다

cooperation with the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한국일보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스

Federations and The Sports Korea. The race spanned

포츠한국과 공동으로 ‘제61회 한반도통일 대역전경주대회’를 주최했

259 kilometers from Jeju to the Unification Village in

다. 참가자들은 제주에서 파주 군내면 통일촌까지 259㎞에 이르는

Paju and was aimed at promoting national unification.

구간을 달리며 통일을 염원했다. 이번에 개최된 한반도통일 대역전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Relay Marathon

경주대회는 1923년 처음 열린 ‘경인역전경주대회’가 그 시초다. 이 대

originated from an athletic race launched in 1923. So

회를 통해 지금까지 황영조, 이봉주, 제인모, 김이용, 백승호 등 수많

far many marathon big names such as Hwang Young-

은 마라톤 스타들이 배출됐으며 근래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

jo, Lee Bong-joo, Je In-mo, Kim Yi-yong and Baek

라는 명칭으로 오랜 전통을 계승해왔다. 2015년은 대회가 61회째를

Seung-ho rose to stardom by participating in the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명칭이 한반도통일 대역전경주대회로 새롭

unification marathons. Until recently, the marathons

게 바뀌었으며, 레이스 출발점 또한 기존 부산에서 제주로 변경되는

started in Busan, but this year the starting point was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moved to Jeju. As in previous years, some 200 athletes

이번 대회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 부산시, 대

from 12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cluding

구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Jeju, Seoul, Busan, Daegu and Daejeon as well as

도, 경상남도 12개 시·도 대표팀 200여 명이 참가해 큰 뜻을 함께했

Gyeonggi, Gangwon, North Chungcheong, North

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종승 한국일

and South Jeolla and North and South Gyeongsang

보 사장,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2015 미스코리아 등이 참석

provinces. The ope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해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many dignitaries, such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the first to be hosted by Jeju Island in more

North Chungcheong Province wins 10th trophy

than 20 years. Despite the rainy weather,

The team representing North Chungcheong Province

many local residents came to see the

drew the spotlight from the very first moment of the

marathon and cheer on the athletes.

Province Governor Won Hee-ryong, The Hankook

61 years of national pain relived

Ilbo CEO Lee Jong-seung, Korea Sports Promotion

On November 17-21 The Hankook Ilbo held the 61st

Foundation coach Hwang Young-jo and Miss Korea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Relay Marathon in

2015.

The Hankook Ilbo Holds 61st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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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건장재

동화기업
건장재

동화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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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그 찬란한

열정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을 제대로 꽃피울 때가 왔습니다.
‘글로벌 동화’로 우뚝 설 날이 머지않았음이 가슴속 열정을 세차게 흔들어 깨웁니다.
기억하십시오. 2016년은 ‘도약의 해’입니다.
온 힘을 다해 높이, 아주 높이 뛸 것을 다짐합시다.
Jump High! 지금부터 동화의 찬란한 비상이 시작됩니다.

It’s about time to show the results of our hard work.
Our passion for making Dongwha a global corporation is as strong as
ever, and our goal will soon become a reality.
The year 2016 will become a year of new milestones.
We will do our utmost. Jump high!

동화인, 탐구생활

동화기업 설비기획팀 안석규 대리, 동화엠파크 임대관리팀 이진아 사원,
동화기업 상품개발팀 강민구 사원

음악 덕후들의 DJ 입문기
서로 다른 음악이 DJ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한다. 장르를 넘나드는 재미, 관객과 음악으로
교감하는 기쁨이 디제잉(DJing)의 매력. 동화기업 설비기획팀 안석규 대리, 동화엠파크 임대관리팀 이진아 사원,
동화기업 상품개발팀 강민구 사원이 그 매력에 푹 빠졌다.

An Suk-kyu & Kang Min-ku of Dongwha Enterprise
and Lee Jin-a of Dongwha M-Park
DJs are the ones who transform music. What makes DJing particularly attractive is the diversity of music
genres and interaction with audiences. An Suk-kyu of Dongwha Enterprise’s Facility Planning Team, Lee
Jin-a of Dongwha M-Park’s Lease Management Team and Kang Min-ku of Dongwha Enterprise’s Product
Development Team have also been mesmerized by DJing.

음악으로 하나 된 아마추어 DJ 3인
저녁 7시, 젊은이로 가득한 홍대 거리에 평소 DJ를 꿈꿨던 세 사람이
떴다. 올 한 해 바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취미생활을 못 즐겼다는 안
석규 대리, 영화 <We Are Your Friends>를 보고 DJ의 매력에 푹 빠
진 이진아 사원, 독일 교환학생 시절 친구 따라 베를린 클럽에 갔다

Music Fans
as DJs

가 훗날 자신도 디제잉(DJing)을 해보겠다고 다짐한 강민구 사원까
지, 오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이들의 얼굴에 긴장감과 설렘
이 동시에 묻어난다. 최근 DJ가 어엿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데다 디제잉을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 DJ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음악을 좋아하는 세 사람에게도 오늘이 아마추어 DJ로서 첫발을 내
딛게 된 역사적인 날인 셈이다. 공연장처럼 꾸며진 라운지 바에 들
어서자 악기가 놓여 있는 무대와 디제이 컨트롤러가 세 사람의 시선
을 사로잡았다. 오늘은 강사에게 디제이 컨트롤러 조작법 등을 배우
고 무대에서 실제로 음악을 섞어보는 체험까지 하게 된다.
“저는 원래 EDM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즐겨 들어요. 디제잉을 배우
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음악을 듣고 어떻
게 섞으면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이진아 사원의 말에 안석규 대리와 강민구 사원이 ‘와~’ 하는 표정
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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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상품개발팀
강민구 사원

“한 가지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목해 색다른 비트를

“와~ 진짜 멋지네요!” 세 사람은 이미 잔뜩 흥분 상태가 되었다.

유독 ‘학습 모드’를 취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손을 통해

넣어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디제잉의 묘미 같아요. 디제잉

드디어 실제로 디제이 컨트롤러를 통해 음악을 믹싱해볼 시간. 첫 주

음악이 다양한 스타일로 섞이는 게 신기하다는 그녀. 헤드폰에서 흘

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다양한 음악을 일부러 더 찾아

자로 안석규 대리가 나섰다.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에 몰입

러 나오는 음악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녀의 세상에 오직 음악만 존재

서 듣고 있어요.”

하면서 컨트롤러를 조작해나가자 음악은 빨라졌다 가벼워졌다 자유

하는 듯한 느낌인가 보다. 디제잉이라는 세계에 빠진 세 사람 얼굴에

강민구 사원의 말에 안석규 대리, 이진아 사원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

자재로 변주됐다. 강렬한 음악 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그는 오늘

어느새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웃음꽃이 피었다. 음악 비트에 몸과

다. DJ를 꿈꾸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음악’으로 이들은 뭔가 진하

을 기회로 그동안 살까 말까 망설였던 디제잉 장비를 집에 들여놓겠

마음을 맡기니 이곳이 바로 신세계였다. 삶에 행복과 즐거움을 줄 이

게 통하는 데가 있었다.

다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강민구 사원이 스테이지를 꾸

들의 사운드는 이제 진짜 ‘Play’됐다.

밀 차례. 그는 컨트롤러를 이리저리 조작해보면서 스피커에서 흘러

동화엠파크
임대관리팀
이진아 사원

이곳이 바로 신세계, 비트에 몸을 맡기다

나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리듬에 맞춰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건 본

Falling for DJing

처음 보는 디제이 컨트롤러에 대해 강사가 설명을 이어가자 세 사람

능과도 같았다.

The three people tried their DJing skills at a lounge bar

의 눈빛이 빛났다. 귀중한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 세라 강사의 손을 뚫

“처음 만져보는 장비라 생소하고 낯설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색다른

in the Hongik University area in Seoul. Being arduous

어지게 바라보며 디제이 컨트롤러 각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취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라며 환하게 웃는 강민

music fans, they got a chance to mix music using a

익히고 또 기억했다. 강사가 믹싱한 음악이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흘

구 사원. 그는 언젠가 멋진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주

DJ controller and enjoy the charm of DJing. The three

러나오자 세 사람의 입이 쩍 벌어지고 만다.

는 DJ가 될 거라고 믿는다. 이진아 사원은 디제이 컨트롤러 앞에서

looked elated during their unique experience.

동화기업
설비기획팀
안석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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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주임 가족

느리게 둘러보는 즐거움

함께여서 따뜻한 겨울이어라
Warm Winter of Technician
Lee Sang-hyun’s Family

지난 12월 3일 성질 급하게 날리는 함박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이른 한겨울 추위를 뚫고 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주임 가족이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길을 나섰다. 아빠 이상현 기술주임을 포함해 엄마 김은영 씨, 초
등학교 3학년 큰아들 이권희, 1학년 작은아들 이환희 네 식구의 겨울 나들이다.
이상현 기술주임 가족이 도착한 곳은 인천에서 2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Museum SAN)’. 뮤지엄 산은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전시 공간이다. 평소 두 아들의 나이를 고려해 체험 여행 위주로 다니는 가족

하얀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이다. 춥다고 움츠리고 있기엔 겨울이 서럽다고 한다. 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주임 가족은 따뜻하게 챙겨 입고 여행길에 올랐다. 목적지는 강원도 원주. 2015년 힘차게 달려온
그들의 마음속엔 어느새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일러스트 이신혜 협조 뮤지엄 산

Winter is in full swing in Korea,
but staying indoors is probably
not the best way to spend the
coldest time of year. The family
of Board Processing Factory
t e c h n i c i a n L e e S a n g-h y u n
decided to take a trip to Wonju,
Gangwon Province before the
end of 2015, which they spent
working hard. Their trip also
represented their hope for the
year to come.

이지만 이번 여행 테마는 ‘예술과 함께 느리게 둘러보는 즐거움’으로 정했다.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갑니다. 주로 농촌 체험, 얼음낚시 같은 아이
들이 좋아하는 체험 여행이지요. 산천어 축제는 올해로 3회째 참여할 정도로 단골

이상현 기술주임 가족은 뮤지엄 산을 둘러보며 추억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따분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 예술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경
험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Preparing for the new year in a
relaxing environment
Lee Sang-hyun and his family began

오롯한 휴식을 누리다
본격적인 관람을 앞두고 이상현 기술주임 가족은 뮤지엄 산의 자작나무 숲길을 느
리게 걸었다. 아빠와 두 아들은 눈싸움을 벌이고 엄마 김은영 씨는 그 장면을 흐뭇
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미술관 밖에서 펼쳐진, 그들이 만든 한 폭의 그림이었다. 김
은영 씨는 “두 아들에게 친구같이 가까운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평소 부
부의 자녀 교육관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일 것이다.
이후 가족은 뮤지엄 산의 상설 전시인 ‘종이 박물관’과 ‘판화 다시 피다’를 관람했다.
아이들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뜰리에의 ‘아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형제

원주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
1박 2일 추천 코스
1일 뮤지엄 산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전원형 문
화 예술 전시관.
무릉박물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태조 이성계의 친필, 영조의 서첩 등이 전시돼 있다.
원주역사박물관 원주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남
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가족영화 및 다큐극장
운영, 다채로운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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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경리문학공원 : 원주에 터를 잡고 집필 활동을 펼친 박경
리 선생의 문학 세계를 만나보자. 작가의 저서를 비롯해 관련 책자,
옛 집과 정원 등을 볼 수 있다.
원주 맛집
그루터기 문을 여는 순간 아기자기한 목공예품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한식당. 도자 그릇에 정성스럽게 내놓은 한 상이 여유로운 시골 풍경
을 연상하게 한다. 평일 낮 12시, 1시 예약제로 운영된다.

their trip on December 5. The family
included Lee’s wife, Kim Eun-young,
and their two sons, who are both in
elementary school. They arrived at
Museum SAN in Wonju, where
they strolled in the birch
woods, visited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hands-on programs.

는 단박에 게와 물고기를 쓱쓱 그리더니 사이좋게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합창한

Then they took a

다. 일정을 마친 가족은 15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로 가는 길 내내

rest at their hotel.

넘쳐흐른 화목함이 가족의 지난 한 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The family said

1박 2일의 보금자리. 이제부터 가족에게 주어진 오롯한 휴식의 시간이다. 처음 낯설

the trip helped

고 어색해 쭈뼛거리기만 했던 권희와 환희 형제는 이내 몸과 마음이 풀어져 여행에

them recharge

한껏 녹아들었으며 부부 역시 여행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얼굴 가득 번졌던 웃음이

their energy and

떠나질 않는다. 내일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가족은 추억과 함께

prepare for the

휴식이라는 에너지로 누구보다 따뜻하게 새해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yea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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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략마케팅팀 유원경 과장·동화기업 디자인팀 임주연 대리 가족
Families of Ryu Won-kyung of Hankook Ilbo and
Lim Zoo-yeon of Dongwha Enterprise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을 담다
Finding Respite in Cozy Village
안동에 가면 오랜 세월 동안 스친 풍경이 보이고 그 세월 속에 담긴 삶이 느껴진다.
겨울의 안동이라면 느긋함에 맘껏 빠져볼 수 있으니 더욱 좋다. 빠르게만 흘러갔던 지난 시간을
천천히 돌이켜보며 오는 해를 반갑게 맞이하기에도 그만인 고택에서의 하룻밤.

일러스트 이신혜

‘나무 가족’의 안녕(安寧)한 시간
고택과 자연이 어우러진 안동 하회마을의 겨울은 고즈넉함이 흐른다. 생명이 움트는 봄의 화려함
이나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의 풍요로움은 찾아볼 수 없지만 마음을 저절로 비우게 만드는 진정한
휴식이 있다. 한가로이 거닐게 되는 유장함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시간, 유원경 과장과 임주연 대리 가족이 함께했다.
하회마을은 북촌과 남촌으로 나뉜다. 북촌에는 철종 13년에 창건된 화경당(和敬堂)이 있는데, 북
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연스레 ‘북촌댁’이라 불리게 되었다. 유원경 과장은 사랑하는 아내
와 아들에게 이곳, 북촌댁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여름에 유림이가 아파서 휴가를 못 다녀왔어요. 아이가 3~4세가 될 때까지는 매년 제주도에 다
녀오자고 아내와 약속했는데, 올해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유림이가 고열이 나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쁩니다. 특히 안동은 저
희 부모님 고향인 영천, 왜관과 가까운 지역이라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나무로 지어진 고택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그 모습 그대로 고아한 정취를 풍겼다. 유원경 과장은
“우리 가족은 나무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하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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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Andong is home to many scenic sites that have
witnessed its long history. Winter is one the best times to
travel to Andong because the city looks especially serene
during this time of year. Families of two Dongwha members
visited Andong recently, where they spent a night in an
ancient house, reflecting on their fast-paced life.

1

2

1 하루가 다르게 크는 유림이 모습에 부부는 참 뿌듯하다 2 고택 사이사이를 걸을 때마다 가족의 추억도 차곡차곡 쌓인다.

저와 아내의 성(姓)에도 나무 목(木) 자가 들어가죠. 아이 이름은 저와 아내의 성을 따서

Peaceful time in
traditional village

‘유림’으로 지었어요. 이름에 숲을 이룬 저희 아이가 태어난 요일은 절묘하게 목요일이

The families of Ryu Won-kyung

었죠. 하하.”

and Lim Zoo-yeon spent the

2009년에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유원경 과장과 임주연 대리. 같은 회사에서 근

final days of the year 2015 at

무하다 보니 속속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부는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한창 행

the Andong Hahoe Folk Village,

복에 빠져 있다.

where time seems to be standing

“아내와 저는 동화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동화는 나무와 연관이 깊잖아요. 그리고

still. They spent a night at an
겨울의 끝에 온기를 더하다
숙소인 북촌댁에 짐을 풀어두고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러 마을을 나섰다. 기와집
과 초가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마주하며 걷다 보니 시간을 거스르는 기분마저 들었
다. 유림이는 오랜만의 나들이가 즐거운지 연신 뜀박질이다.
“결혼하고 그다음 해에 유림이가 태어났어요. 연애 시절에는 남편과 저밖에 없어서 마
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죠. 2016년에는 그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족 여

안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
하회마을 필수 코스
탈놀이 전수관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 공연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
쳐진다.
매표소 나룻배를 탈 수 있는 장소로 강 건너 부용대와 화천서원을 볼
수 있다.
화천서원 조선시대 문인으로 학식이 뛰어났던 겸암 류운용 선생을
기리는 곳으로 누각에 올라가 보는 풍경에 마음이 탁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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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자주 가야겠어요.”
북촌댁 하회마을 내 가장 큰 규모의 고택으로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
하회 예배당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와 높은 십자가 첨탑의 색다른 조
화가 눈에 띄는 곳.

탈놀이 전수관은 탈놀이를 구경하려는 이들로 북적거렸다. 유원경 과장과 임주연 대리

안동 맛집
터줏대감 안동에 왔으면 간고등어 정식을 맛보는 건 필수!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다.

러 풍경이 신기한지 유림이가 아빠 엄마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부부의 발길이 닿

ancient house. Ryu Wonkyung wanted to create special
memories with his wife and son.
After unpacking at the Bukchon
House, the families went to see
a traditional mask dance drama.
L i m Z o o-y e o n p r o m i s e d h e r
family to take them on more
family trips in 2016. Despite the

도 유림이를 안고 자리에 앉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신명 나는 흥이 안동의 낭만을

chilly weather, the two families felt

한껏 더해줬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한 후 북촌댁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 보는 여

warm inside.

는 곳은 겨울색으로 가득했지만 부부의 마음은 이미 따뜻한 계절에 와 있는 듯 온기로
넘쳐났다. 이 가족의 행복한 계절이 영원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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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일상선택사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인생 리셋’ 버튼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돌아갈 시기는 정할 수 없다.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수 없으며 지금의 인
생으로 돌아온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버튼을 누를 것인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정의 기로에서, 동화
인들의 선택을 들어본다.

30%

PUSH!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궁금한 법
Mysteries are hard to resist

제겐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꼭 프로야구 선수가 될 겁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추신수, 강정호 선수와 함께 강타자로 거
듭나는 거죠. 그 뒤엔 하와이에서 기가 막힌 휴가를 보내며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
다. 생각만 해도 어휴~ 진짜 좋네요. - 동화기업 성과관리팀 황길영 대리

I have a dream that hasn’t come true yet. If I had a chance to

If you could go back to your past by pushing a “life reset” button, would you push it? There are two
preconditions, though: you’re not allowed to choose which period you want to go back to and you
cannot return to your present ever again. Here’s what Dongwha members think.

V S.

70%

STAY!

지금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없다
Life couldn’t be better than it is now!

go back to my past, I would become a professional base-

Dongwha members who want to stay

지금껏 만들어온 인생사를 리셋하기엔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30년 인생을 살면

ball player. I would enter the Major League and become

in the present outnumbered those

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동화라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많은 인생 선배

an excellent slugger, like Choo Shin-soo and Kang Jung-

who want to return to their past

님들께 업무 지식뿐 아니라 세상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지

ho. Then I would go to Hawaii to have a terrific vacation and

A b o u t 30 p e r c e n t o f D o n g w h a

금의 가족도 이뤘고요. 올해는 특히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리

enjoy life. Just thinking about all that is exciting enough!

members said they would push the

셋할 수 없습니다! - 동화엠파크 임대관리팀 이진아 사원

- Hwang Kil-young, Dongwha Enterprise

“life reset” button, while 70 percent

Pushing the “reset” button now would be a waste of everything I

said they are happy with their pres-

have achieved so far. During the 30 years of my life I have met many

ent. In other words, the majority of

good people and built a career in Dongwha. Over the past ten years

Dongwha members want to go on

that I spent in Dongwha, I have learned a lot from my seniors not only

with their lives and build their future.

in terms of work but also in terms of life. Above all, I have a loving

현재 삶도 만족하고 있으나, 혹시나 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학창 시절 공
부를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재의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은 어떤 사람과 살고 있을까? 등 예전의 설렘과 기대감을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글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비밀, 보장해주시는 거죠? 하하
- 동화기업 안전팀 조승갑 대리

They also cited the inability to choose
which period in their lives they could

기본 전제가 ‘과거로 돌아간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간

go back to as another reason that

다는 거잖아요? 어릴 때를 생각하면 마냥 신났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다시 한 번

kept them from pushing the “reset”

신나게 성장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button. Those who said they want

- 동화기업 회계세무팀 최영석 대리

지금의 인생은 충분히 맛보았으니 한 번쯤 또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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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Could Start Your Life Anew⋯

family, and I started something new this year. So there’s no way I’m
going to press the “reset” button! - Lee Jin-a, Dongwha M-Park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
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맞이하겠습니다! 인생, 지금부터예요!
-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염기일 기술대리

to go back to their past cited their
unattained dreams and beautiful

지금껏 살아온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여 그 선택이 잘못됐더라도 나

memories of their past.

름대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고 실패를 기회 삼아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대박 사업가 정도? - 동화기업 총무팀 송완섭 과장

- 동화엠파크 IT운영팀 권혁훈 대리

인생에 변곡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그때가 달라진다면 현재와는

언제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버튼을 눌렀다가 큰일 나게요? 만약 아내를 만나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탄에 잠겨 살아갈 일도 없을 겁니다. 회사 생활도 만족하

- 한국일보 미디어사업팀 이준호 과장

고 있으니 전 안 누르렵니다. - 동화기업 물류혁신팀 성재모 과장
2016 1st 83
13

세계를 달린다

행운과 복으로 가득한 세계의 새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은 세계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
행운과 복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를 꿈꾸는 세계의 새해 풍경이 펼쳐진다.

Lucky Year for the Whole World
When seeing the new year in, people all over the world hope that it will bring them only the
best of luck. Here’s how people in various parts of the globe see the new year in.

홍콩,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자와 금붕어

베트남, 행운의 상징물로 집 안을 장식하다

말레이시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다

뉴질랜드,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홍콩 사람들에게 사자는 오래전부터 악귀를 물리치고

베트남의 새해는 가장 큰 명절 ‘뗏’으로 시작된다. 음력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민족에 따라

뉴질랜드의 작은 해안 도시 기스본은 날짜 변경선 바

행운을 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 때문에 새해가 되면 홍콩 거

1월 1일인 뗏에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지, 이웃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특히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 중국 설날 자

로 앞에 위치해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 해돋이를 볼

리 곳곳에서 복을 기원하는 사자춤을 만날 수 있다. 황금색과 붉은

들을 방문해 덕담을 나누고 세뱃돈을 주고받는다. 또 행운을 상징

체가 큰 행사로 꼽히며 음력 정월 초하룻날부터 보름간 진행된다.

수 있는 곳이다. 덕분에 매년 많은 여행객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

색으로 치장한 사자들이 화려한 춤 끝에 배춧잎을 먹은 후 토해내

하는 색깔인 노란색과 붉은색 물건을 집에 들여놓고, 복을 가져다

우리나라처럼 가족, 친지가 모이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붉은 봉투

해 몰려든다. 한편 겨울이 시작되면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새해맞이

는 의식을 하는데 이는 액을 막고 요사스러움을 물리친다는 의미

준다고 믿는 대나무와 물고기, 선인장 가지, 살구꽃, 복숭아꽃, 부적

에 돈을 담아 주거나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중국 귤(만다린)을 나눠

축제 ‘마타리키’가 뉴질랜드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들의 겨울인 5월

다. 금붕어도 행운을 상징한다. 그래서 집안의 평안과 복을 위해 금

등으로 집 안을 장식한다.

주기도 한다.

말이나 6월부터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 축제는 한 해 동안 거둔 수

붕어를 기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9는 행운의 숫자다. 베트남 맥주 중에 ‘333’이란 이름의

1월 셋째 주에는 인도·파키스탄계 민족의 최대 축제 타이푸삼이 열

확에 대한 고마움과 풍요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복을 기원하며 집집마다 형형색색으로 장식하는 것도 홍콩의 신년

제품이 있는데 숫자를 모두 더하면 9가 되므로 행운을 부르는 맥주

린다. 타이푸삼은 힌두교인들이 모여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며 새

행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은 마오리족 전통 공예품인 ‘티키’.

풍경이다. 특히 한 해의 재물 운을 빌며 금감에 붉은 봉투를 매달아

로 통한다. 숫자 3은 단독으로는 불행을 의미하는데 3명이 하나의

해의 복을 소망하는 축제다. 축제가 시작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순

태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형으로 마오리족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현관이나 건물 입구를 꾸미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불로 담뱃불을 붙이면 그중 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베트남 미신이

례자들이 10㎞가 넘는 고행 길을 나선다. 그들은 혀나 볼에 쇠꼬챙

액세서리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그린 스톤 역시 행운을 나타낸다.

여기서 비롯됐다.

이를 관통시키고 날카로운 갈고리로 등과 가슴에 피어싱을 하는데

특히 달걀 모양의 그린 스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깃든다

힌두교도들은 이런 행동을 신의 가호라고 믿는다.

고 전해진다.

Malaysia | Diverse cultures celebrating new
year

New Zealand | The first place on Earth to see
the new year in

Malaysia, a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nation,
holds all kinds of festivals. One of the biggest celebrations is a Chinese New Year festival held by ethnic
Chinese. It begins on the first day of the lunar year and
lasts for 15 days. During the third week of January, the
largest Indian and Pakistani festival called “Thaipusam”
is held to repent on the past wrongdoings and pray for
good luck in the year to come.

Gisborne, a small coastal city in New Zealand, is officially the first place on Earth to see the near year
in, because it is located next to the International Date
Line. Scores of tourists visit the city every year to see the
first sunrise of the year.

Hong Kong | Lion and goldfish for good luck
In Hong Kong people decorate their homes with colorful ornaments to pray for good luck and hang up
red envelopes along with tangerines at the entrances
to pray for a wealthy year. Many families also grow
goldfish, which is believed to bring peace and luck.

84

Vietnam | Symbols of luck
Vietnamese decorate their homes with items of the
yellow and red colors, which symbolize good luck, as
well as with bamboo, fish ornaments, cactus branches,
apricot and peach blossoms and good-luck ch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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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노트

동화기업 경영관리팀 김윤근 대리, 전략구매팀 박지성 대리, 시설지원팀 강석영 사원

의기투합! 상하이로 떠난 힐링 여행
Healing Trip to Shanghai

열정적이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 위한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 2015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동화기업 경영관리팀 김윤근 대리, 전략구매팀 박지성 대
리, 시설지원팀 강석영 사원이 중국 상하이로 ‘우정 여행’을 떠났다. 친한 동료끼리
의기투합해 떠난 여행의 현장, 글로 만나본다. 글·사진 김윤근 동화기업 경영관리팀 대리
When you need energy to finish the year gone by and start a
new one, traveling may be the answer. On November 20-23,
three Dongwha members - Kim Yun-keun from the Business
Management Team, Park Ji-sung from the Strategic Purchase
Team and Kang Seok-young from the Facility Support Team - made
a trip to Shanghai, China. Here’s the account of their inspirational and
invigorating journey.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 첫날 아침이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한 Day 1

밝았다. 서로 업무가 다르고 사정이 있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더욱 기다려진 이번 여행. 오

전 11시 40분 비행기였지만 아침부터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서 부산하게 움직였고,
미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동료들을 기다렸다. 비행기를 타고 푸둥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긴 것은 자기부상열차였다. 열차에 올라 느낀 건 대륙의 놀라운 기술력이
었다. 시속 300㎞로 달리며 커브를 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 몸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처음으로 도착한 예원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는 정원 중 하나다.
‘점입가경’이라는 고사성어가 들어갈수록 수려한 예원의 경관에서 유래했다고 할 정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는커녕 힘이 불끈 솟았다. 그간 소진됐던 에너지가 100% 충전됐기

도. 예원의 환상적인 풍경을 만끽한 뒤 우리는 사천식 국수를 먹고, 저녁 식사 때는 베

때문이다. 친한 동료와 의기투합해 다녀온 이번 ‘우정 여행’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이징덕을 맛봤다.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베이징덕은 내 입맛에 잘 맞았다.
밤에는 동방명주 야경을 감상하며 걸었다. 야경도 멋있었지만, 강 건너 펼쳐진 고층 건
물들이 시선을 압도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찾은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

식도락으로 꽉꽉
채운 Day 2

지였다. 이곳은 작고 허름한 주택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아 찾아가
기 힘들었다. 가까스로 안으로 들어가 전시 설명문을 읽어보고

나서야 임시정부의 역사와 이 건물의 용도를 알게 돼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웠다. 최근
영화 <암살>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나서 후원이 많이 늘었다는데 그전만 해도 건물을 유
지하고 보수할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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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역시 식도락이 아닐까. 근처에 100년 전통 만두 전문점이
있다고 해 우리는 “먹자골목에서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만두를 먹자”라며 골목으
로 들어섰다. 이 골목에서 가재를 먹고 나니 기운이 불끈 솟아났다. 그래도 아쉬워
본래 목적지였던 만두 전문점으로 이동! 게살을 넣은 만두인 셰펀샤오롱 만두 맛
은 기가 막혔다. 저녁엔 신천지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다. 그러다 숙소로 돌아
가는 길,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느 음식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야식
까지 배부르게 먹었다.

물건을 구경하며 선물도 사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

여유롭게 상하이의
밤을 즐긴 Day 3

다. 오전에는 공방, 카페, 음식점들이 즐비한 타이캉루 티
엔즈팡을 구경했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푸둥 지역으

로 이동했는데, 푸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층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등이 더욱 발전할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어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상하이 아쿠아리움을 가기로 했다. 여자 친구와도 가
지 않는 아쿠아리움을 남자 셋이 가게 될 줄이야⋯. 나는 ‘남자들과 온 것이 아니
다. 그저 물고기를 보러 왔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며 입장했다. 하이라이트는 총
4개로 구성된 해저터널이었다. 이곳을 마음껏 관람한 후 세계 최고층이라는 세계
금융센터를 보고, 저녁에는 난징동루를 지나 인민광장까지 여유롭게 거닐며 상하
이의 밤을 만끽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간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추억을 한 아름 안고
마음을 다독인 Day 4

머릿속을 스쳐갔다. 2명의 길치와 함께 구글 지도도
사용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힘들기도 했지만, ‘이

렇게 셋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뿌듯했고, 일상으로 돌아
간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는커녕 힘이 불끈 솟았다. 상하이 여행을 통해 그간 소진
됐던 에너지가 100% 충전됐기 때문. 이국적인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
며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 돌아온 이번 여행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Much to see and try in Shanghai
This trip filled us with energy that we needed ahead of the
new year. We enjoyed exotic sights, delicious food and
historic relics. We also recharged our energies to the fullest.
When we came back, we were able to get back to our daily
lives with plenty of energy inside. Our Shanghai trip was a
truly heal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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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화 캠프
One Dongwha Camp

전 세계 동화인의 하나 된 마음
‘글로벌 동화’로 거듭나는 시간 ‘원동화 캠프’가 지난 9월,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세계 각지에 뻗어 있는 동화인을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운 그 뜻깊은 순간들을 함께한다.

DONGWHA
Run &
Learn

In September Dongwha held a five-day camp that was aimed at bringing
together Dongwha members from around the world. At the camp,
Dongwha members shared their cultures and spend quality time together.

Global
Culture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 해외사업장에서
성과 우수자로 선발된 현지 동화인 38명의 한국 방문 행사인 ‘One Dongwha Camp’(이하
원동화 캠프)가 실시됐다. 올해 원동화 캠프는 동화의 문화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한편 한국
과 타국 동료의 문화를 이해해 현업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업장 견학, 이문화 워크숍, 서울 투어, 야외 열린광장 참석 등의 프로그램
으로 진행됐다.
1일 차에는 여의도, 인천, 아산의 각 사업장과 인천에 위치한 역사관을 방문해 동화의 어제와
오늘을 훑어보았으며 저녁에는 게임을 함께하는 웰컴 파티로 한결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On September 15-19 the “One Dongwha” camp was held in Korea for
38 outstanding employees from Dongwha’s business sites located in
Malaysia, Vietnam, New Zealand, Australia and Hong Kong. This year the
camp focused on sharing foreign cultures and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in workplaces in order to build trust among co-workers. The
camp consisted of factory tours, a culture workshop, a tour of Seoul and
an outdoor event. On day 1, participants visited history halls in Yeouido,
Incheon and Asan to learn about Dongwha’s past and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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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Together
Dongwha Members from
Around the World

2일 차에는 태권도 체험과 더불어 문화 영향력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이어 홉스테드 비교문화 이론 학

On the two final days of the camp, they attended an outdoor event, which brought

습, 협력·소통 게임 등이 진행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법에 대해 배웠다. 3일 차에는 경복

together Dongwha’s office workers from all Korean business sites. In the evening the

궁과 민속박물관, 남산N타워, 한강공원, 타임스퀘어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유람선

participants sang a song that they had practiced at the camp and staged a finger

을 타고 티타임을 즐기기도 했다.

light performance to big applause from the audience.
Dongwha members from overseas business sites said that thanks to this camp they

In the evening they played games at a welcome party, where they bonded and made

were able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Dongwha and the cultures of other countries

friends. On day 2, the participants tried their hand at taekwondo and took a lecture

where it is based, which now helps them focus better on their work.

on the influence of culture. They then learned about the theory of Hofstede’s cultural

They also expressed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meet Dongwha members stationed

dimensions and played games to better understand foreign cultures. On day 3, the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get to know one another through diverse experience.

participants toured Seoul’s prime tourist spots, such as Gyeongbok Palace, the

The overseas participants say they hope that more such camps will be held on a

National Folk Museum, the Namsan N Tower, Hangang Park and the Times Square

regular basis, so that more Dongwha members can boost pride in their workplaces.

mall. They also took a short tea break onboard a ferry.

“Green Dongwha”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for taking part in the camp
away from their home countries.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4~5일 차에는 한국사업장의 사무관리직 직원이 모두 모이는 야외 열린광장에
참여해 한국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 공연에는 모두의 화합을
위해 캠프 기간 동안 연습했던 팝송 합창과 핑거라이트 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해외사업장 동화인들은 이번 원동화 캠프가 ‘글로벌 동화’의 일원으로서 동화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직무에 더욱 긍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동화 가족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
간이었음에 고마움을 표했다. 더불어 원동화 캠프가 정기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지속돼
더 많은 해외 동화인들이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했다.

해외사업장 동화인들은 이번 원동화 캠프가 ‘글로벌 동화’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동화 가족들을 만나
서로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고마움을 표했다.

익숙한 자신의 자리를 잠시 떠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일정에
참여해준 글로벌 동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92

2016 1st 93

2015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
2015 New Employee Training

새내기 동화인들의 8일간의 축제
Eight-day Festival for
Dongwha’s Rookies
DONGWHA
Run &
Learn

New
People

2015 신입사원 연수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됐다. 19명의
신입사원들은 동화의 핵심 가치와 기초 직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진정한 동화인으로 거듭났다.
The 2015 training for 19 new employees was held December 14-21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he rookie employees learned about Dongwha’s core values and their work responsibilities.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overcome their limitations and strengthen their determinations.

동화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

Sharing Dongwha’s core values

연수 첫날, 여의도에 모인 신입사원들은 가좌동과 북성동의 사업장

On the first day of training the new employees toured

견학을 마치고 동화컬처빌리지에 짐을 풀었다. 본격적인 교육은 둘

factories in Gajwa-dong and Bukseok-dong, and

째 날부터였다. 특히 사내 교육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이 앞으로 받게

headed to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o unpack. The

될 교육 내용인 터라 신입사원들의 집중도가 더욱 높았다. 자체 연수

training session was held in full gear the following day.

원을 둘 정도로 교육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입문

The participants listened carefully to the explanation of

과정, 승진자 과정, 팀장 교육 과정 등 동화인만을 위해 짠 다양하고

various training programs provided at Dongwha for new,

알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promoted and high-ranking employees. They learned

동화인으로서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는 ‘핵심 가치의 이해’ 프로그램

about Dongwha’s corporate culture, which prioritizes

은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와 혁신, 윤리·투명경영 등 다섯 가지

employee training, and its five core values - happiness,

핵심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

trust, respect for talent, change and innovation, and

끼나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

ethical and transparent management. At an ensuing de-

고받기도 했다. 적극적인 발표와 따뜻한 공감을 통해 ‘사람을 소중하

bate entitled “When do you feel happy?” the participants

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이라는 핵심 가치를

shared their opinions and discussed Dongwha’s goal

저마다의 가슴에 새긴 소중한 기회였다.

of becoming a company that values people and builds
happiness along with it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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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사람의 긍정 에너지로 팀원들 표정은 금세 환해졌다. 추
운 날씨였지만 신입사원들의 얼굴은 어느새 벌겋게 달아올랐

Mini Interview

고 머리칼까지 젖었다. 온몸을 긴장시키며 미션에 도전한 사원
들은 “미션, 성공!”이란 말을 듣자마자 잔디 위로 쓰러졌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팀별로 모

목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신입사원들 얼굴에서 상금에 대한

여 팀 구호, 팀가 등을 만들며 보낸 시
간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새벽 3시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쁜 숨을 고르며 서로 ‘수고했어’
라는 눈빛을 주고받는 사원들 모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느끼는 듯했다. 함께 아쉬워하고 환호
하며 신입사원 19명은 진정으로 큰 하나가 됐다.

Teamwork built on camaraderie

에 잔 적도 있을 만큼 힘들었지만 힘을
최대한 사원

모아 서로 기운을 북돋운 소중한 추억
이 됐습니다. I had great fun with my

team making up slogans and mottos and producing
videos after the training session. Sometimes we
went to bed at 3 a.m. but even when we were tired
we pulled together and encouraged one another.

On the seventh day of the training session the participants received training on how to build team-

인이 됐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identified 15 points using their mobile phones, GPS,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많

compasses and a list of coordinates to accomplish

이 배우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최장기

their tasks and receive prizes hidden in five cap함께 성장하며 쌓인 동료애, 팀워크 정신으로 이어지다
교육 7일 차, 신입사원 연수의 하이라이트인 팀워크 훈련이 진행됐
다. ‘작은 하나가 모여 큰 하나를 이룬다’는 팀워크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용 GPS, 나침반, 좌표 리스트만으로 15개의
포인트를 찾아서 해당 과제를 해결하고 상금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무인 포인트 12개 지점에는 색이 다른 5개의 캡슐이 있는데 빨강, 파
랑, 노랑, 초록, 분홍 순으로 상금이 높다.
10여 분 정도가 지나자 연수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진다. 유인 포스
트 3개 지점에는 볼 바운드, 줄넘기, 파이프 릴레이 등의 미션을 설
명하고 판정하는 강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팀원 호흡이 중요한
미션들이다. 줄을 넘으며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데 누군가의 발
이 걸리고 말았다. 기회는 단 두 번. 한숨이 나올 법도 한데 박수 소
리가 먼저 들린다.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았어! 그렇지? 다시 해보

필기시험과 세 번의 면접을 거쳐 동화

work, which is the highlight of this program. They

sules of different colors. The competition was held
in an exciting atmosphere, as the teams tried to win
the game through teamwork while also having fun.
They encouraged one another, helped each other
to get back on their feet after tripping and falling and

여리샤 사원

근속자가 될 때까지 열정을 다하고 싶
습니다. I landed a job at Dongwha

by passing a written test and three interviews. I’
m sure I will face difficulties as I adapt to my new
job because of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but I want to do my best to learn and
to display my skills to become the longest-serving
employee at Dongwha.

congratulated their opponents. Despite the chilly
weather, they were drenched in sweat because they

신입사원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

did their best to carry out their missions and shout

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 분
위기가 흐트러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의

triumphantly, “Mission accomplished!” Rather than
focusing on prizes, they praised one another for the
work well done and for their united efforts to achieve
their common goal.

식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노력
조영후 사원

했습니다. 덕분에 교육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I am the oldest

one among the new employees. I tried my best so
as not to ruin the atmosphere. It helped me focus
better on the training.

경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팀별로 최
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
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팀워크로 무
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오늘의 성취감
김건우 사원

을 기억하면서 제 역할을 잘해내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e

most memorable part for me was a profit-creating
simulation game. It was a very rewarding experience
that taught us the importance of teamwork. I will try
my best to fulfill my work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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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새로운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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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embers of
Dongwha Family

01 루크만
① 동화 말레이시아 ② 일, 운동, 사랑 다 열
심히! ③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을 앞두
고 있습니다. 열세살 때부터 기숙사 학교를 다
녀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자립심을 키웠습니
다. I am a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and I am to graduate in February. Since I
started a boarding school at age 13, I have
lived apart from my parents. Right now I
am a scholarship student in Korea and am
completely financially independent.
02 박태후
① 특판영업팀 ② 정직하고 건강하게 살자. ③
경청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소통 능력을 발휘해
영업 현장에서 동화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뛸 수
있는 인재입니다! I can help Dongwha grow
thanks to my outstanding communication
skills.
03 최대한
① 시설지원팀 ② 사람은 함께 산다. ③ 안녕

하십니까. 동화인이 되어 행복한 신입사원 최
대한입니다. I am happy to be part of the
Dongwha family.
04 허준
① 건장재1팀 ② 후회하지 말자! ③ 팀장님과 과
장님들밖에 계시지 않아서 딱딱할 수도 있는 팀
분위기, 제가 활력소가 돼 산뜻하게 만들겠습
니다! I will breathe fresh air into my team to
make it livelier.
05 김건우
① 경영기획팀 ② 자신의 한계를 믿지 말자. ③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면서 스스로 원하는 곳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I will never stop aiming higher until I attain
my ultimate goal.
06 박종우
① 기술기획팀 ② 1만 시간의 법칙을 증명하자.
③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열심히 노
력해 다방면에서 프로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제
인생 목표입니다. My life motto is “Prove the

10,000-Hour Rule.” My goal is to do my
best to become a professional not only in
terms of work but also in other aspects of
my life.

have to say and try to understand other
people’s stances. God gave us only one
mouth but two ears so that we can listen
to others instead of just voicing our own
opinions.

07 정가우
① 동화 말레이시아 ② Live life to the fullest.
③ 한국어, 영어, 말레어와 중국어 능통자. 한
국 대학 출신 외국인이라 한국 문화에 익숙합니
다. I am fluent in Korean, English, Malay and
Chinese. I graduated from college in Korea
so I know quite a bit about Korean culture.

09 유효광
① 건장재2팀 ②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③ 신
입사원의 열정으로 동화의 신 성장 동력이 되
겠습니다! I will become Dongwha’s new
growth engine!
10 나웅재
① 스펙인팀 ② 행운의 여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③ 동화를 떠올리면 인천·아산공장 견
학 때 맡은 나무 내음이 생각납니다. 긴장한 저
를 편안하게 해준 그 나무들처럼 성의를 다해 고
객에게 동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I want to deliver good values to the world
as a member of the Dongwha family.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thinking
about Dongwha is the smell of fresh wood
at the Incheon and Asan factories. I was
nervous when I was touring them, but the
smell of wood made me feel at ease. I want
to deliver value to Dongwha’s customers
and publicize its superb products to the
world.

08 이창민
① 가공보드공장 ② 안되면 될 때까지 도전하
라. ③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용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입은 하나, 귀
는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한 번 말할 때
두 번 들으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항상 상대방
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동화인이 되겠
습니다. My biggest advantage is my openmindedness. Rather than insisting on my
own opinion, I always listen to what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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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옥채호
① 건장재2팀 ② 생각은 밝게, 행동은 당차게. ③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 하나의 목표를 성취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동화 안에서도 팀
과 조직에 빠르게 적응해 고객에게 행복한 공
간을 선사하겠습니다. I feel rewarded when
I achieve common goals by cooperating
with people around me. I will adapt fast
to my work responsibilities and make my
customers happy.

12 염수현
① 인사팀 ②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③ 신입사원으로서 전문
적인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끈기와 성실한
자세로 조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ven though I lack professional experience,
I have plenty of perseverance and tenacity
to help my organization.
13 임수영
① 건장재2팀 ② 일기당천(一埼當千). 한 기병
이 천 명의 적을 당해 냄. ③ 빠르게 적응하는 신
입사원이 되겠습니다. I will adapt fast to my
new work environment.
14 이승헌
① 전략구매팀 ②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③
긍정적인 마인드와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바
탕으로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my growth potential based on my
positive thinking and optimism.
15 여리샤
① 동화 말레이시아 ② 최고보다 늘 최선을 다
하라. ③ 2011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은 고려대학
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
을 완성할 때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I came to Korea in 2011 and studied Korean
for one yea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 Language School. Even in small things,
I tend to feel anxious until I finish my task
and worry too much.
16 강경원
① 보드영업3팀 ② 사상마련(事上磨鍊). 배움
은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면서 단
련할 수 있다. ③ 엉뚱한 면이 있어 허당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웃음이 많고 항상 긍정적
으로 살고 있습니다. People often call me a

weirdo, but in fact I am very upbeat and I
always try to think positively.
17 아이만
① 동화 말레이시아 ② 잘할 수 있는 일에 열정
적으로 집중하자. ③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
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미식축구로 각종 대
회를 휩쓴 경력이 있습니다. 미식축구를 하면
서 리더십을 배우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I was born in Malaysia. I played American
football while attending Korea University. In
2014 my team finished second in the Seoul
finals and advanced into the quarterfinals at
a national competition. This is an example
of my proactive personality. Playing sports
also helped me acquire leadership skills and
work in a team.
18 조영후
① 보드영업2팀 ②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
③ 항상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한걸음씩 나아지는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want to try my best to
become a better person one step at a time.
19 파르한
① 동화 말레이시아 ② 꿈을 말하지 마라, 보여줘
라. 우리는 미래다! ③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
파르한입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는 5년 정도 됐습
니다. 빨리 돈을 모아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
다. I came from Johor, Malaysia, and currently
I am a senior at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Sungkyunkwan University.
I am 24 years old. My family consists of
seven members, including me. I will graduate
in February. I have lived in Korea for nearly
five years. I want to start working so that I can
earn money and help my family.

Notice &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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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
Dongwha”!

2016년 1st부터 <그린동화>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동화의 주요 이슈를 기본으로 체험 이벤트, 의견
공유, 가족 여행 등 다채로운 참여형 콘텐츠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더욱 알찬 <그린동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is the first to be
published in the new format, which has more segments involv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Dongwha members and introducing their opinions. We invite our readers
to take part in “Green Dongwha” and contribute to its growth.

동화인의 의견이 <그린동화>를 알차게 합니다.
사보를 보신 후 흥미롭게 읽은 기사,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보완하
면 좋을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사소한 의견이라
도 <그린동화>에는 큰 힘이 됩니다.
Your opinion matters.
We invite our readers to contribute their opinions and
share their impressions of the stories published in “Green
Dongwha,” as well as share their ideas on how to make
“Green Dongwha” better. Your opinion matters!

대리점 소식이 궁금합니다.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대리
점, 알리고 싶은 대리점 등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주세요. 파트너십
넘치는 동화인들의 활발한 소개를 기대합니다.
News from partner-stores
Dongwha’s partner-stores are also part of the Dongwha
family. Contact us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y about a
particular partner-store.

사보에 실렸으면 하는 동료를 추천해주세요.
매사 의욕이 넘치는 동화인,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동화인, 아
이디어가 많은 동화인 등 혼자서만 알기 아까운 모범 동화인을 추천
해주세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동화인은 다음 호 사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Quiz

1. 201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행사로 전
세계 동화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대화한 이 행사의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the event that was
h e l d o n S e p t e m b e r 15-19, 2015 t o
promote cultural understanding among
Dongwha members from around the
world?
ⓐ 원동화 캠프 One Dongwha Camp
ⓑ 신입사원 입문교육 New Employee Training
ⓒ 시무식 Opening Ceremony
ⓓ 열린 강좌 Open lecture

2. 대성목재 PB공장 조성준 기술사원은 밝은 표
정과 명랑한 목소리, 정중한 태도로 00 잘하기
로 유명해 동화의 00왕으로 뽑혔다. 00에 들
어가는 말은?
Cho Sung-jun from Daesung Wood
was selected as “the Most ______
Employee” because of his cheerful
voice and politeness. Find the correct
answer.
ⓐ 금연 Anti-smoking
ⓑ 인사 Polite
ⓒ 목표 Goal-oriented
ⓓ 승부 Competitive

Recommend your co-workers.
If you want to praise your co-workers for their good work,
personalities, enthusiasm or ideas, recommend them to “Green
Dongwha.” One day we may publish a story about them.

★ 하단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Please send your answers by e-mail.
The gift will be given through a lottery.

우리 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사업장이나 팀마다 고유의 개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혹
은 우리 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업무 성과가 돋보이는 팀, 환
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 등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
보를 통해 그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 사보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To share your opinions or contribute stories, please
contact Jung Jun-young (Personnel Development
Team)

Tell us about your team.
Each business sites and team has its own advantages. Send
us interesting stories about your team’s performance or
outstanding teamwork as well as the secret of its success.

•문의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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