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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창립

68 주년 기념사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동화가 창립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창립 이래, 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또 자동차 부문에서는 올 10월에 세 번째 매매단지인 엠파크 M1 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각자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

픈과 함께 캐피털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내 대표적인 중고차 전문 기

부드립니다.

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리는 한발 앞서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올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상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례
없는 불확실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힘

2016년도 이미 4분의 1이 지났습니다만, 동화에게는 생일을 맞이한

이처럼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선보이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새로운 부분들에 도전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2014, 2015년 2년 연속 최대 실적 기록 갱신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오늘부터 또 한 번 올해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새로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려움도 적극적으로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 명문 구단 맨

기존 영역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장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 평소“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모

첫째,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든 동화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부분에서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새로움은 동화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그의 말처럼 결국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서로 믿

오늘 동화의 68번째 생일을 맞아 오랜 시간 회사와 함께하면서 회사

소재 부문은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더욱

동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고 의지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

발전에 이바지해주신 장기근속상 수상자분들과 지난 한 해 우수한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해

로움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아이디어가 회사

다. 우리도 이처럼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면 금년 말에도 다시 한 번

성과를 바탕으로 동화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성과우수상 수상자 여

외 사업장은 기존 4개국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점을 발굴함으로써 이

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직원 여러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

끝으로 창립 68주년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임직원 여

또 현재 이 자리에 같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자동차 부문은 흑자경영 기조를 지속하면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러분과 국내외 현장에서 동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고를 아

언제나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계신 우리 동화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는 중고차 문화와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클린 중고차 매

것입니다.

끼지 않으시는 모든 동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

번 감사드립니다.

매단지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새롭게 문을 여는 여의도 사옥 1층의 복합 문화 공간에서 진행

동화 가족 여러분!

둘째, 새로움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려고 하는 명사 특강, 독서 클럽,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활용해 우리 모두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반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잇달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아이티(IT) 환경에 맞게 새로운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 사업장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재 부문의 경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NAF 강마루를

그린넷을 구축해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둑 격언 중에 ‘50집을 먼저 짓는 사람

비롯한 신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3월 착공한 베트남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형세가 우세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두 번째 생산 라인도 내년 초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2016년 4월 2일
동화그룹 회장

승명호

방심하게 되어 패하기 쉽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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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Speech Commemorating
Dongwha Founding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his saying shows that those who have an advantage tend
to fall into complacency and end up losing. The same applies

th
68
Anniversary

Secondly, we must implement change on
our own.

Today we are celebrating the 68th anniversary of Dongwha

to us. We have been doing great so far, but it only means

founding. Since its founding in 1948, Dongwha has dis-

that it’s about time to make a new determination and do even

We have been making endeavors into new areas this year.

played its unlimited potential by always staying abreast of

better.

In the materials sector, we have released new products

changes and working hard. As a result of our arduous ef-

Seoul to boost employees’ creativity. We will also renovate
our intranet program Green.net in line with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so that our employees can maximize
their work efficiency and communicate smoothly.

including NAF laminate flooring as part of our efforts to di-

The domestic and global economies are facing unprec-

forts, we broke records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4

The first quarter of 2016 has already passed, but Dongwha’s

versify our product portfolio. Back in March we launched

edented uncertainties this year as well. Like I said before, our

and 2015. I want to extend my gratitude to all of you for your

anniversary marks a new start for us. I would like to em-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production line in Vietnam, and

new endeavors may bring us unexpected obstacles. What

hard work and dedication to ensure Dongwha’s sustainable

phasize two points today.

it’s slated for completion early next year. In the auto sector,

we need most at this point is teamwork. The former coach of

we plan to open our third used car complex M-Park M1 in

the British soccer team Manchester United, Alex Ferguson,

October this year and launch capital business to become a

who was the longest-serving coach on the team, often

genuine leader in the domestic used car sector.

said that no player is more important than a team. In other

growth.

Firstly, we must pursue renewal.
As we celebrate the 68th anniversary of Dongwha founding,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ur long-service employees who

By “renewal” I mean “innovation” in the areas where we

have received awards for their dedication and the employ-

have been performing well so far. We must keep search-

But as make new endeavors, we may also face unex-

I firmly believe that if we collaborate all together, we can

ees who produced stellar results last year to contribute to

ing for ways to enhance productivity further to maximize

pected hurdles down the road. However, we must face them

produce even better results this year.

Dongwha’s growth.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members

profitability by cutting the prime costs of materials. We must

head-on so that our new business areas become naturally

of the Dongwha family who cannot be here with us today

also unearth new overseas business sites in addition to the

blended with the existing ones.

but who continue to fulfill their duties at their workplaces in

existing four in order to nurture them into our future growth

Korea and abroad.

engines. As for the auto sector, we must try various al-

These two kinds of renewal are essential for ensuring

ternatives to create transparent and trustworthy used car

Dongwha’s sustainable growth and securing growth en-

complexes while maintaining surplus.

gines. To make the best out of them, we must implement

In 2015 Dongwha posted more than one trillion won in sales,

words, it takes the efforts of the whole team to achieve a goal.

to all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for their hard work.

which has helped us lay a foundation for further growth and

our ideas into actions aimed at change and innovation.

boost confidence. We are continuing to perform well this year

We will spare no support to help you create a flexible and

as well, both in Korea and overseas. But this does not mean

creative work environment. First of all, we will provide lec-

that we can fall into complacency. In the game of Go there is

tures, reading club activities and cultural performances on

a famous saying, “The one who builds 50 chains first loses.”

the ground floor of the renovated headquarters in Yeouido,

08

In conclusion, I would like once again to extend my gratitude
I wish you all a nice and productive day. Thank you.

APRIL 2, 2016
Chairman

Seung Myung-ho

2016 2nd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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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무르익은 팀워크로 새 역사를 열다

동화기업 제68주년 창립기념식

동화기업이 창립 68주년을 맞이해 4월 1일 인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했다. 자신감을 갖고 시장
의 불확실성을 돌파하자는 승명호 회장의 격려 속에 동화인들은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Ceremony Celebrating 68th
Anniversary of Dongwha Founding

On April 1 Dongwha Enterprise held a ceremony marking the 68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t the
Incheon headquarters. Chairman Seung Myung-ho encouraged Dongwha Enterprise employees
by calling for overcoming uncertainties with confidence.

DONGWHA
Leading
Topic
Topic 1

동화의 성장과 가치를 더욱 빛낸 장기근속자들.

68년 동안 다져온 ‘팀 동화’

동화인이기에 더욱 힘냅니다

벚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틔우며 새봄을 알린 4월 1일, 동화기업이 인천 본관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장기 불황

창립기념식은 승진자 사령장 수여, 장기근속 포상, 성과우수자 및 핵심 가치 실천우수자 표창, 임원 장기근속 공

의 여파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기에 이번 창립기념식은 더

로패 수여, 창립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욱 뜻깊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동화인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동화엠파크 단지운영본부 운영기획팀 지훈 부장과 동화기업 보드생산본부 PB공장 김칠호 부장을 비롯한 승진자

Team Dongwha built over 68 years
On April 4, Dongwha Enterprise marked its founding anniversary. The ceremony was all the
more meaningful because over the past two years Dongwha Enterprise posted record-high
results despite the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and achieved one trillion won in sales.
Dongwha members who gathered at the ceremony pondered its special meaning.

10

들에게 사령장이 수여됐고, 직급별 대표자들은 단상에 나서 승진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도움을 준 임직원들과 가
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기근속 포상은 각각 30년, 20년, 15년, 10년 근속자에게 주어졌다. 동화엠파크 단지
운영본부 임대관리팀 조병욱 기술주임, 동화기업 보드생산본부 아산MDF공장 송정환 부장 이하 장기근속자들
은 근속패와 부상을 양손 높이 들어 올리며 기쁨을 만끽했다.
성과우수자들의 면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 속 친근한 동료 얼굴이 곧 단상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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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광의 수상자들

‘Great Achievement Award’ 개인 최우수자 영예는 가공보드공장 전재훈 기술주임이, 단체는 PB공장에 돌아갔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한 동료가 있기에!

다. 핵심 가치 실천우수자 ‘Value Leader’로는 PB공장 김대영 기술주임, MDF 2공장 박범수 기술대리가 선정됐

임원 장기근속 공로패는 동화기업 김원홍 이사에게 돌아갔다. 김원홍 이사는 직원으

으며 컬처빌리지팀과 재무팀이 우수 단체로 꼽혔다.

로 시작해 20년 동안 근속하면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례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그
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 앞으로도 성장하

We can do better because we are Dongwha members
Department Manager Jee Hoon of Dongwha M-Park, PB Factory Manager Kim Chil-ho of
Dongwha Enterprise and many others received written appointments for their promoted positions.
The representatives of each job rank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the Dongwha family for their
help. Long-service awards were given to employees who have worked at Dongwha for 30, 20,

도록 힘쓰겠다”며 젊음을 바쳐 함께한 기업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냈다.
모든 시상과 포상을 마치고 승명호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진급자와 장기근속자, 성
과우수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승명호 회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동화, 동화인에 덕담을 건넸다.

15 and 10 years. Technical Section Chief Jung Kun-ju of the MDF Factory, who has dedicated 30

“동화는 한발 앞서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에 68년을 이어오는 동안 잠재력

years to Dongwha, said that although people become older with time, Dongwha, which is 68 years

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old now, is getting younger and younger.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

The Great Achievement Award in the individual category went to Technical Manager Jun Jae-

고, 새로움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hoon of the Processed Board Factory; the winner in the group category was the PB Factory. The
Value Leader award, which is given to employees who take a lead in implementing
core values, went to PB Factory Technical Manager Kim Dae-yeong and
2nd MDF Factory Technical Assistant Manager Park Bum-soo. In the
group category the winner was the Finance Team of Culture Village.

이어 “50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진다”는 바둑 격언과 “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말을 소개하면서 방심하지 말 것과 팀
워크를 주문했다. 창립기념식은 동화의 힘찬 구호로 마무리됐다. 늘 외치지만 오늘
특히 가슴을 울리는 구호. “뜨거운 도전의식! 확고한 목표의식! 동화! 동화! 파이팅!”

Implementing meaningful change
hand in hand
The long-service award for executives was given to Dongwha Enterprise
Director Kim Won-hong, who joined
Dongwha as an ordinary employee and
has dedicated 20 years to it. After the
awarding ceremony, Chairman Seung
Myung-ho congratulated all the award
winners and said a few words of encouragement to Dongwha members.
“Dongwha was able to display its potential over the past 68 years because
we were always abreast of changes and
worked hard. But we must never forget
that one day we may face unexpected
challenges. To overcome them, we
must renovate ourselves and implement
change.”
Mr. Seung cited Manchester United
coach Alex Ferguson’s favorite catchphrase, “No play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team” to urge Dongwha members to
stay alert and strengthen their teamwork.

성과 포상자 및 승진자를 대표해 소감을 발표 중인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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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베트남 제2MDF 공장 기공식

아시아 최대 생산 규모를 갖추다
Groundbreaking Ceremony for 2nd MDF Factory in Vietnam

Factory with Asia’s Largest Production

지난 3월 8일 베트남 호찌민 인근 빈푹(Tỉnh Vĩnh Phúc) 성
에서 ‘동화 베트남 제2MDF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이로써 동
화는 베트남에 최초로 공장을 건립한 데 이어 더 큰 동화로 나
아갈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On March 8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construction of Dongwha Vietnam’s second
MDF factory was held in Tỉnh Vĩnh Phúc. Once
built, the new factory will serve as a springboard for Dongwha’s further growth.

DONGWHA
Leading
Topic
Topic 2

Press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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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7년

영업이익

1억 불

30만㎥
18만㎥
MDF 후판중심(2~35㎜ 범용)
MDF 박판(9㎜ 이하)
47m
25m

2013년

37%

매출

30%

생산물

•최초 생산 후 급성장

2라인

900만 불

매출 1,600억
영업이익 600억

매출 1,000억
영업이익 400억

설계 용량

1라인

16%

제2MDF
공장 증설에
따른 기대

•라인 비교

775만 불

•2라인 증설로 급속 성장을 기대하는 동화 베트남

2014년

2015년

최고의 성과를 향한 변화와 도전
‘동화 베트남 제2MDF 공장 기공식’은 승명호 회장을 비롯해 빈푹(Tỉnh Vĩnh Phúc) 성 응웬 반 러이(Nguyễn
Văn Lợi) 당서기, 웽 반 짬(Mr.Nguyen Van Tram) 빈푹성장, 하 꽁 뚜엉(Mr. Ha Cong Tuan) 베트남 중앙
정부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박노완 호찌민 총영사 그리고 합작사인 VRG의 총사장 짠 응억 투엉(Trần Ngọc
Thuận)을 포함한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은 “2008년 8월 8일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래, 동화 베트남 공장 1라인이 2012년
5월 첫 상업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93%의 공장 가동률을 보였고 120%를 상회하는 생산성을 기록
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그간 공장 1라인을 가동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이 새롭게 가동하게 될
2라인의 성장에 박차를 가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제2MDF 공장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어 동화 베트남 서진석 대표는 “두 라인이 MDF 규격별로 생산이 분업화된다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동화 베트남 공장 1라인이 120%를

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베트남 2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7년에는 매출액이 지

상회하는 생산성을 기록했다.

금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2공장은 설계 용량이 18만㎥로 1공장 대비 용량이 60% 상승하며, 2016년 3월부터 착공해 핵심 설비(Press)
를 연내 완공한 후 2017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2MDF 공장이 완공될 경우 동
화 베트남 공장의 생산 규모는 총 48만㎥로 아시아 최대가 된다. 지금처럼 VRG와 동화그룹이 변치 않는 신뢰
를 바탕으로 변화와 도전을 거듭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제2MDF 공장이 완공될 경우

Change and challenge for better results

동화 베트남 공장의 생산 규모는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as attended by
Dongwha Group Chairman Seung Myung-ho, Tỉnh
Vĩnh Phúc officials Nguyen Van Loi and Nguyen Van
Tram,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official of the
Vietnamese central government Ha Cong Tuan, South
Korean consulate to Ho Chi Minh Park No-wan, and
VRG CEO Tran Ngoc Thuan.
In his speech Chairman Seung Myung-ho said, “I believe that our expertise and knowledge that we have
accumulated will help us successfully launch the operation of the second production line.”
Dongwha Vietnam CEO Seo Jin-seok said that the
production of various MDF products using both lines will
enable Dongwha to diversify its product portfolio and
maximize production efficiency at the same time. He also
added that sales are expected to surge 30
percent in 2017, the year when the second production line is to be launched.
T h e 2 n d f a c t o r y h a s 60-p e r c e n t
higher capacity (180,000㎥) than the
1st factory. The key equipment (press)
is to be completed within this year.
Production is to be launched in full gear
in March 2017. Once completed, the
2nd MDF factory will have the largest
output in Asia - 480,000㎥. We hope that
VRG and Dongwha Group will continue to
implement change and take on new challenges to produce the best results.

총 48만㎥로 아시아 최대가 된다.

2016년 경영혁신 페스티벌

협업으로 이룬 혁신의 일상화
2월 19일 인천 본관에서 ‘2월 열린광장’과 ‘경영혁신 페스티벌’이 열렸다. 경영혁신 페스티벌은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하게
혁신한 동화인들의 혁신 사례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동화인들은 발표자들의 혁신 사례를 경청하며 2016년 또한
새롭게 혁신할 것을 다짐했다.

DONGWHA
Leading
Topic
Topic 3

2016 Innovation Festival

Innovation as Part of Daily Routine
On February 19 Dongwha held the February Agora and the Innovation Festival at the Incheon headquarters.
At the Innovation Festival the best examples of Dongwha’s business innovation of 2015 were introduced.
The participants also made a determination to achieve new innovation goal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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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향한 동화인들의 하나 된 열정

A passion to innovate

경영혁신 페스티벌은 동화인들의 혁신 경험담을 공유하며 동화인 모두가 혁신 열정을 고취하는 장이다. 올해

The Innovation Festival, which is held in February
each year, is aimed at promoting innovative spirit
by introducing the best examples of business
innovation from Dongwha members. This year
the key word of the festival is ‘cooperation’. It
refers to joining efforts among different teams to
achieve better results. The festival began with the
screening of an exciting video about Dongwha
members’ attitude toward innovation. It warned
the participants against falling into complacency
and encouraged them to pursue innovation.
The festival consisted of two parts. In part 1,
office workers announced their innovation goals
and examples of individual ‘smart acts’. In part
2, technical staff announced top projects and
individual propositions. Innovative projects
are based on important issues chosen from
among the company’s strategic goals, while
‘smart acts’ seek to improve individuals’ daily
work performance. They both seek to maximize
work efficiency. Dongwha employees’ efforts to
activate ‘smart acts’ have resulted in a total of
70 voluntary propositions; 34 of them have been
completed.

페스티벌의 핵심은 ‘협업’으로,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하고 동료와 함께 이뤄내자는 취지를 담았다. 페스티벌은
‘혁신하는 동화인의 자세’에 관한 유쾌한 동영상으로 시작했다. “당연(함), 주저(함), 그럴싸(함). 이 세 가지 ‘함’
들을 넘어서면 혁신에 힘이 생긴다”며 일상을 낯설게 보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페스티벌의 1부는 사무직 부문의 혁신 과제 발표와 개인별 스마트액트 사례 발표로, 2부는 기술직 부문의 분
임조 우수 과제 발표와 개인별 우수 제안 사례 발표로 꾸며졌다. 회사의 전략 목표 가운데 중요한 이슈를 과제
로 선정해 진행하는 혁신 과제, 개인의 일상 업무를 개선할 방법을 추진하는 스마트액트는 모두 최대의 업무
효율을 추구하는 제도로, 동화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액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자발
적 제안이 총 70건 있었고, 그중 34건의 과제가 완료됐다.
아산MDF공장의 송정환 부장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20여 분에 걸친 ‘아산 MDF 제조 경쟁력 향상’에 관
한 과제 발표가 끝나자, 진지하고 예리한 질문과 응답이 오갔다. 이어 진행된 개인별 혁신 사례인 스마트액트
과제 발표에서는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사원이 ‘경제지 출입기자 관리 기준 확립’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시
간은 짧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에 접근한 인상 깊은 사례였다.
두 번째 혁신 활동 발표자인 건장재2팀 김경훈 과장의 발표 후 기술직 부문 혁신 사례인 분임조 우수 과제 발
표가 시작됐다. MDF2공장 서동희 기술대리가 ‘데드 타임(Dead Time)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과제를, 동화
PB1공장 신양호 기술주임이 ‘MDI 투입 방법 개선을 통한 화학 재료비 절감’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대성PB공
장 김경섭 기술주임이 ‘수지 투입 방법 개선을 통한 화학 재료비 절감’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김경섭 기술
주임 발표 시간에는 동료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으로 행사장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청중의 몰입도가 높아지
는 가운데 스마트액트와 우수 제안 사례 발표도 중간중간 계속됐다. 마지막 발표자인 시설지원팀 강태평 기술
대리의 혁신 사례를 끝으로 모든 발표가 종료됐다.

혁신 달인들이 말하는 혁신의 힘
The Power of Innovation

혁신 과제
최우수상
1st Place

동화기업 보드생산본부 아산MDF공장 송정환 부장
Song Jeong-hwan, Dongwha Enterprise

아산 MDF 제조 경쟁력 향상
MDF 시장의 경쟁 심화로, 악화된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이슈
를 핵심 문제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보드 Edge 물성 개선, 함수율 최적
화, 박판 생산성 향상, 물성 개선, 파쇄기 Capa 향상 등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29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nhancing Asan factory’s competitiveness in MDF production
I chose three issues to tackle plunging profitability stemming
from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MDF market. We managed to
improv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oard edge, optimize the
percentage of moisture content, raise sheet productivity, and
improve physical properties and disintegrator capacity. As a
result, we were able to save 2.9 billion won annually.

혁신 과제
우수상
2nd Place

동화기업 건장재영업본부 건장재2팀 김경훈 과장
Kim Kyoung-hun, Dongwha Enterprise

강마루 영업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 확대
강마루 시장의 성장에 걸맞은 동화의 성장을 위해 강마루 유통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개선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권역별 거점 대리

“과연 지금이 최적일까?”
“Is now the right time?”
김경훈 과장, Kim Kyoung-hun

점 운영으로 시판 소매점 판매를 확대하고, 강마루 제품 Line-up을 확장
했습니다.
Expanding sales by boosting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engineered wood flooring
We carried out activities to optimize the distribution
and product portfolio of engineered wood flooring to
ensure Dongwha’s growth in line with the growth of the
engineered flooring market. We expanded sales and
product lineup by operating stores in each region.

“최고의 생산성이 경쟁력을 만든다”
“Strong production makes us more competitive”
응원 부대.
뜨겁게 달군
행사장을 더욱
로
으
성
함
찬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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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부장, Song Je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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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 과제
최우수상
1st Place

대성PB공장 C조 aCe팀 김경섭 기술주임
Kim Kyeong-seop, Daesung PB Factory

분임조 과제
우수상
2nd Place

대성목재 시설지원팀 강태평 기술대리
Kang Tae-pyeong, Daesung Wood

혁신 활동은 동화의 경쟁력이자 미래다
수지 투입 방법 개선으로 화학 재료비 절감

건조 공정 송풍기 개선으로 가동률 향상 & 수선비 절감

분사 효율을 개선해 도포기 내부 오염 현상을 해결했으며 도포 효율을

건조 공정 송풍기 마모와 진동 때문에 가동률 저하와 수선비가 증가해

개선해 수지의 양도 낮추었습니다. 수지 절감으로 첨가제와 경화제 투입

송풍기 날개에 내마모성 합금을 용접하고 전향 장치를 부착했으며, 축지

량을 비롯해 연 3억 2,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름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을 강조하고 동화인들을 격려했다.

Cutting chemical materials costs by improving the resin

Higher operating rate and lower maintenance costs through

이번 행사는 혁신 과제의 추진 배경과 개선 과정에 대해 발표자와 청중 모두 집중한 뜨거운 시간이었다.

infusion method

the improvement of electric fans

올해 동화인들은 사무직 그룹 과제였던 ‘혁신 과제’를 기술직과 사무직 모두의 상위 개념으로 삼고, 사무

We solved the issue of pollution inside applicators by improving

The low operating rate and the growing maintenance costs

직의 스마트액트 과제를 팀과 개인으로 나눠 혁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 혁신의 한계를 협

the spraying efficiency. We also enhanced application efficiency

were caused by abrasion and vibration in drying fans. We

to reduce the amount of resin, which subsequently resulted in

solved the problem by coating the wings of the fans with

less additives and hardening agents, and enabled us to save

abrasion-resistant alloy through welding, attaching deflectors

320 million won annually.

and adjusting the diameters of the axes.

총평에 나선 승명호 회장은 “최근 동화의 재무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외부 영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내부 경쟁력이 강화된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 활동의 생활화로 이룬 공장 경쟁력 강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혁신 활동이야말로 동화의 경쟁력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혁신 활동의 중요

업으로 극복해 더욱 성과를 높이고자 함이다. 페스티벌은 “혁신의 생활화! 바꾸자, 나부터! 하자, 하자, 해
보자!”라는 동화인들의 힘찬 구호로 마무리됐다.

Innovation, Dongwha’s competitive edge and future
After the presentations, Chairman Seung Myung-ho said that Dongwha’s recent
financial performance has been robust, which was a result of internal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rather than of external factors. He especially lauded
the factories’ efforts to innovate on a daily basis, and emphasized that innovative
activities are Dongwha’s competitive edge and its future.
The event highlighted the background of Dongwha’s innovative projects, drawing
attention from all the participants. This year all Dongwha members will carry out ‘smart
act’ projects in teams and on an individual ba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innovation through cooperation and maximize results.
The Innovation Festival ended with the loud slogans, “Innovation is part of our daily
life! Let’s change ourselves first! Let’s do it!” Dongwha members made a pledge to work
passionately toward realizing the innovation goals of 2016.

분임조 과제
장려상
3rd Place

동화기업 MDF2공장 서동희 기술대리
Seo Dong-hee, Dongwha Enterprise

분임조 과제
장려상
3rd Place

동화PB1공장 A조 신양호 기술주임
Sin Yang-ho, Dongwha 1st PB Factory

데드 타임(Dead Time)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으로 중층 MDI 투입량 절감

프레스 방열 도어의 오픈 회로를 개선했습니다. 또 로더 상승·하강 시

고단가 첨가제인 MDI의 투입량을 절감하고자 소형 펌프로 교체해 투입

간헐적 속도 제어 불능 상태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데드 타임이 감소

량을 줄이고 투입 방식을 변경해 화학 재료비를 감소하고자 노력했습니

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연 약 1억 원의 고정비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 저단가 PMDI를 적용해 단가도 절감했습니다.

Enhancing productivity by eliminating ‘dead time’

Reducing MDI infusion by improving processes

We improved the open circuit of the press insulated door, and

We strived to minimize the cost of chemical materials by

resolved speed control issues in the loader. In doing so, we

reducing the amount of MDI, a pricey additive, by using small

reduced the dead time and increased productivity as well as

pumps and changing the infusion method. We also started

saved around 100 million won in annual repair costs.

using low-cost PMDI to cut costs.

“세밀하게 파고들어 얻은 큰 효과”
“Big results achieved
through detailed approach”
서동희 기술대리, Seo Dong-hee

“혁신은 계속됩니다”
“Innovation is a work in progress”
“혁신은 1%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Innovation begins from
one-percent concern”
신양호 기술주임, Sin Yang-ho

김경섭 기술주임, Kim Kyeong-seop

“시설 혁신은
동화를 춤추게 한다”
“Facility innovation makes
Dongwha happy”
강태평 기술대리, Kang Tae-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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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회 한국일보 거북이마라톤 455th Hankookilbo Slow Marathon

동화 가족과 함께하는 남산 걷기대회
봄의 시작을 알리듯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던 지난 3월 19일, 동화인들은
‘동화 가족과 함께하는 남산 걷기대회’라는 주제로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제455회 한국일보 거북이마라톤’에 참가했다. 봄 정취를 만끽한 그 시간을 소개한다.
On a nice spring day on March 19 Dongwha members participated in
The Hankookilbo’s 455th slow marathon entitled “Strolling on Namsan
Mountain with Dongwha Family.” We take you there now.

DONGWHA
Leading
Topic
Topic 4

가족과 동료와 함께한 행복한 산행
‘제455회 한국일보 거북이마라톤’은 한국일보와 동화기업이 처음 공
동 주최한 동일 대회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가 2016년 첫 대회 대
회장을 맡았다. 동화 가족과 한국일보 임직원들은 남산을 찾은 시민
들과 함께 약 6㎞의 남산순환길을 걸었다. 동화 한국일보 승명호 회

거리를 반환점으로 다시 백범광장에 돌아오는 약 6㎞의 코스로 진행

장과 한국일보 이준희 사장도 대회에 참가해 남산순환길을 걸으며

됐다. 걷기가 끝난 후에는 축하 공연, 미스코리아와의 포토 타임 등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언론의 책임을 다짐

부대행사가 열렸고, 이후 반환처에서 수령한 행운권을 추첨해 동화

했다.

자연마루 시공권과 LED TV를 비롯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며 마무

한편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

리됐다. 이번 대회로 동화인들은 가족, 동료와 함께 운동하며 겨우

이라는 취지의 걷기 프로그램 외에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

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폈다. 이날 얻은 활력을 밑거름 삼아

한 이벤트와 축하 공연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에게 사은품도 제공

2016년 봄을 힘차고 행복하게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됐다. 또 동화그룹 제품과 서비스를 참가 시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그
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인테리어 제품 부스와 엠파크 이지옥

Great time spent with families and coworkers

션 서비스 부스를 설치·운영해 이목을 끌었다.
출발선에 선 승명호 회장과 참가자들의 파이팅으로 시작된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북측순환로를 따라 국립극장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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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55th Hankookilbo’s slow marathon was coorganized by The Hankookilbo and Dongwha Enterprise
for the first time. It was headed by Dongwha Enterprise
CEO Kim Hong-jin. Dongwha members, their families
and the employees of The Hankookilbo strolled with
the public on Namsan Mountain in Seoul for about six
kilometers. Dongwha Group Chairman Seung Myungho and The Hankookilbo CEO Lee Jun-hee also
participated in the marathon, where they made a pledge
to fulfill their corporate responsibility to create a happy
and fair society.
In addition to the strolling program aimed at promoting
public health, the marathon also featured various events
for the participants and a concert. Prizes were also
given out at the events. To publicize Dongwha products,
booths promoting Dongwha products and M-Park’s
Easy Auction services were installed at the marathon
venue to let the public sample them firsthand and
receive benefits.
The marathon started by shouting slogans, with
Chairman Seung Myung-ho and the other participants
standing at the starting line. The six-kilometer marathon
covered the section between Baekbeom Square and the
National Theater Intersection as the turning point. After
the marathon, the participants watched a concert and
took photos with Miss Korea. Then a lottery event was
held for winning prizes such as vouchers for installing
Dongwha flooring and LED televisions. Dongwha
members said the marathon helped them awaken their
bodies after6the long winter and enjoy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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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문화 공간 원창홀 오픈식

소통과 화합을 책임질 공간 탄생
4월 15일 여의도 본사에서 다목적 문화 공간인 ‘원창홀’ 오픈식이 열렸다.
동화그룹의 얼굴이기도 한 이곳 1층 공간이 창의적인 인재들을 위한 성장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Wonchang Hall
Opening Ceremony
On April 15 Dongwha held the opening ceremony
of its new multipurpose cultural space called
Wonchang Hall, which is located at the Yeouido
Headquarters. In addition to representing
Dongwha Group, the hall also serves as a venue
for nurturing employees’ creativity.

DONGWHA
Leading
Topic
Topic 5
역동적인 힘을 지닌 동화의 새 얼굴
4월 15일 오후 4시 30분, 원창홀 로비에서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
과 한국일보 이준희 사장, 동화엠파크 정대원 대표, 동화기업 김
홍진 대표 등이 자리한 가운데 원창홀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식
이 진행됐다. 원창홀은 동화인들의 큰 박수와 환호 속에서 동화
의 새 역사가 깃들 의미 있는 공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로비에서 원창홀로 이동 후 본격적인 오픈 행사가 시작됐다. 설
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은 동화인들은 아름다운 샌드 애니메이
션 한 편을 감상했다.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공간, 원창홀’이
라는 홀 건립 의미가 감성적이고 따뜻한 동화처럼 흐르며 동화인
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다목적 문화 공간 원창홀은 약 9개월 만에 완성됐다. 지난해 6월
GWP 협의체에서 1층 빈 공간을 다목적 홀로 만드는 데 최종 결
정한 이후 동화의 새 얼굴을 위한 구상이 시작됐다. 8월 26일 김
개천 국민대 교수의 첫 설계 보고 후 12월에 이르러 최종 설계안
이 확정됐고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홀과 로비
를 포함한 약 436㎡(132평) 공사에 14억여 원이 투입됐다.
이로써 여의도 본사에도 5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
련됐다. 원창홀 무대 중앙에는 55인치 텔레비전 24대로 구성된
멀티비전이 설치돼 생생하고 다이내믹한 화면 구현이 가능하다.
에코스텍, 알루미늄, 대리석을 사용해 모던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스탠드형 좌석 배치로 개방적이면서 자유로운 공간을 연출
했다. 동화에 새 물결을 가져오는 듯한 파도 모양의 천장과 자유
로운 소통의 계단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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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autiful sand animation film was shown about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new hall, which lies in nurturing creativity. The multipurpose cultural hall was
created after nine months of efforts. The decision to create a cultural hall in what
was an empty space on the first floor of the Yeouido Headquarters was made in
June last year by GWP. The first design was presented by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Kim Kae-cheon in August, and in December the final design was
approved. Construction lasted from January till March. Around 1.4 billion won
were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hall and the lobby, which occupy a
combined area of 436㎡.
The hall can accommodate 50-100 people. The stage at the center of the hall
is equipped with twenty four 55-inch televisions showing vivid and dynamic
images. The hall has a modern and warm decor created with Ecostec panels,
aluminum and marble. Thanks to standing seats, it looks more spacious. The
ceiling featuring wavy patterns and the staircase are particularly eye-catching.

Beautiful space for fostering solidarity

즐거운 화합이 이루어질 아름다운 공간
다채로운 오픈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열린광장 시간에는 사령장을 수여하고 경영 실적을 공유하
며 동화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이어서 만난 원창홀 설계자 김개천 교수의 특강도 흥미로웠다.

At the Agora event, which was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opening ceremony,
Dongwha members received written appointments and celebrated Dongwha’s
business results. The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Kim Kae-cheon, who
designed the Wonchang Hall, gave a lecture entitled “Traditions and Modern
Creation.” He said that despite its calm image, Dongwha is full of dynamic energy
that keeps moving it on a grand scale, and expressed his hope that the new
hall will serve as a background for Dongwha’s robust growth.
Chairman Seung Myung-ho said that Dongwha members’ satisfaction with
the Happy Lounge, which was created four or five years ago, and the Green
Lounge, which opened a year ago, was high. “I hope that the Wonchang Hall
will also receive a favorable response and will become a venue of promoting
camaraderie and having fun.” said Mr. Seung. Then the participants moved
to the Green Lounge on the second floor to make a toast. Let’s hope that the
Wonchang Hall will contribute to Dongwha’s growth and brand recognition.

1
1 원창홀 첫 공연의 주인공은
지난해 ‘동화 복면가왕’에 출전
했던 이민지 사원과 박민규 사원

그는 ‘전통과 현대적 창조’라는 주제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화는 역동적인 힘으로 가

2 임원 장기근속 공로패를
수여받고 소감을 발표 중인

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거대하게 움직이는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이 힘

동화팀버스 채광병 대표.

차게 도약하는 동화의 배경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말로 원창홀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원창홀은 공연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된 주인공은 동화기업 사원관
계팀 이민지 사원과 동화엠파크홀딩스 경영지원팀 박민규 사원이다. 지난해 ‘동화 복면가왕’에 각
자 출전했던 두 사람은 원창홀 오픈 공연을 위해 듀엣으로 무대에 올랐다. 동화인들은 ‘올포유(All
for You)’란 노래를 부른 두 사람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총평에 나선 승명호 회장은 “김개천 교수님 말씀과 동화인들의 노래까지 잘 들었습니다. 4, 5년 전
에 만든 해피라운지와 1년 전에 마련한 그린라운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원창홀
역시 동화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2층 그린라운지로 이
동해 “위하여!”를 외치며 다 함께 건배했다. 앞으로 원창홀이 동화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하는 동화의 대표적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New face of Dongwha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onchang Hall was attended by Dongwha Group
Chairman Seung Myung-ho, The Hankookilbo CEO Lee Jun-hee, Dongwha
M-Park CEO Chung Dae-won and Dongwha Enterprise CEO Kim Hong-jin.
The ceremony began with tape cutting in the lobby to mark the opening of a
meaningful space where a chapter in Dongwha’s history will be written. Then

2

Prologue

동화 말레이시아의 지속 성장 키워드
: 소통과 협력
Keywords of Dongwha Malaysia’s Sustainable Growth
: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Kulim Plant’s People

글로벌 사업장으로 향하다 ① Overseas Global Plants : Part ①

다양성을 시너지로 급성장하는 동화 말레이시아
Dongwha Malaysia,
Growing Rapidly by Synergizing Diversity

최고 실적으로 지속 성장 중인 동화 말레이시아의 동력은 소통과 협력이다.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원재
료, 생산, 영업, 마케팅, 지원 부서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에서 소통과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하
나가 되어 유연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벨류 체인상의 소통이 활발한 동화 말레이시아. 이런 변화 포인트의 대표적 사
례로 원재료 구매를 들 수 있다. 가령, 안정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원재료를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현재 동화

사보 <그린동화>는 지난 3월 21~25일 동화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다. 동화 말레이시아는 닐라이, 머복, 쿨림 지역에 총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결같이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모습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지금부터 동화 가족들에게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표 사진으로만 접했던 동화 말레이시아의 공장과 현지 직원들 모습을 조금이나마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Green Dongwha” visited Dongwha Malaysia on 21th~25th March. Dongwha Malaysia operates three business sites in
Nilai, Merbok and Kulim. We were impressed to see how upbeat the employees are. We have prepared this special edition
on Dongwha Malaysia so that Dongwha members can learn more about the plants and people.

말레이시아는 3개 공장을 합쳐 원재료가 2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 이어진 벨류 체인의 효과는 운반비와 물류비는
물론, 오래된 목재가 아닌 신선한 원재료 사용으로 불량률과 수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로 이어졌다. 또 재고에 대
한 고민을 줄였고 영업에서는 규격 교체에 대한 고객 니즈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the driving engines of Dongwha Malaysia’s robust growth. You
can feel the power of smooth communication and strong cooperation in the way the company manages its divisions as one entity, from raw materials to production to marketing and management support.
Communication at Dongwha Malaysia is based on a flexible and integrated value chain. A good example of
this change is the way the company purchases raw materials. You may think that stocking up on materials
in advance is safer for a company, but Dongwha Malaysia has only 20,000 tons of materials for its three
factories currently in stock. This enables the company to sav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costs as well
as reduce product defects and resin costs by using fresh materials. Dongwha Malaysia doesn’t have to
worry about inventories anymore and can respond to customers’ changing needs in a more flexi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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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성장의 중심 동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보드 산업의 No.1

Malaysia’s top board manufacturer

약 3,000만 인구에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양성의 나라’ 말레

Dongwha started its first manufacturing

Center Stage of Dazzling Growth
Dongwha Malaysia

이시아. 다양함 속에 조화로움이 빛나는 말레이시아에 동화그룹이 둥지

business in Malaysia in 2003 after acquir-

를 틀었다. 2003년 현지 기업을 인수해 말레이시아 생산 시스템을 구축

ing a local company. Currently it operates

한 동화그룹은 3개의 자회사를 운영하며 말레이시아의 보드 산업을 이끌

three subsidiaries and is at the forefront of

고 있다. 현재 닐라이, 머복, 쿨림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목질판상재와 가

Malaysia’s board industry. Dongwha has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해외 사업장에 목질판상재 생산 기반을 갖추고 생산량의 70%를 중동과 동아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는 동화그룹. 그 위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찾은 첫 번째 해외 사업장. 바로 동화 말레이시아다.

공보드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체 마케팅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화

plants in Nilai, Merbok and Kulim, which pro-

Dongwha Group has been relentlessly pursuing its goal of becoming the world’s best manufacturer
of wood-based panels. The first overseas global plant we’re going to visit is Dongwha Malaysia.

말레이시아는 내수 시장뿐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판로를

duce wood-based panels and processed

넓혀 ‘Dongwha’ 브랜드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경

boards. They also have in-house marketing

영의 전진 기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personnel. Dongwha Malaysia has expanded

일러스트 김원만

its marketing channels beyond Malaysia to
include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s
well, playing the role of a worldwide PR ambassador of Dongwha brand and striving to
become a leader in global business management.

Chinese

Malays

USD 327.9 billion
(33 rd largest in the world)

Population

Indians

(People)

Other

Koreans : 22

(People)

Locals : 532

Total Number of Workers :
554 People

Religion
Muslims

34

Buddhists Christians

Hindus

Other

2016 2nd 35

StoryⅠ Nilai

연간 생산력 15만㎥라는 닐라이의 저력
Nilai’s Potential - Annual Production of 150,000㎥
닐라이 사업장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닐라이(차량으로 1시간)는 동화인들에게
제일 익숙한 사업장이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직원 자녀 해외 탐방(아빠
어디가) 프로그램과 신입사원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즐겨 찾는 곳이자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사업장 분위기는 국내 여느 사무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몇 가지 문화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상 ‘뚜둥(Tudung)’이며 식
당에서는 수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무엇보다 사진
을 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말레이시아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다민족 다문화 국

Tip 사무실에서 느껴지는
말레이시아의 특별한 문화

가라는 점이다.

The Nilai plant is located within an hour ride from Malaysia capital city

뚜둥 뚜둥은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

of Kuala Lumpur. It is probably the best-known Malaysian plant among
Korean employees because they often hear about it when reading about

프의 일종이다. 남성들이 쓰는 전통 의상은 송꼭
문화는 다르지만 소통과 협력을

family trips organized for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nd also

동력 삼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

overseas training programs for new employees.

는 동화 말레이시아 직원들.
Dongwha Malaysia employees growing by the day

(Songkok)이라 부른다. 송꼭은 무슬림 남성들이 기
도할 때 쓰는 모자로 검은색과 흰색이 대부분이다.
다민족 다문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나라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거리와 사무실에서는 말레이계, 화

based on communication

교계, 인도인들을 만나게 된다. 이에 따라 언어 역

and cooperation despite

시 공용어인 영어와 말레이어는 물론 중국어, 인

cultural differences.

도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리는 일상을 경
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지만 여
느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불교, 힌두교, 기독교를
인정하고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

Tip Malaysia’s unique office culture
Tudung A scarf worn by Muslim women. The
traditional male hat is called “songkok.” It
comes in black and white colors, and is worn
by men during prayers.
Multi racial, multicultural society Malaysia is
a country of diverse races, including Malay,
Chinese and Indian. On the streets and in
offices you can see Malay Muslims, Middle
Eastern Muslims, ethnic Chinese and Africans.
Although Malaysia is an Islamic country, it also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to Buddhists,
Hindus and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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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Ⅱ Merbok

닐라이 공장
닐라이 공장의 생산 현장은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
돼 연간 15만㎥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생산 현장
곳곳에서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 주재원들의 모습과 현장에서 하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산실, 머복
The Cradle of High Value-Added Products

가 되어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팀들의 자신감 넘
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머복 사업장
3월 23일. 촬영팀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머복으로 향했다. 말레이시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Nilai plant’s production capacity has grown significantly

향하는 여정으로, 항공과 차량 중 말레이시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차량을 선택해

thanks to the efforts of its employees. It currently reaches

이동했다. 쿠알라룸푸르와 머복 사업장 간 거리는, 차로 4시간여를 달렸으니 서울-부산 간 거리

150,000㎥ annually. Korean expatriates stationed in Nilai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머복 사업장에 들어서며 처음 느낀 건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sharing their knowledge and technologies to local staff, while

규모가 크다는 점이었다. 주력 제품인 MDF 외에 가공보드(MFB), 친환경 표면재 LPM 등도 제조

other teams work with confidence to contribute to enhancing

하는 공장이어서 말레이시아 사업장 중 가장 복잡한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이기도 하다.

productivity.

The moment you step into Merbok plant, you are impressed with its scale, which
is larger in reality than it seems in photos. In addition to its main product, MDFs, this
factory also manufactures MFBs and eco-friendly surface materials called LPM.
Among Dongwha’s Malaysian plant, this one performs the most complicated
processes.

한국에서 2년간 말레이시아 1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복귀한 줄재리를 만났다. 그는 “한국

Mini Interview

에서 일할 때와 비교해 지금은 공장 세 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크다. 하지만 설비 시스

줄재리 Zulzaeri

템과 공정 등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 아산공장 사람들이 많이 그립다”라며 동화인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We met with Zulzaeri, the very first Malaysian employee to work in Korea. He worked in
the Korean office for two years before he returned to his home country. He looked confident
and vibrant. “I have more responsibilities here than in Korea, because here I am in charge
of three factories. But I can handle my duties with confidence because the equipment and
the processes are similar to those in Korea.” says Zulz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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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rbok office (Doc & Fwd, Raw Material, General Affairs, Manufacturing team) 2 Low Huey Sam (Logistics Team)
1

2

머복 공장
머복 공장은 관광지로 유명한 페낭 지역에서 약 70㎞ 떨어진 곳에 위
치한다. 고무나무, 아카시아, 열대 수종을 주요 원재료로 2.5~3㎜
의 다양한 MDF 규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
치 제품인 HDF를 생산한다. 또 다른 사업장과 달리 머복 공장 내에
수지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수지공장은 포르말린과 UFC(Urea
Formaldehyde Concentration)를 동시에 보유해 연간 8만 톤의
수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이다.

머복 사무실
머복 사무실에 들어서니 붉은색 장식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도 설

Merbok plant is located about 70 kilometers away from

날이 있는데, 바로 설날(Chinese New Year) 새해를 기념하며 사무실 곳곳을 붉은색으로 장식한

Penang,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It has the technol-

흔적이었다. 부채 모양, 육각형 등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장식들로 손재주 좋은 물류지원팀

ogy to manufacture high value-added HDFs based on

Low Huey Sam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장식들에는 ‘마귀와 잡귀를 잡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its capacity to produce MDFs of various
specifications ranging from 2.5㎜ to 3㎜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the eye when you step into Merbok office is the red

using rubber trees, acacias and tropi-

decorations. As in Korea, Malaysia also observes the lunar New Year holiday,

cal tree species. Unlike other plants,

which is known as “Chinese New Year.” These decorations shaped as fans and

Merbok plant also has a resin factory,

hexagons were made by hand by Low Huey Sam (Logistics Team). The deco-

which manufactures 80,000 tons of

rations are believed to chase away bad luck.

resin annually and has formalin and UFC
(Urea Formaldehyde Concentration).
Q. 현재 머복 공장 분위기는?
작년, 눈에 보이게 생산성이 향상된 덕분에 현장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Mini Interview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공정과 설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 땀을

머복 공장장 라작
Merbok plant
manager Razak

흘렸습니다. 그 결과 가동률, 열압 개선을 통한 생산성, 오일 히터 효과 등을 극대화해 2016년 ‘생
산 기반 13만㎥ 확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Q. How are things at Merbok plant these days?
We worked har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es and equipment. As a
result, we succeeded at enhancing productivity and the oil heating effect by raising the
operating rate and heat pressure. We set our goal for 2016 at securing a production base
of 130,000㎥.

Merbok Plant’s People

Story Ⅲ Kulim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보유한 쿨림
Kulim, The Best Logistics System

Accounting Team & Process Improvement Team

쿨림 사업장

Tip. 동화 말레이시아에만
있는 기도실

한국 주재원이 많이 거주하는 쿨림 사업장은 페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촬영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많
은 현지 직원들을 담아야겠다는 각오로 사업장에 들어섰다. 현재 쿨

“알라 흐 아크바르(Allah - uh - akbar; 신은

림 사업장은 머복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015년 연간 생산력 16만㎥

위대합니다).”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 세 곳

에서 2016년 17만㎥를 목표로 크게 개선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Kulim plant, where many Korean expatriates are stationed, is located within an hour ride from Penang. We

모두에 남녀 기도실이 각각 마련돼 있다. 무슬

쿨림 사무실

동화 말레이시아 이란지사 설립

1층에는 원재료, 구매팀이, 2층에는 마케팅 센터가 위치한다. 이는 쿨림

지난 4월 3일, 약 1년간 진행해오던 동화 말레이시아 이란지

사업장이 말레이시아 동서남북을 소통하는 고속도로와 근접해 지리적

사가 성공리에 개소했다. 이란은 핵 시설에 따른 강도 높은

이점이 탁월한 데다 최적의 물류 시스템까지 보유한 까닭이다.

제재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바 있다. 2016년 1월 16일

Kulim Office

이 족쇄와도 같던 무역 제재 조치가 해제됐고, 풍부한 천연

On the first floor of Kulim office, there are the Materials,

림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번(일출, 정오, 하오,

Purchasing. The second floor is home to the Marketing

일몰, 심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 기

Center. Kulim plant is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a highway

도를 올린다. 일출과 일몰 시간이 매일 변하기

that connects all parts of the country, which is a big advan-

때문에 기도 시간도 매일 다른 것이 특징. 무
슬림 신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

visited the site determined to film as many employees as

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모습으로

possible, because it was our final destination. Similar as

다가가려 노력한다.

tage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logistics.

Tip. Prayer rooms
for employees

productivity from 160,000㎥ to 170,000㎥ in 2016.

All of Dongwha’s plants in Malaysia have
prayer rooms separately for men and
women. Muslims have to pray five times
a day (before sunrise, at noon, in the
afternoon, at sunset and at night) facing
Mecca in Saudi Arabia. Praying time is
always different because the sun rises and
sets at different times every day. In their
prayers, Muslims reflect on themselves
and try to become kinder to others.

야에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동화 말레
이시아는 제재 조치 중에도 이란 내 에이전트를 통해 꾸준히
MDF를 수출했으며, 2015년 수출 실적은 월 평균 2,500㎥ 수
준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이란에 거점을 확보한 만
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동화 말레이시아 마케팅 센터의 화상회의 현장

Merbok plant, Kulim plant also aims to raise its annual

자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건설과 인프라 분

동화 말레이시아 마케팅 센터의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분주했다. 그중 가
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활기차게 회의가 열리던 화상회의 현장. 그곳에선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새로운 고객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이란
거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후 진행된 동
화 말레이시아의 이란 거점 설립 소식을 전한다.

Marketing Center’s video conference room
Dongwha Malaysia’s Marketing Center is always busy. The
busiest venue was its video conference room, where the staff
were discussing the Iran office, which is expected to help
Dongwha penetrate a new market and raise its revenues.
Here’s more on the opening of the Iran office.

Dongwha Malaysia opens Iran office
On 3rd April Dongwha Malaysia successfully
opened its Iran office after one year of efforts. In
2002 it became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tough sanctions against its
nuclear program. In January 2016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were finally lifted, prompting vigorous investment into its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ectors based on the country’s
abundant natural resources. Dongwha Malaysia
had been exporting its MDF products to Iran on a
regular basis via an Iranian agent even before the
economic sanctions were lifted. In 2015 its average
monthly exports reached 2,500㎥.

Doc & Fwd Team

쿨림 공장과 야적장

One of the factors behind Dongwha

승승장구하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성공 요인으로 원재료 관리를 꼽

Malaysia’s rapid growth lies in the way

을 수 있는데, 원재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it manages raw materials. You can eas-

곳이 바로 야적장(Log Yard)이다. 이곳에서 관리되는 신선한 목재들

ily guess how it is done by checking out

은 동화 말레이시아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주었고, 불필요한 수지를

its log yard. Fresh lumber piled up here

줄여 지속적인 제조 원가 절감에 도움을 주었다. 또 많은 양을 누적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trengthening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산 소요량의 변화를 발 빠르게 예측하는 효율

Dongwha Malaysia’s production compet-

적인 관리로 물류 경쟁력과 주요 경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itiveness. The company has also managed
to cut costs by reducing unnecessary
resin. Rather than stocking up on materials, Dongwha Malaysia buys only as many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

materials as are needed for manufacturing

취재 기간 동안,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반겨주고 ‘One Malaysia’라는 국가 슬로건처럼 일사분란하게 하나 되는 모습이었다.

in order to ensure their efficient management, bolster its logistics competitiveness
and minimize expenses.

‘놀라운 다양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나라’,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수식어를 충분히 느끼며 동화 말레이시아 취재를 마쳤다.
지금처럼 밝은 에너지로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동화 말레이시아가 되길 기원한다.

Malaysia, Where Anyone Can Be Friends
The most impressive part was the unity of Malaysian people regardless of ethnic backgrounds befitting the country’s slogan,
“One Malaysia.” They always greeted us with smiles and showed us the genuine meaning of “unity in diversity.” During our visit we realized
that it’s a country where anyone can be friends. We wish Dongwha Malaysia to continue its growth based on the positive energy of its people.

Nilai Plant’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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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굳건한 열정의 이름
멀리 그리고 높이 보며 쉼 없이 달려온 우리. 노력의 시간은 견고하게 쌓여 오늘의 당신으로, 현재의
동화로 정직하게 보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충실히 살아낼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시
작은 ‘초심(初心)’입니다.
무엇이든 해내리라 다짐했던 신입사원 시절의 패기, 신규 발령 직후 반드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리라 결심했던 스스로와의 약속⋯. 기억하나요? 어쩌면 오늘을 직시하느라 어제의 다짐은 잠시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초심을 오늘로 소환해야 할 시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보
다 나은 현재를 만들어갈 힘은 초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We have been working hard to attain higher goals. Our arduous efforts have made
us and Dongwha what we are today. Where does the passion to perform come
from? It begins from remembering our original intent. When we just landed our first
job, we were determined to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and become the best of
the best in our professional area. Do you remember that? We might have forgotten
our original intent because we were too preoccupied with our current tasks. We must
bring it back to where we are now. Don’t forget: the power to create a better present
comes from the original intent.

일러스트 마이자

Original Resolution,
the Name of Unwavering
Passion

인문학 카페

흥망성쇠의 열쇠, 초심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소통을 피하고자 고립을 택한 것이다.

The Key to Rise and Fall
-Remembering Where You Came From

하지 않았다. 그 방법으로 직접 만든 ‘신언패(愼言牌)’라는 것을 신하들 목에 걸어주었는데, 나무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본인의 귀를 막고 신하들의 입은 봉함으로써 충언하려는 신하들과도 전혀 소통하려

초심이 중요하다는 말은 귀 아프도록 들었지만 그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다. 초심을 지켜 태평성대를 일군
왕 ‘정조’와 초심을 망각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연산군’ 이야기를 통해 그 힘을 실감해본다.

글 설민석 이투스 한국사 대표 강사

We all heard many times the saying,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but not all of us know how true it is in reality. The story of King Jeongjo, who successfully established peace in his country, and the story of the despotic ruler
Yeonsangun, who was dethroned,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never forgetting one’s original intent.

새겨진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구시화지문 是禍之門 (입은 화를 초래하는 문) 설시참신도 舌是斬身刀
(혀는 몸을 자르는 칼) 폐구심장설 閉 深藏舌 (입을 다물고 혀를 놀리지 않고 있으면) 안신처처뢰
安身處處牢 (가는 곳마다 편안하리라)” 이러니 누가 바른말을 하겠는가. 곁에는 간신들만이 남았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초심을 잃은 연산군은 결국 반정으로 폐위되고 두 달 만에 역병으로 죽는 최후를 맞게
된다. 대조되는 두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초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초심을 지킨 사람과 변심한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다르고, 후대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주는 교훈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초심을 돌아보았으면 한다.

설민석 강사
현재 ㈜태건에듀 대표이사,
이투스 한국사 대표강사, 오
마이스쿨 인문학 한국사 강

Importance of never forgetting one’s original intent through the
examples of Joseon kings Jeongjo and Yeonsangun
King Jeongjo of the late Joseon period set his goal upon enthronement at
establishing peace in his country by becoming a fair, unbiased ruler. He attached
잠잘 때조차 초심을
기억하다, 정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성군이자 애민(愛民)의 군주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자란
그가 왕위에 오르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왕위에
오른 이후 어진 정치를 펴나갔다. 할아버지인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붕당을 혁파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posters with his goal everywhere so that he would never forget it and reminded

사로 활동하고 있다. 쉽고 재
미있으면서도 역사적 깊이
가 있는 강의로 정평이 났
으며 한국사의 대중화를 위
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himself of his goal even before going to bed.
Another Joseon king, Yeonsangun, first earned praise for bringing peace and
stability to his country during the first ten years after taking power. But he soon

않는 공평한 정사를 펴겠다는 이른바 ‘탕평(蕩平)’의 초심을 실천한 것인데, 정조는 자신의 초심을 이어가기

forgot his original intent and began to live a life of debauchery. As a result, he

위한 방편으로 굳건한 다짐을 항상 되새기는 방법을 택했다.

became an object of horror among his people, lost his power and died in misery.

자신의 침전 이름을 ‘탕탕평평실’로 명명하고 침소에 들기 전 직접 쓴 편액을 바라보며 초심을 다잡는가 하면,

These two examples show how people’s lives and the fate of the whole nation can

인장까지 ‘탕탕평평평평탕탕’이라 새겨 자신이 소장한 책에 찍는 장서인(藏書印) 문구로 썼다. ‘탕탕평평’이란

chang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remember their original intent.

붕당과 편파가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평평하다는 뜻으로, 정조는 이 문구를 늘 가까이함으로써 균형 있는
정사를 펼치겠다는 초심을 항상 마음에 새긴 것이다. 정조는 또한 ‘변방도 오랑캐도 앞뜨락이나 한집안처럼
여긴다’는 뜻의 ‘정구팔황 호월일가(庭衢八荒 胡越一家)’라는 글자를 침전 벽에 걸었다. 지역이나 당색에
따른 차별 없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다는 방침을 잠자리에서까지 되새기기 위함이었다.

초심을 잃고 쾌락에
빠지다, 연산군

그런가 하면 초심을 내팽개친 초심 배반왕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 연산이 그러하다. 흔히들 조선 시대
최고의 태평성대라고 하면 세종대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조선 시대 최고의 태평성대는 연산 집권
초기 10년이었다. (세종대는 내정은 안정적이었지만 외환이 많았던 시기다. 왜구의 잦은 침범과 명나라의
무리한 조공 요구로 백성들의 삶은 고되었다.) 아버지 성종이 제도와 문물을 잘 정비해둔 덕분에 연산 집권
초기는 매우 살기 좋은 시대였다. 그러니 연산이 초심을 지켜 아버지 성종의 뜻을 잘 이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산은 초심을 잃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외모가 예쁘고 노래와 춤을 잘하는
여자들을 가려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흥청’이라 칭했는데, 연산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흥청을
매일 불러들여 잔치를 벌였고 주색에 빠져 향락을 즐겼다.
또 연산군은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을 멀리했다. 민심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무려 도성 10리 안을 다 비우며
궁궐 주변 민가를 모두 없애버리는 방법까지 썼는데, 이는 조정의 얘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또한 백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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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화 과장

팀 스토리

동화기업 건장재영업본부

해외사업팀

처음 가는
길이 아름답다
2016년 5월, 베트남에 동화 건장재영업본부
법인이 설립됐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자 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동화기업
건장재영업본부 해외사업팀이 있다.
작년 8월 신설된 이후 뜨거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들을 만난다.

민
손일

팀장

건장재영업본부의 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

인 주재원이란 사실이 큰 부담이었지만 팀원들과 하나

앞서가는 기업은 늘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 이미 있는 길에서 마주칠

씩 얘기하고 부딪혀나가다 보니 역시 ‘해서 안 될 건 없

한계점을 경계하고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작년 8월, 동화기업 건

다’ 싶었다.

장재영업본부가 해외사업팀을 신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건

“현지화가 중요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려고 합니다. 법인을 따로 설

장재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다. 작년에 이은 건장재 매출의 호조를 기

립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으니까요. 베트남에서의 처음에 아무런 지

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필요했다. 하

장이 없도록 저희 해외사업팀이 잘 시작해보겠습니다.”

여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기존에도 수출은 했지만 아예 해외에

당찬 포부를 밝히며 파견 근무를 떠난 그의 자리를 보며 오영화 과장

터를 잡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리라 믿었다.

은 얼핏 서운한 기색을 비친다. 새로 준비하는 업무상 미국과 소통하

“우선 첫 번째로 진출한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야죠. 국내

기 위해 꼭두새벽에 나오더라도 팀원들 덕분에 힘이 났기에 더욱 그

성공 모델을 일군 자신감으로 베트남에서도 동화의 위상을 떨치기

런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북돋는다. 건장재영업본부는 올해 목표를 작년 대비 ‘강화마

손일민 팀장을 필두로 오영화 과장, 백지훈 과장 총 3명으로 이뤄진

루 수출량 5배 이상 달성’으로 잡고 있다. 그 가운데 해외사업팀이 있

해외사업팀은 한 달에 일주일 이상 베트남을 오가며 정신없이 보내

다. 법인을 초기에 안정시키고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들

왔다. 해외 사업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온전히 세 명의 몫이기 때문

의 첫 마음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이다. 영업 전문가 3인으로서도 쉽게 소화해내기 힘든 업무량. 그럼
에도 이들의 표정은 내내 밝았다.
“앞으로 다른 동남아 지역과 미국으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베트남만 가시화됐지만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계속 작업
중이고요. 어떠한 미래가 열릴지 매일 새로운 기분입니다.”

늘 초심 기억하기
고된 일보단 새로운 도전에 먼저 설레는 이들이다. 그럴수록 더욱 처
음 디딘 시작점을 기억하려고 한다. 낯선 길에서 헤맬 때 초심이 이정
표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사업팀을 기점으로 팀장
직을 처음 맡은 손일민 팀장은 입사 초기 들었던 “너희는 동화
의 미래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다. ‘내가 회사
의 주인’이란 책임의식은 그도 모르는 사이 그를 늘 주
변을 살뜰히 보살피게 만들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는 진심으로 팀원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가 팀의
중심이 된 건 당연한 수순.
건장재영업본부에서 첫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 백지훈
과장은 10년 가까이 보드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건장재 파트
해외사업팀이 된 경우였다. 낯선 업무에 낯선 시장, 게다가 첫 해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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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훈과
장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Team of Construction Materials BU
(Dongwha Enterprise)

Paving the Way
On May 2016, Dongwha established a
construction materials corporation in Vietnam.
The pivotal role in unearthing new revenue
sources and expanding Dongwha’s market
horizons will be played by the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Team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BU. Founded in August
last year, the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Team has been working hard to achieve
Dongwha’s pursuits in overseas markets.

Construction Materials BU’s new growth
engine - expanding overseas presence
The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Team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BU is led by Team
Manager Son Il-min and comprises members Oh
Young-hwa and Back Ji-hun. The team is managing the first overseas corporation in Vietnam
to solidify its presence in the Vietnamese market. It also plans to expand its presence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 U.S.
The team has been having their hands full these
days. Nonetheless, they always remember the
days when the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Team was just founded, and are poised to do their
best to uncover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Dongwha Enterprise’s Construction Materials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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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화학사업본부

화학생산팀

신윤철 부장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Dongwha Enterprise’s Chemical Production Team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를 교체한 것도, 직원을 충원한 것도 아니다. 숨어 있던 빈틈을 찾아 내
재된 잠재력을 극대화하니 원가가 절감되고 수익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타성에 젖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동화기업 화학사업본부 화학생산팀은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었다.

The Reason We Exist

황주성 사원
소통으로 돌파구를 찾다
2014년 동화기업은 업무 효율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화학사업본부는 이때 신설된 조직으로,
주로 내부에 납품하던 화학 품목을 외부로 확장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
다. 화학사업본부에 속한 화학생산팀은 수출·외판용 화학제품 생산에 집중하며 화학사업본부의 첫
목적을 잊지 않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신윤철 부장, 이종현 과장, 김지혜 사원 3인 체제로 출
발한 지 약 2년, 지금은 황주성 사원까지 합류해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 환경과 안전, 원재료 수불, 제조
원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생산의 모든 과정을 살피다 보니 기술 파트, 품질팀, 연구팀, 설비지원팀 등
여러 팀과의 소통은 화학생산팀의 필수 덕목이다. 그러고 보면 이 ‘소통’이 화학생산팀을 2014년 혁신
과제 수상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8월 화학생산팀의 혁신 과제가 ‘테고 필름 생산성 증대’였습니다. 7월부터 주문량이 늘기 시
작해 곧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한다는 예측이 있었죠.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생산 공정의 보틀넥, 즉 문제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테고 필름을 만든 10여 년 동안 기기 설계상 설정된 최대 생산량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분명 놓친 부분

이 증대하니 원가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생산력 안정화로 테고 필름의 수
출량과 페놀 수지 외판량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2015년 화학 품목 매출액은 목표 대비 2배가
량이 됐다.
“화학사업본부 내 연구팀은 물론 지원 부서인 품질팀, 설비지원팀 모두가 거둔 성과죠. 현
재 주문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앞으로를 대비해 테고 필름 라인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모두가 일궈놓은 선순환 구조를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화학생산팀은 팀의 존재 이유를 입증했다. 팀이 가야 할 길은 곧 시작점에 있다는 걸 늘 염

This team did not replace
its production equipment
or hire new personnel to
enhance productivity. All it
did was finding loopholes
and maximizing its potential,
which resulted in cost saving
and higher profits. This
would have never been
possible if the team refused
to implement change. We
introduce you to Dongwha
Enterprise’s Chemical
Production Team.

두에 둔 덕분이다. 팀의 수장인 신윤철 부장은 화학생산팀을 맡으며 회사 생활의 새로운 의
미를 찾았다. 동화의 기술력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지난 3월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한결같은 초심으로 걸어가는 신윤철 부
장과 그와 함께하는 화학생산팀의 오늘은 늘 그때 그 시작점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곧 동화의 미래인 이유다.

이 있을 터.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사실 이를 위한 소통의 물꼬는 진작부터 열려 있었다.
화학생산팀이 생성되기 전부터 화학 분야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아니던가. 이종현 과장은 테고 필름
공장을 맡기 전 10년 넘게 표면재 화학공장을 담당하면서 현장 친화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해 손수 공
장 일에 뛰어들곤 했다. 생산 라인에서 가감 없이 듣는 애로 사항은 공정상의 문제점을 유추하는 데 더
없이 훌륭한 단서였다. 화학 연구 파트에 근무했던 신윤철 부장은 틈날 때마다 현장과 팀 내부에 제품
생산의 원리를 얘기하고자 노력했다. 알고 접하는 것과 모르고 접하는 것은 천지 차이. 그의 소통 방식
은 현장과 화학생산팀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었고 이는 곧 보틀넥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김지혜 사원

시작점, 화학생산팀 불변의 화두
2014년 11월, 52~53m/min 정도의 스피드에 정체돼 있던 기기가 60m/min의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140만~150만 매(4ft×8ft)였던 생산량은 220만 매(4ft×8ft)까지 올랐다. 안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
었다. 2015년 1월에는 최저 제조원가를, 6월에는 최대 생산량을 달성했다. 동일한 인원과 설비로 물량

Enhancing productivity and cutting costs
Formed in June 2014, the Chemical Production Team oversees overall
production environment, safety, raw materials and manufacturing costs
at the Chemical Factory. In the second half of 2014 the team exerted
arduous efforts to carry out its innovation task, which aimed at raising TEGO film productivity. The team managed to find pitfall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surpassed its goal. The feat was possible because the team always keeps in mind its goal, which is strengthening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Dongwha Enterprise’s chemical products.
Thanks to higher productivity, which was attained without raising fixed
costs, the team was also able to save costs and increase the overall
sales of the Chemical BU.

이종현 과장

Talk about

스펙인팀 나웅재 사원

보드영업3팀 강경원 사원

입사 무렵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과 귀찮은 일을 괄시하지 말 것을 다짐했

입사 당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영업

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 인성의 바탕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현재에도
그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Na Woong-jae, SpecIn Team
When I just joined Dongwha, I made two resolutions. One of them was
- “Always maintain positive thinking, no matter what.” The other was
- “Do not neglect annoying tasks.” I have been implementing my
resolutions ever since.

제가 맡은 상권에서 동화가 80% 이
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가 추가됐습니다. 초심을 기억하
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Kang Kyung-won,

출발! 동화
새내기의 초심
Fresh Start for
Dongwha’s
New Employees
이제 막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채운 동화
신입사원들. 첫 출근, 첫 월급⋯
설렘 가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근거린다는 새내기들의 처음을 엿보는 시간.
Dongwha’s new employees shared
with us how they remember the time
when they just started their new job at
Dongwha-first day at work, first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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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구매팀 이승현 사원

기술기획팀 박종우 사원

수습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쁘면

신입사원으로서 더 많이 배우려고 노

서도 책임질 부분이 늘어난다는 사실

력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

에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겁먹

니다. 입사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보

기보단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신

자’란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입사원이 되자 마음먹었지요. 항상

풍부한 경험을 쌓아 다방면으로 유능

첫 마음을 되새기며 발전하도록 노력

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

하겠습니다.

고 싶다는 초심은 변함없습니다.

Lee Syeng-heon,

Board Sales Team

When I got a job at Dongwha,
I set my goal at becoming
the best salesman who produces stellar results. And I’m
still determined to achieve it.
What’s more, I have set a new
target-to increase Dongwha’s
market share in my business
district to over 80 percent.

Strategic Purchasing Team

When I received my first salary
after my probation period was
over, I was excited and worried at the same time because
now I had more responsibilities. However, rather than
being afraid, I made up my
mind to become a good employee based on what I had
learned so far.

시설지원팀 최대한 사원

특판영업팀 박태후 사원

가공보드공장 이창민 사원

건장재2팀 유효광 사원

저의 초심은 신입사원으로서 맡게 되

공장에서 일하는 직무 특성상 현장

입사 당시 ‘나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

는 업무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

의 문제점이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

이 되자’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했습

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무

해나가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

니다. 그 의미는 누가 시키거나 지적

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최선을 다해야

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이곳저곳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당당할 만큼 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뛰어다니며 초심을 잃지 않는 동화인

지한 태도로 일하자란 뜻입니다. 이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제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는 것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즐거운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돼 가장 기쁩니다.
앞으로도 스스로 책임지며 나아가 남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Choi Dae-han, Facility Support Team
Receiving my first salary was an exciting experience to me. It was
fun planning how to spend it. Above all, I was happy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I want to continu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life and help other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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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실천왕

동화기업 강화마루 가공공장 박종훈 기술사원
Technician Park Jong-hun, Laminate Flooring
Processing Factory, Dongwha Enterprise

초심으로
이어가는 실천
Taking Action to
Make Up for
Shortcomings

올해 입사 10년 차를 맞은 박종훈 기술사원은 이제 동료들이
가족 같다고 말한다. 입사 초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싸준
선배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는 더욱 꼼꼼하고 섬세하게 작
업에 임하게 됐다. 지금은 제법 맡은 일에 완숙한 연차지만
No.1 제품 생산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실천한다.
Technician Park Jong-hun, who joined Dongwha
ten years ago, says his coworkers are like family to him. He fulfills his duties with a keen eye for
detail to repay his senior coworkers for their help
that he received when he just joined the company. He is now a seasoned worker, but he never
stops making efforts to produce the best products.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바뀐다

금만 신경 써서 바라보고 바꾸다 보면 놀라울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

강화마루 가공공장 근무는 여섯 명이 한 조

다. 쉽게 굳는 래커를 조방기에 설치해 굳지 않게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 각 조는 테노너 공정 두 명, 포장 두 명, 재단 두

현장에 적용돼 작업 준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지요.”

명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서도 테노너 공정은 위험

작은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변화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박종

하고 힘든 작업으로, 박종훈 기술사원은 입사 초기

훈 기술사원. 그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의 뒤

6개월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테노너 공정에서만 근

를 따르고 실천하는 후배들이 늘어나 ‘무한 긍정, 무한 실천의 공장

무해왔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단한 말투로 끝끝내 “난 아직도 부족

“항상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어떤 약속의 말보다 진한 행동 의지

위해서도 그렇고 제품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제

가 느껴진다.

품을 직접 다루는 공정이라 여기서 이상이 생긴다
면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Always remembering the original resolution

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Technician Park Jong-hun, who is in charge of tenon-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공정에 투입돼 숙련도가 높아진 건 분명

ing, says that he feels an enormous sense of respon-

하지만 박종훈 기술사원은 아직도 스스로 부족한 게 많다고 말한다.

sibility because his duties involve direct contact with

그 속내에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the products and any glitch can affect their commercial

이 느껴진다.

value. Mr. Park is the youngest member of his team,

“사실 아버지도 동화기업에 근무하셨어요. 아버지 추천으로 군 전역

but instead of avoiding hard work he wants to perform

후에 지원하게 됐죠. 같은 현장에서 근무 한번 못해보고 3년 전 아버

difficult tasks. His attitude has helped him become more

지께서 정년퇴임하셨지만 2대에 걸쳐 근무하는 셈입니다.”

meticulous in work than he is in daily life. The proposition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젊은 치기에 일을 만만하게 봤다는

that he made about four years ago was also a result of

그. 잘한다고 하는데도 실수 연발이었다. 한데 선배들은 그런 모습도

his keen eye for detail. He continues to make at least

예쁘게 봐줬다. 한편으로는 용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다.

five propositions each month to improve his workplace.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착실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걸

His attention to detail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얻는다고. 막내답게 배우는 자세로 하나라도 더 경험하자 마음먹게

have earned him the title of “the man who walks the

됐죠. 그때의 교훈을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talk.”

사소한 것부터 앞장서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하신 조장님이나 한 살 위 선배 등 모두에게 배울 점
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여전히 막내나 다름없습니다.”
박종훈 기술사원은 어리광 부리는 막내가 아니라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를 꿈꾼다. 앞장서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선배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감각이

입사 당시 배우는 자세로

생긴다. 이런 태도는 그를 원래 성격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만들

하나라도 더 경험하자

었다. 약 4년 전부터 시작한 제안도 그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다. 요즘

마음먹고 그때의

도 매달 5건 이상을 채우고 있다.
“사소한 것들에서 발견해내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불편
함이 익숙해져서 개선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조

교훈을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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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 사람!
동화기업 보드연구팀 임용환 과장
Lim Yong-hwan of Dongwha Enterprise Board Research Team

개봉박두! 야구용품 가득한 ‘야구의 전당’
토요일 오후, 임용환 과장 집 거실에 놓인 TV에서는 메이저리그 LA

언제나 처음처럼 야구바라기

다저스와 LA 에인절스 경기 중계방송이 한창이다. 지난달 국내 프로

Ardent Fan of Baseball

사회인 야구팀 ‘이글스피릿’의 파란 유니폼을 입은 그는 사뭇 들뜬 모

야구까지 개막했으니 그의 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습으로 자신만의 ‘야구의 전당’ 문을 연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진열
장을 빼곡히 채운 야구용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글러브 13점, 배트

한화 이글스 김성근 감독의 좌우명인 ‘일구이무(一球二無)’는 임용환 과장이 야구
를 대하는 태도와 닮았다. ‘공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렸다, 두 번째는 없다’는 뜻처럼 그
는 야구 말고 다른 취미에는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다. 야구를 넘어 그 장비마저
사랑하게 된 그는 여전히 야구에 반했던 첫 마음 그대로 야구만 본다.

5점, 스파이크 3점, 포수 장비, 사인볼, 헬멧, 야구팀 기념품 등이다.
지난해 6월, 케이블 TV XTM <겟잇기어(Get It Gear)>의 ‘야구 장비’
편에도 출연했던 고급 물품들이다.
“진짜 알아주는 ‘급’은 글러브와 배트죠. 그중에서도 파란색 나이키
글러브는 현재 구하기 어려운 ‘프로선수 오더용급’이에요. 글러브 안
쪽에 ‘Professional Order’라고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2년 전에
‘야구용품싸게사기(이하 야용사)’ 카페에서 40만 원 정도에 샀어요.
이 카페에서 야구용품을 사고팔고, 교환도 하죠. 일반 제품과 비교하
자면 가죽 차이가 제일 크고, 가벼워서 핸들링이 좋아요.”
쳤다 하면 안타라고 해서 일명 ‘도깨비방망이’라고 불리는 배트는 한
달 전 80만 원에 들여왔다. 원래 갖고 있던 배트였는데 고가의 제품
을 소장하기 부담스러워 팔았다가 마음이 너무 허전해 다시 구해놓

1
1 야구용품이 빼곡히 들어찬 임용환 과장의 ‘야구의 전당’ 2, 3 LA 다저스 구장
에서 5만 관중과 함께 환호하던 순간이 가슴 뛰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은 것이다. 돌아온 배트를 쓰다듬으며 이제야 마음이 든든하다는 듯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임용환 과장이 가장 아끼는 물품은 한화 이글스 김성근 감독
의 사인볼이다. 금액으로 치면 5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야구 장비
를 모으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야구에 입
문한 건 2007년, 가까운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 와이번스를 응원하
면서부터다. 9회 말 2아웃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반전과 시원한 한

2

The mantra of the Hanwha Eagles coach Kim Sung-keun, “Now or never” is similar
to the way Section Chief Lim Yong-hwan treats baseball. Mr. Lim has never once
had any other hobbies beside baseball. He is an ardent fan of everything related
to baseball, and his love for baseball will never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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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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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류현진 선수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자극도

Love for baseball items

받았다.

Mr. Lim first became mesmerized with
baseball items when he was on a baseball team for working people. His impressive collection of baseball items includes
baseball gloves, bats, catcher gear,
helmets and balls with the autographs of
famous players. He says that his baseball
collection is the source of his confidence.

임용환 과장에게 야구용품 컬렉션은 자신감의 원천이다. “지갑에 두둑하
게 들어 있는 현금 같은 존재랄까요? 항상 저를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든
든한 녀석입니다”라며 야구용품에 애정을 표한다. 그는 앞으로 장비를 더
욱 세심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글러브는 가죽 제품이라
그냥 두면 마르고 갈라지기 쉽다. 경기를 뛴 후에는 솔로 먼지를 털고 스
펀지에 클리닝 크림을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낸 뒤 글러브 전용 오일을 안
쪽에 꼼꼼히 발라주어야 한다. 하나당 5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는 글러브
를 반짝반짝 닦아서 정돈하는 동안 희열을 느낀단다.
간절한 꿈이 있다면 모아놓은 글러브와 배트로 딸 수현이 그리고 언젠가
만날 둘째와 함께 야구 게임을 하는 것이다. 켜켜이 쌓아온 자신의 야구
역사를 이야기하며 아이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낼 그날을 위해, 그는 오늘
도 흙 묻은 글러브를 털고 정성스레 오일을 바른다.
1

방이 있는 야구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다. 또 적재적소에 최적의 선

5

6

수를 투입하는 김성근 감독의 뛰어난 분석 야구에 매료돼 퇴근 후면
으레 경기장을 찾곤 했다. 감독이 단호한 필체로 ‘一球二無(일구이

7

무)’라고 써준 야구공을 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야구용품 컬렉션이 자신감의 원천
그렇게 2년 동안 신나게 응원만 하던 임용환 과장은 2009년 사회인
2

3

야구팀에 들어가 선수가 되기에 이르고, 직접 글러브를 끼고 배트를
잡으며 장비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었다. 마트에서 산 글러브를 끼다
가 야구용품 브랜드와 아마추어용, 기성품, 일반 오더용, 프로선수 오
더용 등 장비의 등급에 대해서도 통달하게 됐다. 그간의 활동 덕에 지
금 그의 아이디(ID)는 야용사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편이다.
“요즘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2(수방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잖아
요. 그 정도까지 모을 생각은 없지만 남자들도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한

4
1, 7 LA 다저스 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꿈 같은 순간 2, 5 가죽 전용 제품을
이용해 글러브를 꼼꼼히 관리하는 임용환 과장 3 류현진 선수의 백넘버 99번이
새겨진 유니폼 4, 6 임용환 과장은 그간 모은 야구용품을 볼 때마다 활력이 샘
솟는다고 한다.

다는 데 동의해요. 우선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글러브 하나만 두고도 1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
전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입문자들을 위한 글을 올리곤 했죠. 스
트레스도 아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저는
장비를 모으며 운동도 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여름휴가 때는 LA 다저스 구장에서 직접 기념품들을 사왔다. 그
는 류현진 선수의 백넘버 99번이 달린 유니폼을 꺼내 보이며 5만 관
중과 함께 환호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메이저리그라는 큰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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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동화인을 찾습니다
<그린동화>가 악기 연주, 각종 수집, 사진 촬영, 공예, 뜨개질, 운동 등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
화인을 찾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재미있는 취미 생활로 즐거운 일상
을 꾸려가는 동료를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의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개인

Great Achievement Award

Great Achievement Award (individual category)
가공보드생산본부 가공보드공장 전재훈 기술주임
Jun Jae-hoon, Processed Board
Manufacturing BU

Good quality starts from small
improvements
Quality improvement and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begin from small things. By
encouraging employees to contribute their
ideas, our company efficiently applies ideas
in the workplace. I also urge my team to
contribute their ideas as much as they can.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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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주년 창립기념식 성과 포상
동화인의 질주 본능, 성과로 꽃피다

The ability to come up with ideas comes
from a close observation of one’s workplace.

바로 선 원칙이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Following the right principles
제6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동화는 자랑스러운 성과우수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굳
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레 도드라져 보이는 법입니다. 오랜 시간 동화에 헌신하며
동화의 역사에 도드라진 한 획을 그은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At the ceremony marking the 68th anniversary of Dongwha founding awards
were given to employees who have produced outstanding results. They were
commended for their dedication and contributions to Dongwha’s prosperity.

Great Achievement
Team
Award

High Achievement
Award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전재훈 기술주임

동화기업 PB공장

일할 만한 공장,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총괄 현장관리를 맡은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동안 직원들에게 강조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원칙만 잘 지킨다면 품질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직원이 서로의 의욕을 북돋우면서 겨울철 겹침줄 문제, 사계절 오염 문제, 기계 불량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모두가 지금처럼만 꾸준히 해준다면 올해는 지난해의
투자를 거둬들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는 시간을 빼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동화기업 화학생산팀 테고공장

higher quality of our products. To encourage
my team, I also proposed 199 ideas last year
to set an example.

제품의 불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Great Achievement
Award

Such small steps will help us guarantee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편한 가족도 가족이고 위계질서가 잘 잡힌 가족도

동화기업 특판영업팀

박영수 차장

가족입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건 배려하기만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이호언 대리

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와 좋은 성과 속에서

동화기업 아산MDF공장

김정태 차장

동화기업 원재료1팀

최민석 대리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권필수 차장

품질 향상과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법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의

동화기업 화학생산팀

오동욱 기술주임

제안제도는 그 작은 발견을 현장에 반영하는 데 잘 맞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제안을 많이

동화기업 아산MDF공장

박태식 기술주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편입니다. 제안을 한다는 건 세심하게 업무 현장을 살핀다는 말입니다.

동화기업 강화마루공장

방승진 기술주임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제품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까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나수안 기술주임

대성목재 PB공장

김흥수 기술주임

동화기업 PB공장

김대영 기술주임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업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공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동화기업 MDF2공장

박범수 기술대리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I keep telling my team that it’s better not to
produce anything rather than producing
defected products. This means that we must
eliminate the causes of defects and focus
on production. Customers these days are
more discerning than ever. As a factory that
produces the best products in the industry,
we must produce products that meet customers’ expectations. We will do our best to
stabilize quality through united efforts.

지내는 ‘일할 만한 공장’이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유지는 작은 개선에서 시작

스스로도 지난해 제안을 199건 올리는 등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불량 제품을 내놓으려면 찍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Value Leader
Award

Value Team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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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 원인을 제거하고 생산에 임하자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안목 수준은 과거에 비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아직도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애 있는 동료

동화기업 컬처빌리지팀

간 협력으로 품질 안정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화기업 재무팀
동화기업

전무 채광병

동화기업

이사 김원홍

공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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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단체

Great Achievement Award (group category)

Great Achievement Award (group category)

테고공장 TEGO Factory

PB공장 PB Factory

속도와 품질 업그레이드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동화 최고 실적 갱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Stronger competitiveness through speed
and higher quality

Becoming an icon of strong
performance

신윤철 부장(Department Chief Shin Yoon-cheol)

김칠호 부장(Department Chief Kim Chil-ho)

적자이던 테고공장, 이제는 당당한 주역으로

From deficit-posting factory

영광스러운 상, 최고 팀의 영예를 이어가다

“OK” instead of “No”

테고공장은 10여 년 전 설립되어 5~6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3~4년

to industry leader

우리는 내수시장 침체와 수입 PB의 도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수

Every month we reward employees for their

동안은 월 1억~2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성과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TEGO film is used in mold for construc-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는 PB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했고

outstanding performance and efforts to

하지만 세계의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고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면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tion. In July 2014, when we were expecting

올해는 생산 기술의 고도화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덕분에 올해도 약 5% 이상의 제조 원가

prevent accidents and massive fires. As they

모색했습니다.

an increase in orders on the construction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제품 품질 경쟁력은 이미 타사와 비교가 되지

gain more confidence in their abilities, their

테고필름은 건설에 사용되는 거푸집에 들어갑니다. 중동의 건설 흐름이 좋아지면서 주문

boom in the Middle East, we launched a

않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대내외적인 시장 여건 완화와 맞물리면서 수입 PB에도 충분히

work performance keeps improving. We also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이던 지난 2014년 7월, 제조 경쟁력 확보 TFT가 발족했습니다.

taskforce team for securing manufacturing

맞설 수 있는 경쟁력으로 더 큰 성과를 떨쳐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ncourage employees to earn technical

3~4개월에 걸친 혁신 활동으로 우리는 체질을 개선했다고 말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competitiveness. After three to four months

테고공장의 설비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상의 기계적인

of innovative projects, we were able to

안 된다는 말 대신 ‘OK’, 우리는 해낸다

to their working environment by providing

생산 속도는 충분히 더 나은 생산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를 찾던

achieve significant improvements.

적절한 의욕고취 제도는 우리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탁월한 공정 개선

on-the-job training for a sufficient period of

중 배출가스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고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But the equipment at the TEGO factory

성과를 내거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대형 화재사고 방지 활동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time. Benefits provided by a company are of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원활해지자 생산 속도가 대폭 빨라졌습니다. 연구팀에서

failed to display its abilities to the fullest.

펼친 직원에게는 매달 포상합니다. ‘나도 우수사원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지속적인

no use if employees don’t need them.

이 생산 속도를 기준으로 수용 수치를 계산하고, 수지 역시 이에 맞는 제품으로

We found a problem in the flow of gas

우수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을 장려했고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market always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좋아진 셈입니다.

emissions and addressed it. Once the

신입사원에게는 OJT 기간을 충분히 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무리

results in a vicious cycle. The PB factory

테고공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원료 공장에서 받는 수지의 양이 늘었고 높은 품질과

flow was stabilized, the production speed

좋은 제도라도 호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주었습니다. 새로움에

exists only because we always perceived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테고필름은 상위 제품의 더 나은 품질 확보에 한몫을 하게

became faster. Our research team calcu-

도전해준 직원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the market with a positive mind. Our efforts

됐습니다. 덕분에 동화 전체의 선순환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lated relevant indices based on the faster

시장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PB공장이

always pay off in the form of bigger results.

speed and upgraded resin accordingly.

있기까지는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보려는 태도로의 전환이 가장 큰 역할을

Our employees never think that something

단단하게 뭉쳐 더 높은 성취를 향해

We were able to improve the speed and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 좋은 실적을 보게 되니 플러스 요인은 계속 ‘새로운 알파’가

is impossible. Even past failures cannot stop

테고공장은 10여 명이 근무하는 작은 공장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어려웠던 점보다는

quality at the same time.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 모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them from taking on new challenges. We

단합이 잘되어 좋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생산량이 적어 어려울 때는 서로를 감싸

Thanks to higher productivity at the TEGO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시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 개선을 위해 상상을

exert every possible effort to make our fac-

안아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늘어난 지금은 제 역할을

factory, the amount of resin received from

초월하는 모든 시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tory better.

하고 있다는 성취감에 더욱 분위기가 좋습니다.

the materials factory increased. What’s

2016년의 시장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We have an upbeat view of the market in

테고공장은 전 세계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선제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more, the quality of TEGO film improved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2017년, 2018년에도 최고의 실적을 매년 갱신하기 위해

2016. But we strive to look further ahead.

지금과 같은 경쟁력이 앞으로도 이어져 동화의 테고공장이 세계 No.1이라는 말을 들을

while its price declined, which resulted in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자분들과 우리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We will work hard to achieve even better

수 있도록 저희 테고공장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tronger competitiveness.

드립니다.

results in 2017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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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and help new employees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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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vs 한국일보

푸른 그라운드에서 마음을 나누다
Sharing Our Souls in a Green Field
2016년 4월 16일 봄비가 내리는 오후, 인천 월미공원축구경기장에서 대성목재 축구 동호회 회원과

DONGWHA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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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자단의 친선 축구 시합이 열렸다. 친선 경기는 한국일보의 2016년 한국기자협회 축구대
회 연습과 동화그룹 관계사 친목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는 1경기 25분으로 치러졌으며, 대성목재와 한국일보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대한제분 축
구 동호회도 참가해 리그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를 떠나 참가한 세 팀 모두 열정적으로 경기
에 임했고,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Inside
Event

열기를 느낀 시간이었다.

On a rainy day on April 16, 2016 members of Daesung Wood’s soccer club held
a goodwill match with a team of Hankookilbo reporters at the Wolmi Park Soccer
Stadium in Incheon. The purpose of the game was to help the Hankookilbo team
prepare for the Korea Journalists Association Soccer Competition and to boost
camaraderie among Dongwha Group employees. Each game lasted 25 minutes.
The competition was held in the form of a league, with the soccer club of Daehan
Flour Mills also participating. Despite the rainy weather, the game was held
in a heated atmosphere, with all three teams doing their best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match.

포스터에 담긴 핵심 가치
Core Values in Poster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으로 전문가 되기

03
March

“글로벌 역량을 쌓아야 한다”, “글로벌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왔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글로벌 역량’이 궁금하다. 그래서 3월의

2016년을 이끌고 있는 동화의 핵심 가치 포스터는 5가지의 핵심 가치 중 ‘인재중시’에 집중하고
있다. 동화의 ‘인재’란 열린 마음으로 끝없이 자기를 혁신해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
를 만들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6년의 포스터는 바로 이런 관점에
서 ‘혁신’과 ‘글로벌 역량’을 다루었으며, 책을 통한 ‘자기학습’을 메시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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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 너는 과연 무엇이냐?

핵심 가치 포스터는 ‘과연 글로벌 역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역량은?’이라는 의문에 집중했다. 글로벌 역량의 의미를 기준으로
‘과연 나는 지금?’이라는 고민을 함께한 것이다.

The core value poster of Dongwha in 2016 is about valuing people. The essential
qualities of a Dongwha member is self-innovation through continuous pursuit of
knowledge, strong work results and the ability to generate corporate value. The
January poster represents “innovation” and “global capacity.”

What is ‘global capacity’?
We often hear about the importance of building global capacity. We have even become accustomed to the phrase.
But what exactly does it mean? The March poster poses the

Inside
Cultur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global capacity?” and “What is

02
February

my capacity?”
협업·협력(Collaboration)은 혁신의 원천
경영혁신 페스티벌과 함께한 2월에는 많은 제안과 우
수 과제 속에서 ‘혁신을 만든 힘’을 다시 생각했다. 상
호 관련이 없을 줄 알았던 산업들이 서로 결합되고 그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며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
해진 여러 혁신 사례들. ‘다름’이 결합하고 그 속에서
‘협력’이 일어났으며 이로써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Collaboration is the source of

04
April

나를 이끄는 독서 습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영

innovation

향력 있는 리더들은 대부분 책벌레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리더

In February, the month when the Innovation

(Leader)는 리더(Reader)다.’ 나를 이끄는 독서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Festival is held, Dongwha members pon-

위해 동화가 나섰다! 마음껏 신간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북러닝 코너가 새

dered ‘the power to innovate’ by generat-

롭게 단장해 오픈했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성장 공간인 여의도 1층 원창

ing ideas and carrying out tasks. There are

홀에서는 매달 저자와의 만남이 열린다.

countless examples of how different industries
can collaborate and create something new.

Reading for self-growth

By combining differences, we build collabo-

There is a saying, ‘Leader is the Reader.’ To encourage more

ration and pave the way for innovation.

Dongwha members to read, the book reading section has
been renovated. What’s more, Dongwha members will be
able to meet with book writers in person on the first floor of the
Yeouido headquarters at Wonchang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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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QIP&COP 대회

머복 사업장 보물찾기 체험

2015 QIP&COP Convention
의 모든 이들은 대회 우승 팀에게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동화 말레이시아 머복 사업장 가족들은 2016년 2월 20일, Majlis Perbandaran Sungai Petani,

으로 거둔 성과와 품질 향상 그리고 그들이 기업에 보낸 헌

Kedah(MPSPK), Koperasi Sahabat Amanah Kedah Berhad(PEMBELA)에서 주최한 ‘2016 Kedah

신에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발견 The Lembah Bujang 보물찾기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번 이벤트는 Kuala Muda와 Yan 지역 주변
에 위치한 매력적인 관광 장소를 탐사하며 말레이 반도의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인 Lembah B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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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moting and inculcating the culture of

지역의 역사를 알아본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보물찾기 체험은 Jerai Hill, Masjid Lama Pengkalan

continuous improvement in our company,

Kakap, Pusat Arkeologi Lembah Bujang, Kuala Titi Semeling, Tanjung Dawai, Guar Cempedak

15 Quality Improvement Teams (QIP) and 5

외 여러 지역에서 열렸다. 보물찾기뿐 아니라 축구, 하키, 롤러블레이드 등 체험 활동도 다양했는데, 동화

Community of Practice Teams (COP) were set

머복 직원들로 구성된 Go Green, Smile Green, Boleh Boleh 3팀도 참석했다.

동화 말레이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정착과 발전을

up in 3 plants and MFB in 2015 to address major

동화 머복의 3팀을 포함, 도합 200여 명이 62대의 차량으로 참가한 이번 행사는 오전 8시 30분, MPSPK

위해, 2015년의 주요 품질 이슈를 고심하고 비용 절감에 성

quality issues and to bring cost savings. QIP &

사무실 앞에서 시작해 오후 2시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이벤트로 동화 머복 직원들은 팀워크를 다

공한 3개 공장과 MFB 라인에서 품질 개선을 실현한 15개

COP Convention 2015 was held on the 20th Jan

지는 방법을 비롯해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는지를 배우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

팀, 5개의 실천공동체 팀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2016년

2015 at Merbok Conference Room where the

다. 또 이벤트 중 방문했던 역사적인 지역을 동화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1월 20일, 머복 사업장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됐으며, 대회에

teams participated in competition by presenting

참가한 팀들은 각 부문장(본부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their projects to a panel of judges which were

을 대상으로 팀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화 말레이시아

made up of our Head of Departments.

Dongwha Merbok has joined The Lembah Bujang Treasure Hunt - Discover Kedah
2016 activity on 20 Feb 2016. Organized by Majlis Perbandaran Sungai Petani,
Kedah (MPSPK) and Koperasi Sahabat Amanah Kedah Berhad (PEMBELA), this
event aimed to share history of Lembah Bujang being oldest civilization in the Malay

머복 사업장 ERT 팀 활동

peninsular whilst exploring the culture and beauty of Kedah tourist attraction spot

Activity of Merbok ERT Team

such as Jerai Hill, Masjid Lama Pengkalan Kakap, Pusat Arkeologi

located around Kuala Muda and Yan. The route of this treasure hunts
Lembah Bujang, Kuala Titi Semeling, Tanjung Dawai, Guar

는 인원들이기 때문이다. 또 팀원들은 주변 해변과 모스크

Cempedak and many more.

를 청소하며 특별한 사회 활동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Aside from treasure hunt activities, games and activities such
as football, hockey, rollerblade, sepak raga tuju and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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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was a month full of activities for Merbok

others also being lined up.

ERT team. Starting with Fire Prevention System

Dongwha Merbok has sent 3teams(Go Green, Smile

course followed by first aider refresher course,

Green, Boleh Boleh) to join this treasure hunt where total

the focus is for emergency personnel to upgrade

62 cars of 200 members started their journey from starting

their member’s skill in basic emergency. This

point in front of MPSPK office at 8.30 a.m and finished at

2016년 1월은 머복 사업장 ERT 팀의 활동으로 꽉 찬 달이었

refresher session are very important to the team

2.00 p.m.

다. 화재 예방 시스템 수업에 이어 응급처치 요원 과정으로

as they are the one to respond when emergency

Through this program, Dongwha Merbok members gain

시작한 일련의 활동은 기초적인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팀

occurs and act immediately and effectively

memorable experience and learn on how to have a good

개개인의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during emergencies. Also, the members of the

teamwork to find answer based on clue given as well

응급요원 훈련은 해당 팀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응급

team spend their time doing community service

as exposing Dongwha members to the selected local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며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하

by cleaning beach and mosque nearby.

historica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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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
2016년 04월 26일 화요일

감사패를 받고 있는 김홍진 대표(왼쪽)

대성목재, ‘명문장수기업’ 선정
26일 열린 ‘국세청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성목재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성목재를 대표해 김홍진 대표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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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ppy
Organization
Building
Its Future Together

행복한 조직, 함께 가는 미래
유난히 바쁜 하루입니다. 언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숨 한번 크게 쉬며 기지개를 켜는 순간 어깨 위로 따뜻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커피 잔을 흔들며 눈짓하는 동료의 해사한 미소. 일순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일이 고될 때는 서로를 북돋고 성과를 올리면 함께 기뻐합니다. 내 일과 네 일이 아닌
‘우리 일’을 협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비전을 공유하는 동료가
있어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같이’의 참뜻이 살아 있는 곳, 이곳은 동화그룹입니다.

It’s a busy day. Time seems to fly. The moment I stretch my body in my chair,
someone touches my shoulder. It’s one of my coworkers who has
brought coffee for me. He winks and smiles at me. It makes me feel as if
my fatigue is gone. When times get rough at work, we encourage each other
and share our joys. We grow hand in hand to achieve our common goals.
Thanks to my coworkers who share the same vision with me, I can have a
productive day and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morrow to my workplace,
Dongwha, where the genuine meaning of ‘togetherness’ never fades.

동화인, 탐구생활 ❶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사원, 동화기업 기획마케팅팀 조은정 사원,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염기일 기술대리

붓끝에 담은 3인의 진심
캘리그래피에 도전하기 위해 모인 세 사람. 비록 완벽하게 잘 쓰진 못해도 캘리그래피는 정감 어린 마음을 담기에 충분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세 사람의 마음에는 진심과 정성이 가득했다.

캘리그래피
체험

Lee Jung-chul & Cho Eun-jeong & Yeom Gi-il of Dongwha Enterprise
Calligraphy is a perfect art for expressing one’s true feelings regardless of how good the person is at writing
with a brush. Writing each letter with extra care, these three people focused solely on their inner soul.

Expressing True Feelings through

Calligraphy

두근두근 캘리그래피와의 첫 만남
어둠이 아스라이 내린 저녁, 이정철 사원, 조은정 사원, 염기일 기술
대리는 이산글씨학교에 들어서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벽에 붙은
캘리그래피(Calligraphy) 작품들을 감상했다. 화선지 위 글자들이 마
치 말이라도 걸어올 듯 생생하다.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글자가 없었
다. 글자체도, 느낌도, 분위기도 모두 달랐다. 이정철 사원이 감탄사
를 연발하자, 나머지 두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커뮤니케
이션팀에서 근무하는 이정철 사원은 업무상 회사에서 진행하는 홍
보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 캘리그래피도 자주 봐왔다. 그래서 꼭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캘리그래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으로 영화 포스터, 책
표지, 광고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먹과 붓 또는 펜을 이
용해 글씨를 쓴다는 점에서 서예와 비슷하지만 도구의 느낌, 글씨
체, 쓰는 이의 개성 등에 따라 무궁무진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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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와는 다른 자유로운 글씨 디자인이다. 강사에게 간단히 캘리그
래피에 대한 기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실습에 들어갔다. 자리에 놓
인 종이와 붓펜을 바라보는 세 사람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
졌다. 수업은 가장 기초 단계인 선긋기부터 시작했다.
“종이에 굵은 선, 가는 선, 물결선 등을 그리면서 펜의 움직임을 느껴
보세요. 먹물이 많으면 부드럽게 선을 그을 수 있지만, 먹물이 적을
때 선을 강하게 그으면 갈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선을 많이 연습
하면 여러 형태의 글씨로 응용할 수 있지요.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
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평소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는 염기일 기술대리
는 “앗!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라며 멋쩍게 웃었다. 고등학교 3학
년인 딸에게 캘리그래피를 배운다고 얘기해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
에서 비롯되는 은근한 부담감이 있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심
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종이와 펜에 집중했다. 어느 정도 펜의 감각을
익히고 난 후에는 ‘당근주스’, ‘봄날’, ‘어둠’, ‘침묵’ 등의 낱말을 써봤
다. 글자 크기, 각도, 굵기 등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되는 캘리
그래피로 획의 굵기, 빠져나간 정도, 먹의 농담을 변형시켜 같은 글
자지만 다른 느낌의 글자들을 무수히 만들어냈다.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염기일 기술대리

동화기업
기획마케팅팀
조은정 사원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사원

손끝으로 완성한 세상 단 하나의 글씨

잡았을 때보다 글자들이 훨씬 매끈했다.

“봄날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스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죠? 침

“조용히 글씨에 집중하니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염기일

묵과 어둠은요? 봄날과는 전혀 다르죠? 캘리그래피는 단어에서 연

기술대리가 캘리그래피를 직접 해본 소감을 말하자 이정철 사원도

상되는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성을 담는

“글씨에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았다”며 맞장구를 쳤다. 두 시간이 넘는

글씨라고 합니다.”

몰입의 시간이 끝나고 이들이 쓴 문장은 멋진 드라이플라워 장식이

강사가 시범을 보이자마자 ‘와~’ 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봄날이라는

더해진 액자로 완성됐다. 오롯이 진심이 녹아든 자신만의 손글씨를

글자에서는 금방이라도 예쁜 봄꽃들이 피어날 것 같았다. 펜이 종이

액자에 담은 이들, 돌아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은은한 묵향이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드디어 세 사

번지는 것 같았다.

람도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조은정 사원은 “팀 동료가 캘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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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걸 볼 때는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다”며

Calming one’s mind by focusing on writing

조용히 웃었다. 온 정성을 손끝에 모아 글자를 써나가는 그녀의 모습

The calligraphy class consisted of practicing to write

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with a brush and writing a message to the loved ones.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각자 쓰고 싶은 문장을 써보기로 했다. 염기일

Yeom Gi-il wrote a message to his wife and children.

기술대리는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종이에 정성스럽게

Lee Jung-chul wrote the phrase, “The wind is blowing.

써 내려갔다. 신중한 표정으로 글자를 써나가던 이정철 사원은 ‘바람

I like you.” Cho Eun-jeong wrote, “Let’s not get used

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문구를 쓰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조은

to things and forget their preciousness.” The three

정 사원은 몇 번 연습한 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문

put their beautiful writings in picture frames. It was an

구를 차분히 적었다. 계속 연습한 덕분인지 세 사람 모두 처음 펜을

unforgettable experience to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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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 탐구생활 ❷

동화기업 S&OP팀 노하얀 대리, 동화인터내셔널 무역2팀 한혁 대리,
동화기업 경영전략실 원창팀(총무) 김준수 사원, 대성목재 보드BU 시설지원팀 최대한 사원

Noh Hayan & Kim Jun-su of Dongwha Enterprise and Han Hyuk of Dongwha
International and Choi Dae-han of Board BU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한 송이 두 송이 정성스레 꽃을 보듬는 즐거움.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쾌감에 동화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동화인들이 플로리스트 체험을 한 그 시간 속으로.

Beautiful People
플로리스트
체험

빛깔에 반하다, 향기에 취하다
홍대 중심가를 지나 고요한 음악이 운치 있게 흐르는 길, 곳곳에 작
고 아담한 가게들이 들어선 상수동 골목 어귀에 자그마한 꽃 가게가
하나 보인다. 낭만적인 기운이 가득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
간, 곱게 피어난 꽃들이 동화인들을 맞이한다. 줄지어 있는 꽃들의

Four Dongwha members tried their
hand at floral arrangement. It was
an eye-opening and enjoyable
experience for them that made them
smile happily.

고운 빛깔에 한 번 반하고, 새뜻한 향기에 두 번 반한 동화인들.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을 두리번거린다. 오늘 노하얀 대리, 한
혁 대리, 김준수 사원, 최대한 사원이 먼 길을 달려온 건 플로리스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다.
꽃다발보다 쉽고 실용성까지 겸비한 꽃바구니를 만들기로 했는데,
다양한 꽃 종류만큼이나 동화인들이 꽃바구니를 만들고 싶은 이유
도 다채롭다. 플로리스트로 일하다 결혼한 뒤 아이를 돌보느라 지
친 아내에게 선물하려 한다는 한혁 대리야말로 동화의 진정한 사랑
꾼. 백화점 문화센터나 일일 클래스로 꽃꽂이를 섭렵했다는 숨은 실
력자 노하얀 대리는 잘 배워서 결혼하는 동기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고운 외모만큼이나 착한 마음씨가 돋보이는 그녀의 활약이 기대되
는 대목이다. 운동을 즐기는 활달한 성격의 김준수 사원은 잘 배워
서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할 생각을 하니 벌써 뿌듯함이 밀려온단다.
최대한 사원은 그간 인천에서 일하며 소홀해졌던 여자 친구에게 깜
짝 선물을 할 예정이라고. 동화인들은 저마다 소중한 이들을 떠올리
며 온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동화기업 S&OP팀 노하얀 대리, 대성목재 보드BU 시설지원팀 최대한 사원,
동화인터내셔널 무역2팀 한혁 대리, 동화기업 경영전략실 원창팀(총무) 김준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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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개성이 한데 어우러지다
네 개의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니 분위기가 한결 화사해
진다. 행복한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해줄 꽃바구니를 직접 만들었
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없이 뿌듯하다. 꽃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마다
짧은 감상이 머릿속을 스친다. 한혁 대리는 아내가 꽃을 꽂을 때마다
왜 고민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단다. 노하얀 대리는 연신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내심 기분이 좋은 표정이다. 한바
탕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최대한 사원이 “신입사원 입문교
육에서 나무에 대해 배웠던 게 생각난다”며 말문을 연다. 이야기인즉
꽃을 직접 잘라보니 어떤 꽃은 물관이 줄기 안에 같이 있고, 또 어떤
꽃은 바깥쪽에 따로 있더라는 것. “역시 공대생”이라는 선배들의 애
정 어린 야유가 이어진다. 김준수 사원은 “저마다 개성이 다른 꽃이
어우러지는 게 마음에 든다”며 재도전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연한 색과 진한 색 꽃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꽃바구니가 완성되

한혁 대리의
러브레터

듯 저마다의 개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회사 아니던가. 각자
개성을 십분 발휘하면서도 조화로움을 잃지 않는 동화인 4인의 모습

사랑하는 이에게 건넬 꽃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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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들 앞에 플로럴 폼이 깔린 바구니와 꽃, 가위 등이 놓여 있다. 먼저
꽃줄기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 꽂기 좋게 만든 뒤, 꽃 중 꽃송이가 가
장 큰 꽃인 수국을 집어 든다. 꽃은 큰 꽃에서 작은 꽃 순으로 꽂아야
한다는 강사의 조언이 이어지니 자신도 모르게 손길이 조심스러워
진다. 그렇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매한가지인 모양. 사방에
서 질문이 쏟아지는데, 특히 최대한 사원은 “이 부분이 너무 높은가
요?”, “이렇게 꽂아도 되나요?”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세심한 도시
남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수국에 이어 녹색 유칼립투스와 섬담쟁이

Flower baskets for precious people
Each of the four Dongwha members applied for the
floral arrangement experience for different reasons. But
they all wanted to make something beautiful for their
loved ones to convey their feelings to them. The flower
baskets that they made on that day were presented to
their families, friends and lovers.

로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를 잡아줄 차례.
“전체적인 형태가 바구니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꽂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둥글게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며 다듬어주세요.”
이어 소담한 장미까지 꽂으니 비어 있던 꽃바구니가 제법 그럴싸하
게 형태를 갖춰간다.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꽃을 꽂는 선후배들 모습
을 보며 한혁 대리가 “알파고와 대결하는 이세돌 같다”라는 농담으
로 분위기를 띄운다. 한혁 대리 건너편에 앉은 김준수 사원이 꽃잎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동안, 노하얀 대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꽃을 다
듬어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노란색 미모사
와 조팝나무로 장식을 마무리할 시간, 드디어 매력적인 네 개의 꽃바
구니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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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공장 조한우 기술사원 가족
Family of technician Cho Han-u of PB Factory

A stroll in a winding tea field made the entire family feel refreshed. The tea field in
Boseong looked ever more mysterious and picturesque because of the spring rain.

싱그러운 차밭 따라 봄맞이 가는 길

그림 같은 차밭과 마주하다

Enjoying Spring in Lush Tea Field

을 한참동안 바라봤다. 봄비가 자연의 생명력을 싱그럽게 돋워주고 있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삶의 여유를 누리지

굽이도는 차밭을 따라 걷다 보니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봄비까지 내리던 날,
보성의 차밭은 싱그러움과 신비로움이 감돌았다. 조한우 기술사원 가족의 발길을 따라 이어지는

올해 고등학생이 된 현상이와 중학교 3학년이 된 민상이가 곁에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끝없이 펼쳐졌다.

아내 인숙 씨는 중 1, 중 2 시기를 잘 넘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형제가 대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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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신혜

봄기운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더욱이 보성 아니던가. 가족은 초록 카펫이 깔린 듯한 풍경에 매료돼 차밭

못한 것 같아 신청한 이번 여행이 조한우 기술사원에게는 가족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

보성의 대표 녹차 농원인 ‘대한다원’에 도착한 가족은 녹차 잎이 뿜어내는 건강한 기운을 느끼며 전망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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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민상이는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많죠. 연년생이라 종종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하고

Encountering happiness in
a green field

또 사내아이들이라서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둘 다 서로 살뜰히 챙겨요.”

On a rainy spring day Cho

“현상이는 무뚝뚝해 보여도 맏이답게 든든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에

Han-u and his family took a trip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는 시간
조한우 기술사원은 아이들에게 늘 친구 같은 편안한 아빠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먹은 만큼 잘하지 못한 것 같아 가슴 한편에는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다.
“아내도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스물둘, 저는 스물셋이었으니까요. 젊은
가장으로서 회사 생활에 전념하다 보니 가정은 아내 몫이 됐죠. 두 아이 키우면서 고생
이 많았어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내는 옛 기억이 떠오르는지 방그레 웃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터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아온 시절, 연년생 개구쟁이 때문에 정신없던 나날들이 주

to Boseong. They first stopped
by a famous green tea farm
where they enjoyed the invigorating scent of green tea leaves.
As they were strolling in the tea
field and cedar woods, it began
to pour again. The family decided to rest their feet until the rain
stops in a nearby cafe. It was a

마등처럼 흘러갔다. 차밭을 둘러보고 삼나무길을 걸으면서 추억에 빠져들 무렵 잠시 멈

nice opportunity for the family

췄던 비가 후드득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녹차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민상

members to catch up and make

이의 제안에 가족은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n e w m e m o r i e s. C h o H a n-u

“앞으로도 지금처럼 무탈하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아내와

hopes that his loved ones will

아이들을 위해 더 힘이 되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always be healthy and that he

봄비가 꽃망울을 적시며 봄을 재촉하던 그날, 조한우 기술사원 가족은 활짝 핀 이야기

can become a good husband

꽃으로 이미 따스한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and father.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맞벌이를 해 바쁘게 살아온 조한우 기술사원과 아내 인숙 씨.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의 시간이 푸른 녹차밭처럼 싱그럽게 빛났다.

대한다원 산책 가이드
보성의 수많은 녹차 농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 CF와 드라마 그리
고 사진으로 유명해진 녹차밭이 계단처럼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다.
농원으로 들어서는 메타세쿼이아길과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한다원쉼터가 마음의 여유를 더한다.
대한다원쉼터 대한다원 방문객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하
는 공간. 차를 마시며 녹차밭 전경과 삼나무 숲을 눈으로 즐겨보자.
1층에는 기념품 매장이 있어 녹차 제품과 다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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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원 관람 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20분 소요 매표소 ▶삼나무숲 ▶광장 ▶중앙 계단 ▶중앙 전망
대 ▶벚꽃길 ▶대한다원쉼터▶삼나무숲 ▶매표소
30분 소요 매표소 ▶삼나무숲 ▶광장 ▶벚꽃길 ▶중앙 전망대
▶ 폭포 ▶ 팔각정 ▶대한다원쉼터 ▶삼나무숲 ▶매표소
40분 소요 매표소 ▶삼나무숲 ▶광장 ▶ 중앙 계단 ▶ 중앙 전
망대 ▶ 편백나무 산책로▶팔각정▶대한다원쉼터 ▶삼나무숲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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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팀 김기태 차장 가족
Family of Deputy Chief Kim Ki-tae of
Product Development Team

단란한 우리,
정겨운 시간
Strengthening
Family Ties
2016년 달력은 이미 3월, 새봄을 알렸지만 상품개발팀
김기태 차장 가족이 충남 태안을 찾은 날은 꽃샘추위를 넘어
거센 비바람까지 몰아쳤다. 사나운 날씨도 막지 못했던 이들의
반가운 여행이 시작된다.

일러스트 이신혜

궂은 날씨라도 함께여서 괜찮아!
고요한 일상에 어김없이 반복되는 기적이 있다면 계절의 변화일 것이다.
다시 돌아온 봄 앞에 겨울은 쉬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춥고 시린 초봄
이었지만 그동안 바쁜 나날을 보내던 김기태 차장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주말에도 전화 업무가 많은 편이라 제대로 쉬지 못하죠. 가족 여행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 때 가까운 곳으로 슬쩍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
어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큰아들 유찬이는 열두 살,
작은아들 민찬이는 아홉 살이 되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게 좋
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김기태 차장 가족은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다. 충남 태안의 신두

It was already March, but when the family of Deputy Chief Kim Ki-tae visited
Taean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weather was not just chilly, it was
stormy. Nonetheless, even the inclement weather was unable to ruin the family trip.

리 사구와 천리포수목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목적지로 향하면서 가족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곧 비라
도 흩뿌릴 모양인지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은 사나웠다. ‘우리 가족 1박
2일 여행,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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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비바람에 오랜만의 가족 여행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네 식구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로 꼽히는 신두리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세찬 비가 가족

Sweet memories of
a happy family trip

앞을 가로막았다. 김기태 차장은 물론 아내 유선희 씨, 두 아들 유찬이와 민찬이 모

The only time Deputy Chief Kim Ki-tae

두 우산을 단단히 붙잡고 신두리 사구를 돌아봐야 했다. 사구센터 지하에 아이들

took his family on a trip was during his

이 모래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곳에서 탁본 체험, 동물 발자국 찍어보기 체험

summer vacation. He chose Taean on

우리들의 달콤한 시간

등을 하며 잠깐 언 몸을 녹였다. 결혼 전 만화를 그렸던 유선희 씨가 모래 위 샌드
아트를 펼쳐 보이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냥 신기한 듯 바라보며 즐거
워했다.
여행하기 어려운 날씨 탓에 천리포수목원을 둘러보는 일정은 다음 날로 미루고 일
찌감치 숙소에 여장을 풀기로 했다. 숙소는 천리포수목원 안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
은 한옥이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운치 있게 펼쳐진다. 기분 좋게 데워 놓은 구들
방 온도에 이내 적응한 아이들은 근사한 숙소에 기뻐한다. 평소 가족끼리 있을 땐
재잘재잘 수다스럽다는 형 유찬이는 멋쩍은 웃음으로 대신했지만 동생 민찬이는 “

the west coast of Korea, where they
visited coastal sand dunes in Sinduri
and the Cheollipo Arboretum. Despite
a difficult ride in the windy weather,
the family toured coastal dunes and
participated in a hands-on indoor
program to satisfy the children’s
curiosity. The scenic view of the Yellow
Sea seen from the traditional-style

비가 와서 싫지만 한옥에 오니까 아주 좋아요”라며 만족했다.

guest house made

김기태 차장은 “아이들이 씩씩하고 밝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the family’s stay

여행은 자주 다니지 못하지만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축구, 야구 등 운동을 곧잘 즐

in Taean ever

기는 이유다. 엄마 유선희 씨는 “아이들이 넓게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

more special.

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들은 그렇게 네 식구만의 오붓한 공간에서 저마다의 꿈을
간직한 채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그날의 추억은 언제까지고 행복한 가족의 길잡이
가 돼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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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
천리포수목원
한국 최초의 민간 수목원으로 1970년에 설립됐다.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과 생태교육관, 목련원, 낭새섬, 침엽수원 등 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물을 적절히 배치·관리한다.
목련류,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류, 무궁화 등 1만 5,890여 종을 보유
하고 있다. 따뜻한 봄날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고즈넉한 여유를 만끽
하기에 그만이다.

천리포해수욕장
만리포를 지나 동쪽으로 3㎞ 지점에 위치한 천리포해수욕장은 아늑
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풍경이 매력적인 장소. 해변에서 바로 앞에 보
이는 닭섬은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육지에 붙어 있는 산을
뭍닭섬이라 하고 바다에 위치한 섬을 섬닭섬이라 부르고 있다. 그중
섬닭섬은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저녁 일
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사계절 내내 많은 이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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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달린다

Wedding Customs Around the World

4國 4色 결혼 풍경
봄바람을 타고 청첩장이 속속 도착하는 계절. 요즘은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의 개성이 더해져
분위기가 각양각색이다. 해외의 결혼 풍경은 어떨까? 나라별 다채로운 결혼식 풍경을 살펴보자.

Spring is the season of weddings. Wedding ceremonies these days are held in very unique
ways. Here’s how people in other countries celebrate their weddings.

결혼식 전 신랑 가족과 친척들은 여러 개의 쟁반에

약혼을 먼저 하고 1~2년 후 결혼식을 치른다. 약혼식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신부는 자신들의 약혼 사실

호주 여성들의 로망은 6월의 신부다. 사실 ‘6월(June)’

선물(빈랑나무 열매, 구장나무 잎 등)을 담아 신부 집에 보낸다.

에서 신랑과 신부는 반지를 교환한 후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선

을 지역 신문에 싣는다. 또 결혼식 집행인을 찾아 결혼 허가증을 신

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신인 ‘주노(Juno)’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시

쟁반의 숫자는 홀수로 준비하고, 붉은색 천으로 감싸 젊은 남성이

물을 하는데, 이는 신부에 대한 책임이 신랑에게 넘어간다는 뜻과

청한다. 결혼식 날 신부는 친구들과 키친 이브닝(Kitchen Evening)

기에 결혼하면 잘 산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 결혼식에는 ‘웨딩 셀레

운반해야 한다. 결혼식은 신부 집 조상 위패 앞에서 신부 측 부모와

감사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또 신랑은 신부에게 혼수를 준비할

을 열어 주방용품 등을 선물 받는다. 신랑은 친구들과 결혼식 전날

브런트’라 불리는 정부 공인 주례사가 필요한데, 주례사와 면담 후

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행해지며, 다음으로 신랑 집 조상 위패를 두

비용을 보내고, 결혼식에서도 지참금인 ‘미스 가윈’을 신부에게 지

마지막 자유의 밤을 축하하는 ‘스태그 나이트(Stag Night)’ 파티를

혼인 예식 통지서를 작성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데 법적 하자가

고 신랑 집 부모와 가족을 하객으로 모셔놓고 진행한다. ‘민사위’라

불한다. 결혼식 날 신부는 혼례와 관련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

연다. 결혼식은 정부 관리가 주도하며, 결혼식에서 결혼 등록이 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 주례사가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랑, 신부, 증인

고 해 예비 신랑이 신부 집에서 얼마간 함께 살며 교육을 받는 풍습

지 암송하는 테스트를 치른다. 테스트를 통과한 신부와 신랑이 결

루어진다. 결혼식에는 신랑을 돕는 베스트 맨(Best Man)과 신부를

의 서명을 받은 결혼 증명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면 비로소 법적으

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부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혼 증명서에 서명하면 하객들은 ‘버르산딩’이라는 결혼 축하 행사

돕는 친구들인 브라이드 메이드(Bridesmaid)가 함께한다. 결혼식

로 부부가 되는 것. 피로연 음식 비용은 신부 측이, 음료 비용은 신

이를 ‘사위가 되는 기간’이라 한다.

를 연다. 신랑, 신부의 손바닥에는 꽃가루를, 어깨 위에는 쌀을 뿌리

당일만큼은 귀족처럼 대우해주려는 배려다. 결혼식은 단출하지만

랑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용 부담이 커져

는데 이는 평생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다.

축하 파티가 여러 날 이어진다.

양측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한다.

New Zealand | Wedding ceremonies hosted
by government officials

Australia | June as best month for tying the
knot

The bride and the groom must post a wedding announcement in a local newspaper and obtain a permit
to tie the knot. The wedding ceremony is hosted by a
government official and the marriage is officially registered right at the ceremony.

Many Australian women dream of getting married in
June, because according to a popular belief, couples
who tie the knot in June live happily ever after. The
wedding ceremony is hosted by a certified marriage
officiant.

Vietnam | Preparations to become a groom
The groom must also receive training at the bride’s
hous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rior to the wedding,
but nowadays this procedure has been simplified by
allowing the groom to frequently visit the bride’s house
instead of staying there for day.

(*말레이시아 말레이계 결혼 문화)

Malaysia | The groom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bride
After exchanging rings at the engagement ceremony,
the groom presents the bride’s parents with gifts symbolizing his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bride. He also gives money and a dowry to the bride so
that she can buy items for their newlywed home.
(*Explaining about the malays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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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승진자 교육 현장 Training for Promoted Employees

업무 역량과
새로운 활력을 더한 1박 2일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과거에는 인재를 Cost로 여겼지만 현재는
Resource로 정의하면서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강사의 말
에 승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하는 낱말 길이에 따라 조별 점
수를 받는 수업 방식에 맞춰 재치 있게 긴 답을 준비한 승진자들은 즐
기듯 교육에 참여했다. 승진자들은 조직과 나의 비전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첫째 날 수업을 정리했다.
대리·사원 교육 시간에는 자기 이해에 기초한 계획과 목표 세우

2016 승진자 교육이 3월 17일에서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됐다.
사원에서 차장까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직무 역량 향상과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DONGWHA
Run &
Learn

On March 17-18 Dongwha provided a training session for promoted employees at
Dongwha Culture Village. The session targeted employees of various ranks up to the
rank of vice chief and was aimed at bolstering their capabilities and leadership skills.

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전 강의는 C.A.R.E(Congruence,
Alignment, Relationship, Energy)를 키워드로 본인의 재능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색색의 펜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동사로 적어 강의실 벽에 붙이며 자신의 재능을 새삼 발견했으며 미
래의 목표까지 적어 벽면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폴카를
추듯 동그랗게 서서 짝꿍을 바꿔가며 적은 내용을 공유하고 격려와
위로의 뜻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Learning 1
일체감으로 하나 된 시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다

차장·과장 교육은 목표 설정과 적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

한편 교육과 함께 승진자들을 축하하는 만찬도 진행됐다. 만남의 기

승진자 40여 명은 3월 17일 첫째 날 아침 8시경 동화컬처빌

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동화와 타사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

쁨으로 웃음꽃이 피는 저녁 시간, 허기를 채웠을 즈음 한국레크리에

리지에 당도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승진의

을 소개하고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자각하는

이션협회 소속 웃음 치료 강사인 임정택 실장이 등장해 짧고 굵은 파

의미와 본인의 자세를 점검하는 승진자 Mind-Set까지 마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겼다. 벽에 붙은 윌리엄 폴라드

티를 열었다.

치자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차장·과장’,

의 격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악기로 다른 부분을 연주하

먼저 간단한 가위바위보 심리 게임과 칭찬왕 뽑기로 어색함을 풀었

‘대리·사원’으로 분반해 콘퍼런스룸 두 곳에서 진행됐다.

곤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악보로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

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칭찬왕 뽑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심을

첫째 날은 ‘직무 역량’ 교육으로 김용진 강사와 정영식 강사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처럼 조직의 이름으로 키우는

담아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직원들이 속속 등장해 훈훈한 분위기가

가 이끌어주었고, 2일 차에는 리더십 교육이 이어졌다.

경쟁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강조했다. 오후 수업은

연출되기도 했다.
처음의 서먹함도 잠시. 모두가 하나 돼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며
긴 시간 이어졌던 교육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낸 모습이었다. 임정택
실장의 능숙한 진행에 맞춰 열기를 더해간 만찬은 축하와 응원의 건

about a professional experience development
program an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
value and professionalism of one’s work. At the
afternoon session an intensive program was
provided.
T h e t r a i n i n g f o r l o w-r a n k p a r t i c i p a n t s
began with goal-setting based on selfunderstanding. The lecture consisted of such
key words as “congruence,” “alignment,”
“relationship” and “energy,” or C.A.R.E. In the
morning each of the participants wrote down
their three talents and attached their posters on
the wall.

배로 절정을 맞았다. 얼결에 앞자리에 불려 나온 사우 이름을 모든 승
진자가 환호성과 함께 외치자 큰 소리로 건배사 선창이 터져 나왔다.
“동화를 위하여!” 나이와 직급을 떠나 동화의 이름 아래 동료로 함께
한 밤은 그렇게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깊어갔다.

Reconfirming our values
After a brief orientation, they reconfirmed their
determination and pondered the meaning of their
promotions. The training session was provided at two
venues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ranks. On the
first day, they listened to lectures on how to improve
their work skills by Kim Yong-jin and Chung Youngshik. The training session for high-ranking participants
began with learning how to set goals. They learned

Fun time together
On the first day a special dinner was organized
for the participants. After dinner, a laughter
therapy instructor from the Korea Recreation
Association hosted a brief yet exciting party.
The participants played psychology games and
broke the ice by choosing “the king of praise.”
Many heart-moving stories were told as the
participants commended their coworkers. In
no time, everyone was enjoying the party and
playing games. The exciting party ended with
congratulations, words of encouragement and
loud toasts, with everyone enjoying themselves
regardless of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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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Interview

홍경애(ERP팀 차장 승진자) Hong Kyoung-ae, ERP Team

“성숙한 기업문화 속에서 실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김현(보드영업1팀 과장 승진자) Kim Hyun, 1st Board Sales Team

2000년에 입사해 현재까지 동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원이던 시절만 해

“자신 있게 전국 영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도 국내 사업 위주였던 동화가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동화의 시스

2012년 경력자로 입사해 소재에 새롭게 눈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 시행과 시공,

템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많이 앞선 편이었죠. 목재 업계 최초로 SAP를 도입하기도 했

소재를 두루 겪다 보니 일반인에게 생소한 보드영업 B2C에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

고요.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인프라 시스템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저

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의 영업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회사를 생각하며 활약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팀에도 여사원이 늘었지만 이전에는 IT 업무 특성상 제가 홍일점이었습니
다. 막내 생활도 2011년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한 명의 동화인으로 공평하게 바라봐줬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사원부터 시작해 차장이 된 첫 여직원이
라고 들었는데 동화의 기업문화가 변화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요? 어쩌면 저를 롤모델로 삼을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감히 조언하자면,
성과는 노력한 만큼 돌아오니 업무를 두려워하거나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본인 소신대로 일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유지혜(재무회계팀 대리 승진자) Yoo Ji-hye, Finance & Accounting Team

“I will improve my skills in a mature corporate culture”

“전문성으로 회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Ever since I joined Dongwha in 2000, I have been working in the IT

만 3년가량 근무했고 지금의 회계감사 업무에 투입된 건 1년 전입니다. 선배들께 많이

division. My team has many female members now, but in the past I was the

배운 만큼 이제는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only woman on my team because the IT sector was dominated by men. But I

회계뿐만 아니라 세법 등도 배우고 싶습니다. 동기 전원이 승진했는데 모두에게 축하

never once felt pressure because everyone treated me fairly as a member of

인사를 전합니다. 이들과 함께 초심을 되새기려 합니다.

the Dongwha family. I heard that I am the first female employee at Dongwha
to climb up the corporate ladder from the entry level and all the way to the
position as deputy chief. I think it was possible because Dongwha’s corporate
culture keeps maturing and changing. There may be other female employees
who think of me as a role model. If you allow me to give them some advice,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more efforts you exert, the bigger the result. So don’t
be afraid of what others think about you and act as you believe is right.

이태영(화학영업팀 대리 승진자) Lee Tae-young, Chemical Sales Team

“영업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던 저는 동화 입사를 계기로 B2B 영업의 한 획을 그어보자는 비
전을 갖게 됐습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업의 보람은
이호욱(품질관리팀 과장 승진자) Lee Ho-wook, Quality Assurance Team

커집니다. ‘차려진 밥상에서 성과를 얻는 사람이 아닌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능력 레벨업에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품질을 관리하는 강화마루는 밟고, 앉고, 눕는 자리입니다. 늘 사람과 닿는 제품인
만큼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을 넘어
품질도, 역량도 제일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판단과 결단력으로 업
무 실행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I will upgrade my work skills”
Laminate flooring is where people walk, sit and lie down. It is always in
close contact with people. That’s why the importance of its quality cannot
be overstated. I promise to apply even more effort to making sure that our
products not only sell well but also have outstanding quality and performance.

양진화(회계세무팀 사원 승진자) Yang Jin-hwa, Accounting Team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사의 손익과 직결된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할 일이 많은 부서인데 늘 협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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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신입 생산관리자로서
생산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화그룹 생산관리자 교육

동화의 생산人, 베테랑으로 거듭나다

윽!!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이는 동화 생산관리자의 목
표이기도 하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신입 생산관리자 입문 과정과 생산전문가 과정 교육이다.

일러스트 이우식

People who study or possess profound knowledge in a certain area are called “experts.” The goal
of Dongwha’s production managers is to become genuine experts in their areas of expertise. The
first step to realizing their goal is receiving training for novice and experienced production managers.

DONGWHA
Run&
Learn
Learning 2

선배 강사가
알려주어
집중력 쑥쑥~

Ⅰ 2016 동화그룹 신입 생산관리자 입문 과정
동화에 최적화된 생산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목, 신입 생산관리자 입문 과정 교육. 더 높이, 더 멀리

딱딱한 수업보단
함께 즐기는 수업!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들의 힘찬 첫걸음을 따라가본다.

Ⅰ Introduction Course for Novice Production Managers
The introduction course is essential for every novice production manager at
Dongwha. We take a look at how Dongwha’s new production managers made a first step
toward becoming experts.

사내 강사와 함께 전문가로 가는 길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16명의 동화 신입 생산관리자가 ‘신입 생산관리자 입문 과정’에 참여했다. 새로

Learning about manufacturing and paving the way for growth

동화에 몸담게 된 신입 생산관리자들의 빠른 현장 업무 적응과 현업 투입을 위해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이 과정은 68년

On February 18-24 Dongwha provided a training session to 16 new production managers. Aimed
at teaching the new production managers how to quickly adapt to their work environment and start
their duties, the training session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nurturing production experts using
Dongwha’s expertise and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past 68 years.
The new production managers learned eleven essential elements of their work from 15 Dongwha
members who acted as in-house lecturers for the first time in Dongwha’s history. Selected through a
competition, the lecturers not only shared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but also conveyed how
much they cared about their new coworkers. They personally prepared learning materials for the
trainees to educate them not only about their responsibilities but also help them get a well-rounded
understanding of Dongwha’s overall production process. The session was of great help to the new
employees who were trying to adapt to their new workplace.
After the training session, which lasted one week, the trainees said that it helped them better understand Dongwha’s operations and what other teams were doing. They said it would also help them
grow professionally, and expressed gratitude to the in-house lecturers for their efforts and thorough
preparations for sharing their expertise. The training session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new
employees in honing their professional skills. An intensive training course will be provided after the
May training session.

역사를 자랑하는 동화만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동화 생산전문가 과정’의 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입문 과정은 동화의 생산관리자들이 꼭 알아야 할 11가지 필수 과목의 기본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특히 동화 최초 사
내 강사로 거듭난 15명의 동화인들이 처음 강단에 서는 자리이기도 해 더욱 뜻깊었다. 동화 사내 강사들은 동화의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된 ‘사내 강사 양성 과정’에서 선발된 이들로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선배 동화인
으로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업은 사내 강사들이 직접 준비한 교재와 교안, 실습 자재들로 보다 알차게 진행됐다. 이 시간은 단순히 신입 생산관리자
업무 학습이 아닌 동화의 생산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신입 생산관리자들이 동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
이 되었다.
일주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제 직무 외에도 생산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타 부서와의 연관 관계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 강사분들이 이번
교육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더욱 성실하게 강
의를 경청하게 됐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신입 생산관리자들이 생산전문가로 거듭나는 데 튼튼한 뿌리가 돼준 신입 생산관리자 입문 과정. 3월과 5월에 이어서 진행
한 심화 교육인 생산전문가 과정까지 한 뼘 더 성장할 그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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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raining Course for Experienced Production Managers
The training course for experienced production managers that was held on March 22-23 was aimed at
exchanging information among Dongwha experts and discussing the latest technological trends and
how they can be applied in their workplace.

Ⅱ 2016 동화그룹 생산전문가 과정
신입 생산관리자 입문 과정 교육이 생산관리자로서 시작을 배우는 자리였다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생산전문가
과정 교육은 동화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트렌드를 살피며 이를 근무 현장 특성에 맞춰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
고민한 자리였다. 그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현장을 만나보자.

최고 기술 공유 위해 부활한 교육

Training for sharing best technologies

사내 강사와 함께 업무 역량을 높이다

Bolstering work capabilities

업계를 선도하는 동화그룹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기

This year technological expert training is to
be provided twice. The first training session dealt with technologies for applying raw
materials and board adhesives and processing surface materials. The trainees also
discussed changes in the Labor Law, field
leadership, S&OP management strategies and
prime cost management.
The session included lectures by in-house
and external experts. Their lectures dealt indepth with the understanding of worksites and
were based on respect for each department’s
duties.

먼저 원재료 특성 응용기술 강의에서 동화그룹 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First, the trainees learn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lumber and its application as
the foundation of Dongwha Group’s business operations. The lecture on the application of board adhesives and the processing
of surface materials provided by Kwack Inyoung and Lee Won-no was followed by a
heated debate. The lecture on changes in the
Labor Law and field leadership was provided
by Director Choi Jang-wun. Lee Ho-cheol’s
lecture on S&OP management strategies
dealt with how Dongwha should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S&OP in the fall of 2016.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동화그룹의 생산전문가 과정 교육이 부
활했다.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교육이라 동화인들
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
이번 교육은 3월과 5월 총 두 번 열리는 교육 과정 중 1차수로 원재료 특성 응용
기술, 보드접착제 응용기술, 표면재 가공 응용기술, 노동법 환경 변화 및 현장
리더십, S&OP 운영 전략, 원가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내부 전문가 강의와 외부 전문가 강의로 구분됐는데 내부 전문가
는 본부장을 대상으로 추천받은 현장 생산전문가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동료
가 강사로 나서기 때문에 강의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존중
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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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특성과 응용에 대해 알아보고 곽인영 과장과 이원노 과장이 수업한 보
드접착제 응용기술과 표면재 가공 응용기술 강의에서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함
으로써 사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노동법 환경 변화 및 현장 리더
십 강의에서는 최장운 이사가 강사로 나섰는데 업무 현장에서의 관계와 개인
적인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서로 보듬는 시간이었다.
한편 이호철 팀장과 함께한 S&OP 운영 전략 강의는 S&OP의 가을 도입을 목
표로 하고 있는 만큼 S&OP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
서 준비되었다.
이튿날 교육은 원가와 이익에 대한 강의였는데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닌 가
치를 창조하는 동화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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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입문과정 기초·심화 교육 Introductory & Intensive Courses for Salespeople

영업 꿈나무들, 소통의 맛을 알아가다

영업입문과정 심화 교육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업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Discovering the Power of Communication
대졸 신입사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에서 발로 뛰던 이들이 영업입문과정 교육에 참석한 것이다.
기초, 심화 총 2회로 나눠 진행된 교육에서 이들은 진정한 영업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DONGWHA
Run &
Learn

Dongwha’s entry-level employees, fresh from college, received training for novice salespeople. The session consisted of introductory and intensive levels, and was aimed at boosting the new employees’ pride in their work.

They shared their expertise and knowledge regarding work duties and products, and taught the
participants how develop the right mindset as salespeople and set their strategies.

Learning 3

동화 내부 소통과 영업 소통 모두 진심을 담자
4월 5~6일에는 1년 차 영업입문과정 심화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첫날은 직무와 직접 연계된 관리회계, 시장 정보 수집,
동화 디자인의 이해 교육과 세일즈 화법에 관한 공통 교육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에는 보드 분야와 건장재 분야로 나눠
대리점 관리 교육, 영업 전략 수립 및 경쟁 상품 분석 시간을 가졌다.
특히 외부 강사로 엔학고레 소통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를 초빙해 진행한 세일즈 화법 시간에는 딱딱한 분위기를 벗고 소
통의 방법과 의미에 대해 되돌아봤다. 정경호 대표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상대를 향해 웃어주고 서로 장점을 발견해 칭찬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호감이 얼마나 의미가 큰지 직접 경험하게 했다. 시장 정보 수집 교육
에는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황창환 교수가 영업 전략과 컨설팅, B2B 영업에 대해 강의했다.
이틀간의 교육을 끝마친 기획마케팅팀 이혜주 사원은 “1년간 현업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면서 더욱 알찬 시간이 됐어요.
현장을 아는 지원 부서로서 동기들과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며 교육의 의미를 곱씹었다. 이제 1년 차를
지나 2년 차로 본격 활약하게 될 이들은 새싹의 태를 벗고 무럭무럭 자라나 동화의 기둥이 될 것이다.

Sincerity in communication - at work and in business
On April 5-6 a training session was provided to salespeople with one year of experience. On the
first day the trainees learned about accounting, market surveys, Dongwha’s product designs and
영업인으로서 배움의 첫발

eloquence. On the second day, the session was divided into two parts - boards and construction

지난해 12월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3월 21~23일 영업입문과정 기초 교육에 참여했다. 동화기업 영업

materials. The trainees learned how to manage partner stores, devise strategies and analyze rival

전문가인 사내 강사들이 전해주는 실전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신입사원들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다.

products. A special lecture was given by Enacore CEO Chung Kyung-ho, who taught the trainees

각자가 맡게 될 업무와 제품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영업 마인드에서부터 영업직 사원으로서의 비전 수립까지 영업 업무

how to communicate with clients. The participants were split into pairs to learn the importance of

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고, 동시에 선배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하며 진정한 ‘동화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the “likeability” factor by smiling at each other and discovering each other’s advantages. Konkuk
University Professor Hwang Chang-hwan gave a lecture on business strategies, consul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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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 in sales

B2B. After the session, Lee Hey-ju from the Planning Marketing Team said that it was a rewarding

New employees who joined Dongwha in December last year received training in sales on March

opportunity to share her expertise accumulated over the past year and that she wanted to be of

21-23. The session was taught by Dongwha Enterprise’s sales experts and in-house lecturers.

help to her co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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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Quiz
Dongwha Group Magazine

동화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
Dongwha”!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먹고 자랍니다. 체험 이벤트, 의견 공유, 가족 여행 등
참여형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 <그린동화>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Green Dongwha” always welcomes its readers’ participation, encouragement and
advice. We have prepared many stories about hands-on programs, opinions and
family trips. We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동화인의 의견이 <그린동화>를 알차게 합니다.
사보를 보신 후 흥미롭게 읽은 기사,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보완하
면 좋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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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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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공장 조한우 기술사원 가족이 다녀온 곳으
로 드넓은 차밭이 매력적인 이 지역의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the place with a tea
field that Cho Han-u from PB Factory
visited?
ⓐ 전남 보성 Boseong, South Jeolla Province
ⓑ 경북 경주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 충남 태안 Tae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 경남 마산 Ma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2. 창립 68주년을 맞이해 4월 1일 인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What is the name of the event that
was held on April 1 to mark the 68th
anniversary of Dongwha founding?
ⓐ 동화기업 제68주년 창립기념식
Ceremony marking 68 th anniversary
ⓑ 동화 베트남 제2MDF 공장 기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for Dongwha
Vietnam’s 2nd MDF factory
ⓒ 2016년 경영혁신 페스티발
2016 Innovation Festival
ⓓ 제455회 한국일보 거북이마라톤
455th Hankookilbo Slow Marathon

지난호 퀴즈 당첨자

이지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백정원 인천 서구 당하동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이순철 인천 중구 답동

전영조 전북 군산시 옥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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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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해외 거점을
지속 발굴 중인 동화그룹을 만나러 갑니다!
Dongwha Group, Continuing to Unearth Overseas Bases
through Challenge and Innovation!

VOL.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