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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달린다
세계의 몸짓언어

다양한 개성과 잠재력을 지닌 동화인들. 저마다의 색깔로
동화를 물들이며 ‘글로벌 동화’의 오늘을 이루고 내일을 개
척해나가는 중입니다. 도전과 혁신을 앞세워 보다 높은 성
과를 향해 질주하는 동화인들의 손에 우리 동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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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화,
영어로 통(通)하다!
Global Dongwha
Communicates in English!
DONGWHA
Leading
Topic

글로벌 동화의 기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6월 열린광장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예선을 통해 5명의 본선 진출자를 뽑고
두 주에 걸쳐 4회 점검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가자들은 동화의
역량, 문화, 핵심 가치를 주제로 열띤 발표를 펼쳤다. 일러스트 김수민
To enhance Dongwha’s status as a global corporation,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was held as the June Agora event.
Five contenders made into the final round. After two weeks of
training they made heated presentations on Dongwha’s
capability, corporate culture and core values.

Topic 1

안녕하세요, 동화인 여러분!
글로벌 동화인의 역량을 엿보는 시간,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일이면 일, 영어면 영어, 발표면 발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팔방미인 동화인을 만나러
출~발!

글로벌 직능 향상을 위한 축제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9회를 맞았다. 영어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지향해, 발표자는 물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5월 한 달간 예선을 거쳐 5명
의 본선 진출자를 선정했고, 6월 7~8일 1차·2차 개인 코칭과 리허설을 거쳐 마침내 6월 17일 본 행사가 열렸다.
6월 14일 오후, 본선을 앞두고 발표를 최종 점검하는 날 발표자들은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1:1 개인 코칭 레슨
에 돌입했다. Capability, Culture, Core Value of Dongwha라는 큰 주제 안에서 PPT 자료를 준비한 발표
자들은 그간 세부 주제에 맞춰 조금씩 내용을 보완해왔다. 코칭에 나선 임선옥 강사는 화면에 띄운 PPT 페이
지와 미리 준비한 영문 스크립트, 발표자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꼼꼼히 첨삭에 들어갔다.

Enhancing global professional skills
This year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marked its ninth anniversary. After a qualifying round in May, five contenders were chosen to compete in the final round. After two
coaching sessions on June 7-8 and 13-14, they finally competed for the title of the best
of the best on June 17. On June 14 the contenders made final checkups ahead of the
competition. During one-on-one coaching sessions, each lasting 30-40 minutes, they
prepared presentations on Dongwha’s capability, corporate culture and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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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개인 코칭 레슨에 집중하고 있는
동화인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살짝 구경해볼까요?

Open Your Mind, Spread Your Talent!
6월 17일 오후 3시 “6월 열린광장과 제9회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라고 외치는 사회자
의 개회 선언에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Open Your Mind, Spread Your Talent’란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의 1부 순서는 열린광장 시상식이었다. 각종 시상이 끝나고 2부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시작됐다. 첫 번째 발표자는 특판영업팀 박태후 사원이었다. ‘English Speaking Phobia’를 주제로
영어 울렁증 극복기를 들려준 그는 1년간 호주에서 살았던 당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쉬
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라’, ‘콩글리시도 좋다. 자신 있게 말하라’, ‘몇 가지에만 유의해도 발음이 좋아

ing his fear of speaking English while living in Australia for one year. He said he
learned three lessons at the time: use easy words and sentences, do not be afraid
of using “Konglish” and be confident, and improve your pronunciation easily by
keeping in mind several points.
The second presenter was Na Woong-jae from the Spec-in Team. He presented on
“How to Achieve Dongwha’s Vision with Staff.” It was about the kind of attitude that
Dongwha Enterprise employees must develop and how they should act to harmonize the company’s growth with employees’ personal growth.

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아프리칸 잉글리시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며 누군가가 영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Yes, I can”이라 답하라고 제안했다.

열정을 더해가는 발표, 열기를 더해준 응원

두 번째 발표자 스펙인팀 나웅재 사원은 ‘How to Achieve Dongwha’s Vision with Staffs’를 주제

휴식 시간이 끝난 뒤 인사팀 염수현 사원의 ‘Understanding of Vietnamese Culture’ 발표가 이어졌

로 발표했다. 동화기업과 임직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 양식을 전제한 그는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

다. 염수현 사원은 베트남의 지형 특징과 식사 예절을 바탕으로 문화 이해 돕기에 나섰다. 베트남은 남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질의 시간에는 우선으로 꼽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는 ‘행

북으로 긴 국토 때문에 기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호찌민과 하노이의 음식과

복’을 꼽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발전하는 게 행복하다”면서 “지금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라

의복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하며 주의를 환기했다.

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표자는 경영진단팀 박상현 과장으로 ‘Idea for English Practicing to Dongwha’가 주제
였다. 영어를 배우기는 어렵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더 어렵기만 할 뿐이라고 말한 박상현 과장은 ‘할 수

Open your mind, spread your talent!
The 9th Dongwha English Festival began on June 17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from the audience. Held under the theme “Open Your Mind, Spread Your Talent,”
the festival began with an awarding ceremony. In the second part the English festival kicked off in full gear. The first presenter was Park Tae-hoo from the Special
Sales Team. He greeted the audience, looking nervous, and began his presentation
entitled “English Speaking Phobia.” He spokes about his experience of overcom-

있는 수준으로 말해보라’, ‘본인만의 스타일로 말하라’, ‘일상생활에 영어와 관련된 무언가를 더해보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대회 참가 계기, 동화에서 느낀 감정들을 담담히 발표한 그는 발
표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Be Confident’를 꼽기도 했다.
마지막 무대는 시설지원팀 최대한 사원이 장식했다. ‘Happy New Employee’를 주제로 준비한 그는 시
종일관 행복한 웃음으로 발표에 임했다.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문화 체험 사진을 프레젠테
이션에 활용한 최대한 사원은 신입사원다운 당찬 모습과 애교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How to Achieve
Dongwha’s Vision
with Staffs

발표자들의 발표가 귀에 쏙쏙!
재치 있는 말솜씨가 더해지니
영어, 어렵지 않아요~

“글로벌화로 거듭나는 동화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I saw Dongwha’s vision of going global”

두근두근,
수상자들이 호명됐습니다.
모두들 축하합니다!

나웅재 (스펙인팀 사원) Na Woong-jae, Spec-in Team
‘글로벌화’라는 기업 비전에 맞춰 직원들은 스스로를 계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키운 역량을 펼
쳐 보이는 자리란 생각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배려로 본선 준비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 강사의 코칭 시간을 마련해줬고, 선배님들께서는 여유 있게 준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상을 받았는데, 쑥스럽습
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Passionate presentations, passionate cheering
After a ten-minute break, Yum Soo-hyun from the Human Resources Team presented on “Understanding of Vietnamese Culture.” She showed Dongwha’s business sites on the global map and stressed that Dongwha members should develop a
global mindset and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s of countries where Dongwha has
a presence. She also told the audience about th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cuisine and table manners, which are different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due to climate differences.
The fourth presenter was Park Sang-hyun from the Business Consulting Team.
His presentation was entitled “Ideas for Practicing English at Dongwha.” He encouraged the audience to speak English as much as they can in daily life in any way
they want but with confidence, because without practicing, learning a language
becomes an even more challenging task. Park also spoke about his participation in
the English festival and the impressions he has received from Dongwha so far.
The final presenter was Choi Dae-han from the Facility Support Team. His presentation was entitled “Happy New Employee.” Choi looked upbeat throughout his
presentation, befitting its title. He also showed the photos of his cultural experience
at Dongwha and charmed the audience with his youthful passion.

박상현 (경영진단팀 과장) Park Sang-hyun,
Business Consulting Team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Overcome your fear of English”
박태후(특판영업팀 사원) Park Tae-hoo, Special Sales Team
저는 2014년에 호주에 다녀오면서 영어 울렁증을

동화기업은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영어를

극복한 경험을 동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의

중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점 때

팁이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습

문에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게 가

니다.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게 많습니다. 자료로 활

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취미 삼

용하기 위해 동영상 편집에 처음 도전해

아 갈고닦은 영어 실력을 선보일 기회라는 점

봤는데 새로운 능력을 쌓는 데 도움

또한 저를 자극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발

이 됐습니다. 조금씩 알차게 채워지

표문에 관한 조언을 들으면서 저를 객관적으

는 발표문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

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픈 부분은 아프게

지 모릅니다. 아울러 팀의 막내를 응원해

받아들이고 수긍했지요. 스스로를 알고 변화하는

주신 모든 팀원에게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드리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 싶습니다.

염수현(인사팀 사원) Yum Soo-hyun,

“성장할 기회를 준 회사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 am grateful to my company and team for
this opportunity to grow”

Human Resources Team

최대한(시설지원팀 사원) Choi Dae-han, Facility Support Team

학창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입니다. 좋아하는 영

전공이 영어 활용과는 동떨어져 영어 PT와 같은 경험을 해볼

어를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다시 학습 의욕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번 대회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

을 불태우게 됐습니다. 대회 참가를 적극 권하

드리게 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공부하

Communicating and having fun in English

고 배려해준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

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팀

The Encouragement Prize went to Yum Soo-hyun and Choi Dae-han, while the
third place was given to Park Tae-hoo. The runner-up was Park Sang-hyun, and
the top prize went to Na Woong-jae.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the winners of the
festival, because they communicated and had fun together in English, making this
event ever more meaningful.

고 싶습니다. 너무 떨려 청심환을 먹고 발

에서 추천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

표에 대비했는데, 마칠 때가 되니 자신

금 당장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를 하고

감이 붙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

있지는 않지만 동화가 해외

해 조금씩 자라는 자신을 느낍

사업을 확장할수록 제게도

니다. 저의 성장이 회사에 보탬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

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으로 자기계발을 게을리하

없겠지요.

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소통하고 함께 웃은 시간
모든 발표가 마무리되고 심사 결과 장려상에 염수현 사원과 최대한 사원, 우수상에 박태후 사원이 호
명됐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박상현 과장이었다. 대상은 나웅재 사원이 영예를 안았다. 영어로 소통하
고 영어로 웃은 날, 동화인 모두 승자였다.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의 참 의미가 완성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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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I realized I still have the potential to grow”

“동화인이라면 참가해볼 만한 뜻깊은 대회입니다”
“A meaningful event for every Dongwha member”

한국일보 창간 62주년 기념식 Ceremony marking 62nd anniversary of The HankookiIbo

새로운 혁신을 위한 힘찬 도약

62nd Anniversary

Strong Leap Toward New Innovation
지난 6월 9일 열린 한국일보 창간 62주년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의 우수한 성과를 돌아보고 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바른길을 걷고자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DONGWHA
Leading
Topic

On June 9 The HankookiIbo celebrated the 62 n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t the
ceremony the business results were announced and awards were given to employees. The participants made a determination to become responsible journalists.

게 창립 기념사를 전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를 위해 열정을 다해준

Sharing Our Vision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승명호 회장은 상생의 리더십과 슬

Founded in 1954, The HankookiIbo celebrated the 62n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on
June 9. The company’s business results were
announced and some of the employees received awards. The Great Journalists Award,
which is given to individuals, went to Lee
Jik from the Editing Department. The Digital
News Department and the Reader Marketing
Division received the High Achievements
Team Award. After the awarding ceremony, a
cake cutting ceremony was held to wish for a
successful year.
In the finale, Chairman Seung Myung-ho
delivered a congratulatory speech. He expressed gratitude to the employees for their
hard work and stressed the role of media
organs as “gatekeepers” that know how to
promote coexistence and overcome crises
wisely. He said that media organs 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roles in tough times
and called on The HankookiIbo to seize the
chance for growth as the very first media organ in Korea. Chairman Seung outlined the
principles for The HankookiIbo to become a
responsible media organ pursuing innovation:
provide high-quality content through digital
innovation based on journalism, and focus
on generating stable revenue sources by
developing new business areas to enhance
the value of journalism. The employees pondered the meaning of the chairman’s speech,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oing
things right, creating new things based on
old examples, and maintaining fairness. They
vowed to join hands to make The Hankookilbo
the top media group in the nation.

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게이트키퍼로서 언론
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환
경일수록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한국일보가 국내 최고의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어 승명호 회장은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일

Topic 2

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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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으로 비전을 공유한 시간

확장 프로세스 재정립 실행을 통한 유가증부 공헌으로

1954년 첫 신문을 발행한 후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한국

한국일보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 ‘High

일보가 지난 6월 9일 창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

Achievements Team Award’를 받았다. 또 우수 지

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인 및 부

국으로 선정된 지국장들에게는 ‘우수 지국 포상’으로 공

서, 지국별로 포상했다. 먼저 개인에게 수여하는 ‘Great

로패와 함께 동화그룹의 해외 사업장을 탐방할 수 있는

Journalists Award’에는 ‘View&’ 면 편집을 포함해 한

기회가 주어졌다. 시상식 이후 2016년 한 해 동안 더욱 발

국일보 지면을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편집국 종합편집부

전하는 한국일보가 되기를 기원하며 떡 케이크를 자르기

이직 차장이 선정됐다. 또한 편집국 디지털뉴스부와 독자

도 했다.

마케팅국은 각각 통합 CMS 도입과 한국일보 닷컴 개편,

마지막으로 승명호 회장이 포상자와 동화그룹 가족들에

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둘째, 신사업 개발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보다 집중해 저널리즘의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
어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하고, 상호 신뢰하며 기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기본을 바로 세우고 혁신의 날을 세운 법
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함)의 자세와 춘추
필법, 정정당당, 불편부당의 사시로 재도약을 강조한 창립 기념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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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창, 지식의 창
Window of Communication and Knowledge

동화 북콘서트
책으로 배우고 책으로 소통한다. 화제의 도서를 저술한 저자의 강연을 직접 듣는 시간,
원창홀 개관과 함께 마련된 ‘동화 북콘서트’ 열기가 뜨겁다.

DONGWHA
Leading
Topic

Dongwha held book concerts in time for the opening of the Wonchang Hall.
The concert featured lectures by book authors.

1st
Topic 3

매개하라

연결의 시대, 매개자가 되라

<포천>이 발표한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지닌

5월 10일, 승명호 회장을 비롯해 원창홀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동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상위에 오른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 스냅

화인이 동화 북콘서트의 시작을 기다린다. 원창홀 개관 후 열리는 첫

챗, 플립카드 등을 살펴보자. 이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문화 행사인 동화 북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의 책과 저자를 강의를 통

연결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다. 유명한 토론

해 만나보는 문화와 지식,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사회자는 직접 토론하지 않고, 유명한 지휘자는 음을 만들지 않는다.

첫 번째 북콘서트는 <매개하라>의 저자 임춘성 연세대학교 정보산

소유의 시대가 지면서 사람들은 집이나 차도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업공학과 교수가 열었다. 그는 ‘소유하지 말고 연결하라’는 큰 주제

있기를 바란다. 세상의 판, 비즈니스의 판이 매개자 중심으로 바뀌고

아래 ‘오늘의 동화, 내일의 동화가 움켜잡아야 할 비즈니스 성공 전

있음을 인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

략’에 대해 강의했다. 임춘성 교수는 우리는 현재 초연결 시대에 살

한 매개자가 되는 비즈니스를 펼쳐야 한다. 존재 중심에서 관계 중심

고 있다며 미래를 이끌 선진국형 산업 모델은 이제 ‘어떻게 잘 연결

으로 시각을 바꿔 세상을 바라보고, 연결하며 통제함으로써 가치를

해내느냐’에 가치를 두는 ‘매개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울 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생산
할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매개될

임춘성 교수

것인가, 매개할 것인가? 이는 우리 동화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Become a go-between in the era
of connection
The first Dongwha Book Concert took place at the
Woncgang Hall on May 10. It was attended by Chairman
Seung Myung-ho and about a hundred Dongwha
employees.
The first book concert was given by Yonsei University
Professor Lim Chun-seong, the author of the book
“Go-Between.” Professor Lim delivered a lecture
entitled, “Don’t Possess, Connect.” It was about
successful business strategies that Dongwha must seize
at the present to build its future. Professor Lim stressed
that we are just a step from the end of the industrial
er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He said that future
advanced industrial models must be found in gobetween industries, which prioritize connection.
The top “unicorn companies” on Fortune’s list, which
are valued at one billion dollars or more and which
include Uber, Xiaomi, Airbnb, Snapchat and Flipkart, are
consolidating their business success not by producing
something but solely by connecting the world. It’s about
time to acknowledge that the world and business are
increasingly centered on go-betweens. To survive in
today’s world, we must base our business on powerful
go-betweens. We must view the world with the focus on
relations rather than on existence, and learn how to grow
values by connecting and controlling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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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인간다움, 예의·겸손·희생으로 말하다

해 볼 줄 알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희생을 인간다움으로 강조하기

6월 14일, 두 번째 북콘서트는 경영철학자 서진영 박사가 책 <하늘을

도 했다. 예절, 겸손, 희생은 인간답게 사는 법이자 조직에서 인정받

품어라>를 통해 ‘논어와 주역 속에서 배우는 잘 사는 삶’에 대해 강

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비법이다. 이와 같은 인성은 한 번으로 그치

연했다. 그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사명 ‘동화(東和)’에 담긴 의미를

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쌓아갈 때 제대로 잘 사는 삶을

동양사상 안에서 해석해 동화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東’은 유학

영위할 수 있으리라.

의 기본 덕목인 ‘인의예지신’ 중 전체를 관장하는 ‘仁’, 즉 어진 기운

한 시간의 북콘서트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며 동화인의 마

을 부르고, ‘和’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조화로움을

음을 움직였다. 또 강연 후에는 추첨을 통해 저자의 사인 도서를 증정

품고 있다고 풀이했다. 각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어질

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동화인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심규종 혁신팀 차

고 조화롭게 뭉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동화’라는 해석에 큰 박수가

장은 “평소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삶의 기본인 인간다움에 대해 다

터져 나왔다.

시 생각해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김영준 메이커팀 대리는

이어 서진영 박사는 인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인 ‘인간답게 사는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다”며 “향후 북

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람과 삶에 대한 태도, 성찰에 대한 이야

콘서트를 통해 사회, 문화, 트렌드 등 다양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으

기를 이어갔다.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인사와 예법의 중요성을 강조

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책과 강연, 구성원들의 소통이 한데

하며 예를 충분히 갖춘 공수 인사, 악수 인사, 명함 인사를 정확히 배

어우러지는 동화 북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화인을 찾아갈

우기도 했다. 더불어 공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겸손, 조금은 손

예정이다.

16

Defining “human” through art,
modesty and sacrifice
At the second book concert on June 14, management
philosophy professor Seo Jin-young gave a lecture on
how to learn to live right from ancient Confucian books
described in his book “Embrace Heaven.” Prior to the
lecture, Professor Seo interpreted Dongwha’s name in
Chinese characters (東和) from the standpoint of Asian
philosophy. Here, “東” means “positive energy, while
“和” means harmony of different elements, each of which
has its unique beauty.
Professor Seo also dealt on how people can live in
the most human way.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etiquette and greetings in daily life, and taught the
audience how to greet people politely verbally, by
shaking hands and by exchanging name cards. H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not taking credit for others’

하늘을 품어라

서진영 박사

contributions, being modest and making sacrifices to
help others, because etiquette, modesty and sacrifice
make people human and help them grow by earning
recognition in their organization. These qualities take
a lifetime to develop but once they are formed, people
can live their lives to the fullest.
The book concerts lasted only one hour, but they sent a
powerful message and moved the hearts of Dongwha
members. After the lectures, lucky drawers received
books with the authors’ autographs. Manager Shim
Kyu-jong said that it w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live as a human. Another Dongwha
member, Maker Team Assistant Manager Kim Youngjun, said that the lectures inspired him to ponder the
future course of his life and that he would like to hear
more lectures about society, culture and the latest trends
at book concer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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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직원 자녀 글로벌 문화탐방
12th Overseas Trip for Employees’ Children

추억이 소나기처럼 쏟아진 여름
Summer Full of Memories
DONGWHA
Leading
Topic

벌써 12회를 맞이한 ‘동화 직원 자녀 글로벌 문화탐방’ 프로그램 ‘아빠! 우리 어디 가?’. 올해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6가족이 베트남에 다녀왔다. 쏟아지는 소나기만큼이나 촘촘한 추억을 쌓은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본다.
This year Dongwha organized the 12th overseas trip for employees’ children on August 8-12.
This time the destination was Vietnam. Here’s more on the Vietnam trip, which was full of happy
memories.

Topic 4

2016 Theme - happiness and safety

2016년 주제는 행복과 안전
‘한여름의 행복’을 주제로 동화인과 동화인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이
래 벌써 12회를 맞이한 ‘동화 직원 자녀 글로벌 문화탐방’ 프로그램.
올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행복과 안전’을 주제로, 행복을 부르는
‘100가지 감사 편지 쓰기’와 소중한 아빠의 ‘안전’을 기원하는 편지·
그림 그리기를 통해 행운의 주인공을 선정했다. 시작부터 특별한 의

The theme of the 12th overseas trip for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was “happiness in
summer,” which emphasized happy memories and
safety. The lucky travelers were selected through a
contest of letters and drawings about “one hundred
things to be thankful for” and “a safe workplace.”

미를 되새길 수 있었기에 이번 여정이 더욱 기대됐다.

Vietnam up close and personal
두근두근 첫 만남! 베트남의 오늘을 보다
아침 일찍 공항에서 처음 만난 동화 가족들. 처음 만났다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금세 가까워진 자녀들의 웃음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
까지 그칠 줄 몰랐다. 수많은 오토바이 사이를 다니며 호찌민 시내를
둘러보고, 메콩강 일대의 생활상을 느꼈다. ‘오늘의 베트남’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두의 두 눈은 아이처럼 반짝였다.

The travelers first gathered at the airport early in the
morning. They bonded in no time. The children’s
laughter could be heard all day. The group toured Ho
Chi Minh City, which was full of motorbikes, and visited
villages along the Mekong River to see how locals live.
Everyone was excited to experience life in Vietnam
firsthand for the first time.

Global Dongwha
in Vietnam

12th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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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이대선 & 이준혁 부자
Lee Dae-seon & Lee Jun-hyuk

동화엠파크 운영기획팀 지훈 & 지현수 부녀
Ji Hoon & Ji Hyun-soo

아빠 어색할 것만 같았던 아들과의 베트남 여행이 어색함 없이 즐

아빠 100가지 감사 글을 쓰는 동안 그리고 여행하

겁고 행복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

는 동안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딸과 둘이 얘기하

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는 시간을 통해 서로 인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

아들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지식을 쌓은 여행이었습니

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추

다. 무엇보다 아빠와의 추억이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이듯 현수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Father I thought that traveling with my son would be

Father When writing a letter about 100 things

awkward, but it turned out to be a fun trip. Thank you for

to be thankful for and when traveling

this opportunity to make precious memories together.

together, we had a few difficult moments,

Son This trip helped me learn about the culture and

but we were also able to accept each

history of Vietnam. Above all, it was an unforgettable trip

other. It was a very precious trip to me, and I

with my Dad.

hope it has become a warm memory for my
daughter as well.

동화기업 건장재3팀 감근주 & 감여정 부녀
Kam Keun-joo & Kam Yeo-jung

베트남, 너는 누구니? 베트남의 과거를 배우다

Learning about Vietnam’s past

우리가 아는 베트남은 어디까지일까? 탐방 3일 차에는 TV와 책으

On day 3 of the trip, the travelers visited Cu
Chi to learn about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Vietnam, which they had only seen on TV
or read about it in books. Cu Chi still bears
numerous traces of the Vietnam War. After
learning about Vietnam’s tragic past, the travelers
felt closer to it.

로만 만났던 베트남의 과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구찌 탐방 시간
이 이어졌다. 베트남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도시 구찌.
가슴 아픈 흔적이었지만 ‘먼 나라, 다른 나라’로만 생각되던 베트남
을 한 걸음 더 가깝게 느낀 시간이었다.

VRG 동화와 함께! 베트남의 미래를 그리다
제2라인 건설로 어느 때보다 활기찬 VRG 동화 사업장을 방문한
자녀와 아빠들. 먼 거리를 이동해 지칠 법도 하건만, 사업장
의 광활한 모습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VRG 동화, 나아가 베트
남의 미래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이후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아빠
와 자녀들은 함께하고 보았던 베
트남을 이야기하며 많은 추
억과 행복을 남겼다.

VRG Dongwha building Vietnam’s future
The travelers were impressed by the scale
and vigor of VRG Dongwha, which appeared
full of energy thanks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production line and the hard work of its
employees. After seeing it with their own eyes,
the travelers could imagine the future of VRG
Dongwha and Vietnam.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kept talking about Vietnam all the way
to the airport.

아빠 아이가 커갈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여
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하는 동안 아이에 대한 소중한 감
정이 돌탑처럼 쌓여갔지요. 같이 간 동료, 아이들과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좋습니다.
딸 베트남의 전통이나 문화, 예술 등을 구경해서 좋았습니다. 또
아빠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공장을 방문했
을 때 처음에는 나무 간 냄새가 코를 자극해서 불편했지만 곧 익
숙해져서 괜찮았습니다. 아빠와도 가까워지고 아빠 일에 대해서
도 더 잘 알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Father I took it for granted that I have less and less
time to spend with my daughter as she
was growing up. But during our trip
my feelings of love for my daughter
became even stronger. We had great
fun with my coworkers and their
children.
Daughter It was a nice opportunity to
learn about Vietnamese culture and art,

대성목재 품질관리팀 권병욱 & 권하은 부녀
Kwon Byung-wook & Kwon Ha-eun
아빠 앞으로 이번 같이 딸과 둘이서 갈 수 있는 여행은 없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여행이었지요. 베트남 현장에서
일하는 동화인의 듬직한 모습도 보고, 여러모로 뜻깊은 여행이었
습니다.
딸 처음으로 아빠랑 같이 베트남에 가서 그 나라의 특이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등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아빠 회사
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Father It was a rare opportunity to travel with my
daughter, which I probably will never have again. That’
s why it was all the more special. We saw how hard the
local Dongwha members work. It was a meaningful trip
indeed.
Daughter It was fun to visit Vietnam with my Dad
for the first time and see its unique cuisine and
culture. It was also exciting to see my Dad’s
company in Vietnam.

as well as about my Dad’s company.
During our visit to a factory, I felt
uncomfortable at first because of the
strong smell, but I got used to it in no
time. This trip made me and my Dad
closer to each other and helped me
learn about his work. Thank you, Dad!

3Nights 5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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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 Small Concert with Storytelling

한여름의 클래식, 감성을 울린 시간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어우러진 클래식 선율이 원창홀을 가득 채웠다. 감성은 충전하고 스트레스는
시원하게 날린 작은 음악회에는 시종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The alluring sounds of the piano, violin and cello resonated through the Wonchang Hall.
The concert provided emotional respite to Dongwha members in the scorching weather.

감성과 소통, 모두 잡다

Enjoying classical music through stories

Emotional appeal and understanding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

On July 21 the 3rd cultural program was held at the

로 클래식 콘서트가 열렸다. 한 달에 한 번 화요일에는 명

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왈츠가 연주됐다. 조울증이 심

사 초청 강연을, 목요일에는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화목한

해 진폭이 큰 드라마틱한 곡을 많이 선보인 차이콥스키는

동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문화 공연을 마련한 자리로 동

슬픔과 우울마저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감동

화인의 기대감이 더욱 높았다.

을 주었다. 다음 곡은 탱고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

오직 동화인만을 위한 작은 콘서트는 클래식 해설가 이지

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이는 아버지의 영전에 바치

혜와 ‘더감(The感)’ 앙상블이 함께했다. 클래식은 어렵고

는 애잔한 곡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작곡가 바트 하워드의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는 만큼 임직원들이 친숙하고 재미

‘Fly me to the moon’의 감미로운 연주와 노래가 이어졌다.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이날 앙코르 공연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승지수 상무가 무

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로 꾸며졌다. 이지혜 해설가는 첫

대에 올라 ‘걱정말아요 그대’를 열창하고, 원창홀에 모인

곡으로 독일 작곡가 베버의 ‘무도에의 권유’를 선보였다.

동화인 모두가 이를 함께 따라 불러 화합의 무대로 마무리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와 왈츠를 출 수 없었던 베버가 춤

되었다. 무더위에 지친 동화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준

대신 아내에게 선물한 곡으로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가 어

한여름의 작은 음악회. 음악을 통해 동화인들이 더욱 가까

우러진 흥겨운 왈츠의 선율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워진 감성 소통 시간이었다.

Wonchang Hall. It was part of the “Happy Dongwha”
program, which consists of monthly lectures provided
on Tuesdays and cultural events held on Thursdays.
The concert, which was staged specifically for
Dongwha members, was hosted by music expert Lee
Ji-hye and the ensemble “The Feelings.” The concert
was held under the theme “All the Love of the World”
to appeal to Dongwha members and defy the stereotype that classical music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boring.
The first composition was Carl Webber’s “Invitation to
the Dance.” The composer wrote this composition for
his wife, because he was unable to dance waltz with
her anymore due to poor health. It is an exciting waltz
performed with the cello, violin and piano.

The next composition presented at the concert
was Peter Tchaikovsky’s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The Russian composer, who had severe
bipolar disorder and wrote many dramatic compositions, stunned the world by turning his depressed feelings into art. The next composition was
“Adios Nonino” by Argentine tango composer Astor
Piazzolla. He dedicated this emotional tango to his
deceased father. The final composition was the mellow and charming “Fly Me to the Moon” by American
composer Bart Howard.
In the curtain call, Executive director Seung Jisoo performed “Don’t Worry, Dear.” The audience
sang along. Thanks to this small concert, Dongwha
members found respite from the sultry weather and
strengthened the bond with their coworkers.

클래식, 이야기로 만나다
7월 21일, 원창홀에서 열린 세 번째 문화 교양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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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VRG Dongwha’s People

VRG 동화의 성장 동력 VRG Dongwha’s growth engines

베트남에서 꽃피운 동화인의 열정
Passion and Technological Prowess of
Dongwha Members Blossoming in Vietnam

Q. VRG 동화의 발전상과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VRG 동화’는 2012년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한 후, 초기 연도에는 매출액 3,500만 달러로 시작해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7,700만 달러, 작년에는 영업이익률 37%를 달성하는 등 최근 2년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베트남에서 최고의 목질 자재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Q. Tell us more about VRG Dongwha’s performance.
The company’s initial sales stood at 35 million U.S. dollars. The next year its sales
doubled to 77 million dollars, and last year it achieved the operating income rate of 37
percent. Over the past two years, VRG Dongwha recorded the best performance since
its founding.

Lighting the Way for Reaching New Goals

Q. VRG 동화 제2라인 완공을 앞두고 현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생산 설비와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계획이며 신규 공급되는 물량의 판매
활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2라인 가동에 대비해 직원들과 함께 VRG 동화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Q. What tasks lie ahead of the completion of the VRG Dongwha 2nd line?

글로벌 사업장으로 향하다 ② Our Global Business Sites ②

Larger production facilities will enable us to hire and train more workers, as well as

새로운 도전의 불을 밝히는 VRG 동화

search for new marketing channels for our new products. We have been devising a

동화그룹 해외 사업장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동화인들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보 <그린동화>는 그 자랑스러
운 현장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지난 호 ‘동화 말레이시아’에 이어 ‘VRG 동화’를 찾았다. 2008년 8월 8일 법인 설립 이후 2012년 MDF 생산 라
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VRG 동화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매출액 1억 달러를 달성했다. 현재 신규 증축 중인 제2라인 완
공을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VRG 동화. 한국 주재원과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힘찬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클로즈업해본다.
Many employees at Dongwha Group’s overseas business sites work hard to produce the best results. In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we take a look at VRG Dongwha. Founded on August 8, 2008, VRG Dongwha launched its
MDF production line in 2012 and has achieved impressive growth ever since. Last year its sales recorded 100 million
U.S. dollars. Currently VRG Dongwha is building the second MDF production line, as its employees, from Korea and
Vietnam, continue to do their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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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lan regarding the new production line.

VRG 동화 이동호 대표
VRG Dongwha CEO Lee

Dong-ho

Q. 향후 VRG 동화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2020 더블 업’ 비전에 발맞춰 VRG 동화 역시 2020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두 배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가 혁신 활동,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VRG 동화가 되겠습니다.

Q. What are VRG Dongwha’s future goals and vision?
We plan to double our sales and operating income by 2020. Above all, we are building
a corporate culture where each individual can work happily and feel a sense of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VRG 동화의 열정!

accomplistment. We will continue to pursue change and grow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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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Vietnam

아시아 최대의 핵심 기지
VRG 동화

두 번째 생산 라인 완공 앞두고 승승장구

Growing fast ahead of comple-

1990년대부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가 정책 위주였던 산업 경제 구조를 보다

tion of second production line

자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베트남. 최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을 정도로 빠

Since opening its market to the world

르게 발전하고 있는 덕분에 MDF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에 자리

in the 1990s, Vietnam has actively

한 동화기업의 MDF 생산 공장 VRG 동화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transformed its industrial and eco-

목질판상재 분야의 World Best를 목표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각
시장에 맞는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화그룹. 그중 단일 공장으로 아시아

VRG 동화 제1라인은 120%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아시아 최장 길이인 47m의 프레스를

nomic structure as one of its key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1월에는 제2라인이 증설돼 연간 18만㎥의 MDF를 추가

state policies. Its economy has been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VRG 동화를 만나본다.

생산하며 VRG 동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growing more than seven percent

일러스트 김원만

Aiming to become the world’s top manufacturer of wood-based
panels, Dongwha Group has established production bases
that meet the needs of customers in various markets including Malaysia, Vietnam and New Zealand. One of them, VRG
Dongwha, has the largest single factory in Asia.

annually. As a result, the demand for
MDFs has also surged in the country, drawing attention to Dongwha
Enterprise’s MDF production factory
VRG Dongwha in Vietnam. Opened in
2012, VRG Dongwha has a production
line boasting 120-percent output and
the longest in Asia press measuring
47 meters. In January 2017 it plans
to complete VRG Dongwha 2nd line
with the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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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돋보기
한국과 닮은 듯 다른 베트남의 추석 풍경

VRG 동화의 얼굴은 오늘도 맑음

모두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동화인

VRG Dongwha Is Always Upbeat

가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돼 VRG 동화의 급격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과 비슷하다. 농사로 바빠 아이들

성장을 이끌고 있다. MDF 생산ㆍ생산관리, 설비, 화학팀으로 구성된 제

을 돌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어른들이 선물로 표현하

베트남에도 한국의 추석처럼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날

베트남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주재원과 현지 직원들로 이루어진 각 부서

이 있다. 음력 8월 15일로 ‘쭝투(Trung Thu)’라고 부르며

는 것이다. 이날 베트남에서는 달이 가장 크고 밝아질

조 부서를 비롯해 영업, 물류, 원자재, 구매, 인사, 총무, 회계, 경영관리팀

때까지 기다린 뒤 둥근 모양의 빵인 ‘바잉쭝투(중국의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

월병과 비슷하게 생긴 베트남식 과자)’를 먹고 아이들은

의 이름으로 뭉친 총 250명의 구성원들이 생산한 MDF 제품은 현재 베트

깡통에 불씨를 집어넣어 쥐불놀이를 하거나 연을 날리

남 내수 시장과 인근 국가로 진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 공휴일은 아니다.

Culture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의 시너지

Synergistic effect of abundant resources and

호찌민에서 북서쪽으로 100㎞가량 이동해 도착한 빈푹성 산업단지.

technologies

이곳에 위치한 VRG 동화 사업장에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와 아름답

Vinh Phuc located about 100 kilometers northwest of Ho

Working toward our common goals

게 정돈된 조경 그리고 밝은 표정의 VRG 동화 가족들을 만날 수 있

Chi Minh is where VRG Dongwha is located. Surrounded

VRG Dongwha’s employees, both Koreans and locals,

었다. 38만 3,471㎡의 널찍한 부지 위에 MDF 공장, 케미컬 수지 공장

by the lush greenery and a beautiful landscape, VRG

cooperate in harmony based on smooth communication,

을 가동하고 있는 VRG 동화는 동화그룹의 우수한 MDF 기술력을 단

Dongwha consists of an MDF factory and a chemical

contributing to the company’s rapid growth. The company’s

기에 안정적으로 이식하며 급격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무나

resin factory occupying an area of 383,471㎡. Thanks

divisions in charge of production, MDF Plant, Prd.

무를 조림하는 베트남 국영기업 VRG와 합작해 원재료를 안정적으

to Dongwha Group’s superb MDF manufacturing

Management, Engineering, Chemical Plant, Sales, Logistics,

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제1라인 공장 뒤편에 위치한 야적장

technologies and VRG’s rubber tree cultivation

Raw Materials, Purchasing, HR, Accounting and Business

을 찾으면 고무나무 원재료가 끝없이 쌓여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 그

technologies, VRG Dongwha has achieved rapid growth.

Management cooperate in unison to generate synergistic

옆으로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제2라인 건설 현장을 볼 수 있는데

The company’s open-air yard located behind the first

effects. The company’s MDF products produced by its 250

VRG 동화의 활기찬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production line is full of piles of rubber tree lumber.

employees have been recognized in Vietnam.

Thanksgiving in Vietnam
Like in Korea, people in Vietnam also celebrate a
full moon holiday by looking at the full moon and
making wishes. It is observed on August 15 by
the lunar calendar, and is called Trung Thu. It is
similar to Children’s Day in Korea. Parents give
presents to children to make up for the time they
could not spend together because of farming. On
this day they wait until the moon becomes full and
eat round moon cakes with the children. They also
play traditional games and fly kites. However, it is
not a public holiday.

Production Department ▶

▲ Production Department
▼ Business Mgt

▼ TFT

▼ Chemical Plant

◀ MDF Plant

▲ HR Team

▲ Raw Material &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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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8만㎥ MDF 생산, 그 원대한 목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VRG 동화 제2라인

Toward Our Goal of Producing 480,000㎥ of MDF Annually!

월 발족되었고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투자허가 승인부

최고 판매량 및 최저 제조 원가 신기록 달성

터 건축인허가 승인, 업체 선정을 위한 비딩 등 베트남 현지 법규에

지난 5월 16일, VRG 동화는 4월 ‘최고 판매량 및 최저 제조

따라 절차를 밟는 데만 걸린 시간이 꼬박 1년. 지난한 사투 끝에 모든

원가’ 신기록 달성을 기념해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이
날 ‘제1라인 차입금 전액 상환’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

제1라인의 성공적인 가동 이후 제2라인 증축을 위한 TFT가 2015년 3

120% 생산성을 기록하는 제1라인

Line 1 with 120 percent output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올해 3월 본격적인 시공이 진행된 VRG

동화의 첫 해외 공장 건설 프로젝트였던 VRG 동화 제1라인. 아시아

VRG Dongwha’s first production line was Dongwha’s

동화 제2라인은 8월 현재 공정률이 40%에 달한다. TFT 구성원들은

최장 길이인 47m 프레스 설비를 도입한 이곳은 현재 연간 생산 능력

first-ever overseas plant construction project. Equipped

제2라인이 점차 완공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30만㎥ 이상의 생산 규모를 달성하며 동화의 아시아 핵심 기지로 발

with a 47-meter press, the longest in Asia, the first

전하고 있다. VRG 동화는 공장이 가동되기 전부터 현지 직원을 채용

production line manufactures more than 300,000㎥ of

VRG Dongwha 2nd line opening new possibilities

해 동화 말레이시아에 파견하는 등 인재풀을 육성했고 교육 프로그

MDFs annually, becoming Dongwha’s key production

A taskforce was set up in March 2015 for the construction.

램도 꾸준하게 운영했다. 현재 MDF 공장은 2.5㎜부터 38㎜까지 모든

base in Asia. VRG Dongwha began training local

It took one full year to go through all the required

품목을 생산할 수 있으며 케미컬 수지 공장 역시 동화의 기술을 빠르

workforce and dispatching workers to Dongwha

procedures, from obtaining investment and construction

게 접목시켜 MDF 각 품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수지를 생산하고 있

Malaysia even before its factory was launched. It also

permits to selecting a construction firm. In March 2016 the

다. 또 5S, My Machine 제도 등 클린 팩토리를 추구하며 깨끗하고 안

operates a number of training programs and currently its

construction of VRG Dongwha 2nd line began as planned.

전한 환경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factory can manufacture MDFs of all sizes.

As of August 2016, about 40 percent of it was complete.

Mini Interview

공장장 김양일 부장 Factory Chief Kim Yang-il

Mini Interview

VRG Dongwha’s Big News!

한 VRG 동화는 이로써 무차입 경영을 실현했다. 그간의 노
고를 서로 치하하며 함께 다과를 즐긴 VRG 동화 구성원들은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자며 힘차게 결의를 다졌다.
Setting Records in Sales Volume and Manufacturing
Costs
On May 16 VRG Dongwha celebrated the achieve
ment of the highest sales volume and the lowest
manufacturing cost in April 2016. The company also
marked the complete repayment of the loan for the
first production line, which made VRG Dongwha
d e b t-f r e e. T h e e m p l o y e e s c o n g r a t u l a t e d o n e
another on the milestones and vowed to produce
even better results in the remainder of the year.

VRG 동화 제2라인 TFT 총괄 신동만 이사 2nd line TFT supervisor Shin Dong-man

“아시아 시장의 첨병 기지로 성장하겠습니다”

“신규 라인이 동화 성장의 견인차가 되길 바랍니다”

VRG 동화 제1라인은 신생 공장임에도 동화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지

박판(6㎜ 이하)과 고밀도 제품에 특화된 VRG 동화 제2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제1라인과 함께 연간 48만㎥의

며 지금까지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VRG 동화가 아시아 시장의 첨병 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

MDF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더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지요. VRG

장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제2라인이 동화 성장의 견인차가 되길 바라며 완공을 위해 TFT 모두가 이곳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Growing in Asia’s leading production base”
VRG Dongwha’s first MDF production line has been able to grow steadily thanks to Dongwha’s
outstanding personnel and technologies and the arduous efforts of local workers. All of us at VRG
Dongwha will strive to make it the leading production base in the Asian market.

“Hoping that the new factory will become Dongwha’s new growth engine”
Once the VRG Dongwha 2nd line designed to manufacture thin plates(under 6㎜) and highdensity products begins operation in earnest, the two line will produce 480,000㎥ of MDFs annually.
This will enable VRG Dongwha to diversify its product portfolio and hopefully secure a new growth engine.

StoryⅢ

VRG 동화 현지 구성원이 추천하는
우리 공장 숨은 명소
VRG Dongwha’s HOT Place

밝은 미소를 머금은 나라
베트남
눈만 마주쳐도 환하게 미소를 짓는 따뜻한 베트남
사람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답게

현지 직원들이 소개하는 베트남 사업장은 어떤 모습일까? 인사팀 티엔 사원, 경영관리팀 융 대리와 함께 VRG 동화를 둘러봤다.
Here’s what the employees of VRG Dongwha think about their workplace and what makes it special.

베트남 사업장 분위기 역시 밝고 활기찼다.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
휘하고 있는 VRG 동화. 취재진은 두 개의 생산 공장
이 VRG 동화의 두 날개가 되어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행복한 그림을 그려봤다. 아시아 최대의
핵심 기지로 급부상하는 VRG 동화의 미래는 오늘처
럼 늘 맑음일 것이다.

인사팀 티엔(Thien) 사원
Thien, HR Team
“소중한 기회를 준 동화, 고마워요
고마워요”
“Thank you, Dongwha, for this
precious opportunity”

경영관리팀 융(Dung) 대리
Dung, Business Management Team
“열정적인 한국 문화가 좋아요”
“I am a fan of dynamic Korean culture”

오래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VRG 동화에서 한국의 좋은 문화를

4년째 경영관리팀에서 일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열정적인 한국 직원들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 for a long time.
It has presented me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learn new things in VRG Dongwha.

I am always moved to see my Korean coworkers
paying keen attention to detail.

티엔’s BEST 3

융’s BEST 2
달려라 달려! ‘축구장’ 퇴근 후 직원들

안전이 최고! ‘오토바이 주차장’ 저를

이 함께 축구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

포함해 많은 직원들이 오토바이로 출

는 곳입니다. 1,200㎡ 규모의 드넓은

퇴근하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중요해

잔디를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요. 이곳은 경비, 보안이 잘돼 있어 분

Soccer time: After work, employees
like to play soccer together.

실할 염려 없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

편안한 보금자리 ‘기숙사’
이곳은 제가 묵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쾌적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머물며 내

어요.
Safety first! Bike parking lot: Because many of our employees
commute by motorbikes, having a parking lot for bikes is a must.
Our parking lot is safely protected, so we don’t need to worry about
losing our bikes.

일을 꿈꾸고 있죠.
G u e s t H o u s e: T h i s i s a g u e s t
house where I can rest comfortably.

열띤 학습 문화 ‘교육 센터’ 프로젝터
가 설치된 우리 회사 교육 센터입니다.
총 150명을 수용하는 이곳에서 인사팀

즐거운 점심시간 ‘식당’ 화요일, 목요일에

티엔 사원이 현지 직원들에게 한국어

는 두 가지 메뉴가 제공돼요. 식사를 하

를 가르치고 있지요.

며 모니터로 한국 방송도 볼 수 있어요.
C a f e t e r i a: O n T u e s d a y s a n d
Thursdays we can choose from
two kinds of lunch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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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a i n i n g C e n t e r: O u r t r a i n i n g
center is equipped with a projector. Thien from the HR Team
teaches Korean to our local staff twice a week at this center.

Vietnam, a country of happy smiles
Vietnamese always respond with smiles when
you look at them. The atmosphere at VRG
Dongwha is always full of vigor, as if reflecting
Vietnam’s rapid economic growth. VRG
Dongwha is where Vietnamese and Korean
cultures coexist based on mutual respect,
which is a foundation of the synergistic effect
produced by its employees. We hope that its
two production lines will act as wings that will
make VRG Dongwha fly high in the global arena.
Its future outlook as the leading production
base in Asia will always be bright.

Colorful 동화인,
Wonderful 동화

Colorful Dongwha Members,
Wonderful Dongwha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다채로운 빛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각각의 빛깔이
모여 수십, 수백 가지의 새로운 빛을 창조해내기도 하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 동화그룹 안에서도 이 같은 형형색
색의 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인 당신, 언제나 신중한 당신 그리고 한결같이 긍정적인 당신. 다
양한 너와 내가 만나 동화로 同化되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기 다른 꿈과 이야기를 품은 동화인들이 조화를
이루며 눈부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 나만의 색으로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동료들과 합심해 아름답게 빛나

Red, blue, yellow, green⋯ A combination of different colors creates beautiful harmony. When
dozens of colors get together, they create hundreds of new colors. Unlimited potential! This
kind of colorful magic exists in Dongwha Group as well thanks to its employees, who work with
passion and positive mind to create a harmony. With each of them having their dreams and
stories, they create beautiful synergy by displaying their individual skills to the fullest and collaborating with one another to build a bright future.

는 동화인이 있는 한 우리의 내일은 완벽하게 눈부실 것입니다. 일러스트 하선경

컬러 이야기

일상을 활기차게 물들이는 컬러의 힘
색은 소리 없는 음악과 같아서 가까이만 있어도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 심신의 건강,
크리에이티브한 행동과 성과, 인간관계 등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컬러의 힘. 색이 지닌 에너지로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맞아보자.

The Invigorating Power of Colors
Colors are like silent music that can influence people’s mood and condition. They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emotional wellbeing, creativity, work performance and interpersonal skills.

나에게 활력을 주는 색을 찾아라!

컬러 푸드로 몸에 건강한 색을 입혀라

색을 통해 정서적, 정취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컬러 테라피. 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상은 180도 달라

컬러 푸드(Color Food)는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색에 따라 효능을 달리하는 자연식품이다. 레드, 오

진다. 다양한 색깔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심신의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키워보자.

렌지, 옐로, 그린, 퍼플, 블랙, 화이트 등의 컬러 푸드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자신감을 키워주는 Red 빨간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음주와 흡연으로 지친 몸에는

준다. 무기력에 시달릴 때도 강렬한 빨강이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사무실 의자에 빨간색

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노화 예방과 간의 피로 물질을 해소시킨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쿠션을 두는 등 자주 쓰는 소품을 빨간색으로 바꿔보자.

낮추는 효과도 있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그린 푸드는 폐의 노폐물을 배

새로운 자극을 주는

Yellow

Green Food

그린 푸드에는 엽록소가 풍부하다. 엽록소

출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흡연자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다. 그린 푸드의 종류로는 클로렐라,
노란색은 지적인 자극을 주는 색깔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회의할 때

활용하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날에는 노란색 수첩이나 펜을 활용해보자. 노랑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오이, 부추, 완두콩, 쑥갓 등이 있다. 이 중 클로렐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엽록소를 함유한 식물이다.

참신한 생각과 업무 의욕을 자극할 것이다.

신뢰감을 높이는 Blue 파란색은 성실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는 색이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클라이언트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Yellow

Food 옐로 푸드는 베타카로틴과 루

미팅 때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파란색은 맥박을 낮춰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다.

테인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 모세혈관의 벽을 보강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파란색 스탠드 아래서 생각하길 권한다.

가 있다. 옐로 푸드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카레, 바나나, 옥수수, 호박, 레몬, 유자 등이 있다.

기분을 밝게 해주는 Orange 빨간색이 주는 육체적 활동성과 노란색의 정신적 활동성을 내포한 주황색은
기분을 명랑하게 하고 축 처진 마음을 상큼하게 환기시킨다. 방석이나 머그잔 등 주황색 물건을 하나쯤 곁에 두자.

잦은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는 White

Food 호흡기 질환은 현대인에게 흔한 질병이다. 계

업무에 지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주황색을 보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절과 관계없이 감기를 달고 살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다면 화이트 푸드를 가까이하
자. 감기는 물론 각종 호흡기 질환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화이트 푸드는 대부분 햇빛을 받지 못해 광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Green

교감신경계 이완과 진정에 효과가 있는 초록색은 몸과 마음이

합성을 하지 않는 뿌리채소가 많고 독특한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양파, 버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 책상에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면 평화로운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단,

섯, 마늘, 배, 무, 더덕,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흰색 작두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는 특유의 매운맛

연한 초록색은 효과가 없으니 진한 색을 활용하자.

대화에 도움을 주는

Turquoise

에 소염 작용이 있어 기관지 질환에 효과적이다.
청록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집중력을 안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상사, 부하 직원, 동료 등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청록색이 있는 공간에서 시도해보라. 내면으로 향하는 주의력을 키워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Healthy Colors for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Colors affect the body and instill it with positive energy. Red
stimulates the emotions with its
intensity and boosts confidence.
Yellow provides intellectual stimulation, while green has a calming effect. By wearing clothes and
using items of the right colors, we
can reinvigorate our lives. Foods
of certain colors can also help
improve health. Green foods rich
in chlorophyll, such as chlorella
and broccoli, help relieve fatigue
caused by drinking and smoking.
Yellow foods such as bananas
and corn, which are rich in beta
carotene and lutein, help boost
the immune system. By using
the right colors for the right purposes, we can boost our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Talk about

동화인 X COLOR

허준
건장재1팀 사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무채색처럼 느껴진다면 나에게 힘을 주는 컬러와 소품을 곁에 두는 것은 어떨까? 네 명의 동화인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책상 위 아이템을 소개했다. 저마다 특별한 색깔로 동화를 물들이고 있는 4人 4色 이야기 속으로.
If you want to add some color to the grayness of everyday life, using items of certain colors can be
quite helpful. Four Dongwha members introduced items that they always keep on their desks to
receive energy and inspiration.
강민구

피규어

상품개발팀 사원

희망의

“아기자기한 아이템을 눈에 담으면
기분도 전환되고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연둣빛으로 물든 신입사원

연두색 액자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허준
사원의 얼굴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입
사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며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다. 수료식 때 배지를 받으며
‘이젠 진짜 동화의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박종민

생각에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

조직개발팀 과장

생하다.

레드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빨간색 만년필, 하늘색 머그컵, 노란 돌고래 인형

비타민

이 눈에 확 띄는 강민구 사원의 책상. 파티션, 노트

“여자 친구가 선물로 준 비타민은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완소 아이템!”

북, 프린터 등의 무채색 사무기기에서 눈을 돌려
각양각색 소품들을 보면 활력을 얻을 수 있어 다양
한 컬러의 아이템을 활용하는 편이다.

옐로

그린 의 편안함을 닮은 남자

나의 크리에이티브는

지난 6월에 입사한 박종민 과장의 책상

에는 밝은색 옐로 피규어가 많다. 그중 스티키 몬

한쪽에 자리한 ‘스튜키’ 화분. 입사 전 재

스터는 심플한 형태, 다양한 컬러 배색으로 최근

충전을 위해 여행을 하던 중 그곳에서 만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 정다운 대리에게

난 사람들에게 이직 축하 선물로 받은 것

신선한 크리에이티브를 선사한다.

Colors for recharging energy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는 정다운 대리의 책상 위

이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스튜
키처럼 새로운 회사에 잘 적응해야겠다

만년필

는 생각으로 화분을 챙겨 왔다.

스튜키 화분
“직사광선에 강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스튜키의 적응력과 강인함으로 파이팅!”

정다운
디자인전략팀 대리

“빨간색 만년필은 저만의
필수품이에요. 프로젝트
진행의 ‘전(前), 중(中), 후(後)’에
따라 컬러를 바꿔 필기하면
프로세스가 한눈에 들어와
업무 파악에 자신감이 붙죠.”

Park Jong-min, who joined Dongwha in June 2016, has
a Sansevieria stuckyi flowerpot on his desk because
Sansevieria stuckyi is known to have an excellent ability
to adapt to a new environment, while its dark green color
has a calming effect. Chung Da-un from the Design
Strategy Team always keeps yellow figures on her desk.
They serve as a source of creative stimulation and inspiration. Kang Min-ku from the Product Development
Team likes to use a red fountain pen because using
pens of various color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at hand helps him boost his confidence at work.
Heo Jun from the 1st Construction Materials Team has
put a picture of him and his coworkers receiving training together in a yellowish green frame, as the yellowish
green color symbolizes youth and hope.

팀 스토리

동화기업

재무팀

Finance Team of Dongwha Enterprise

뜨거운 열정과 웅숭깊은 신뢰
팀의 놀랄 만한 성과는 구성원 각자의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 동화기업 재무팀의 Value Team Award 수상 역시
그에 따른 결실이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오늘도 그들을 형형색색으로 빛나게 한다.

A team can perform well only when the individual capabilities of each of its members create a
harmony. That is the secret of Dongwha Enterprise’s Finance Team, the winner of the Value Team
Award. Its members continue to do their best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열정의 RED! 언제나 뜨거운

을 들으며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Perfect harmony of passion and trust

지난해 동화기업의 신용 등급을 높이고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팀 성과에 기여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업무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고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확성과 순발력이 필요하지요.”

The Finance Team, which comprises Kim

톡톡히 해낸 재무팀. 이들의 노력은 6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Value

있지요. 업무에 중요한 재무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재경 부문

안전과 신뢰를 업무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하태일 과장의 말처럼 회

Ju-won, Ha Tae-il, Kim Ju-ran, Byun In-jae

Team Award 수상으로 빛을 발했다.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닌 ‘우리’

의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의 자금을 다루는 재무팀 업무는 어떠한 틈도 생겨선 안 된다. 김주

and Oh Jung-ho, work with passion toward

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재무팀의 선봉장 김주원 팀장은 전한다.

많이 배우고 빨리 성장해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자 하는 목표.

란 대리의 생각도 이와 같다. 재무팀은 지원 부서로서 자금을 안전하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팀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서로 경험과 노하우

이는 막내 오정호 사원뿐 아니라 재무팀 모두의 꿈이나 다름없다. 그

게 잘 운영해 수익을 높이고 현업의 영업과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

를 공유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되 목표 지

렇게 그들은 같은 꿈을 마음에 품고 열정을 다한 것이다.

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8년여를 재무팀
팀원으로 근무한 변인재 사원은 여기에 ‘원칙’이라는 키워드를 덧붙

향적인 태도로 돈독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지요.”

their common goal, which is to strengthen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ir company. All
of them work in harmony regardless of their
work experiences, from veterans to entrylevel employees, thanks to rock-solid trust

신뢰의 BLUE! 적재적소의 업무 수행

인다. 모든 일에서 원칙을 지키면 안전성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

자금을 다루는 재무팀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에서 단위 하나, 숫자 하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effect. They are determined to take good

나가 매우 중요하다.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이처럼 다섯 개의 열정과 다섯 개의 신뢰가 모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

care of Dongwha’s finances in the future in

관리하며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하는 일이 주 업무이기에 한 치의

는 재무팀. 앞으로도 금융 환경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관리를

line with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

되지 않은 터라 열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다 철저히 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들의 흔들림 없는 표정에서 재무팀

ment.

“무엇보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선배님들의 조언

“자금 관리는 사전 리스크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무엇보다

의 내일이 오늘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날 것을 확신한다.

팀원 모두 ‘회사의 재무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서일까. 나이도 경력도 다른 그들이지만 열정으로
타오르는 눈빛만큼은 꼭 닮았다. 특히 국내 자금 관리 및 공시를 담
당하고 있는 오정호 사원은 신입사원으로 재무팀 팀원이 된 지 얼마

하태일 과장

that enables them to generate a synergistic

오정호 사원

장
원팀
김주

변인재 사원

김주란 대리

1

여기, 이 사람!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대리
Shin Dong-up of Dongwha Enterprise Communication Team

3

취미의 발전, IT 화폭에 상상력을 담다
여행이나 맛집 탐방, 운동 등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휴식을 취한다.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대리는 한
템포 쉬어가고 싶을 때마다 선을 잇고 색을 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잠깐의 몰입을 통해 짜릿한 성취감과 활기찬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림 그리기의 세계로.
People spend their free time in many different ways - some like to travel or visit famous restaurants, others like to
exercise. Shin Dong-up from the Communication Team of Dongwha Enterprise likes to spend his free time drawing
and painting. This gives him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new energy.

2

Unlimited Imagination
in IT Paintings
마음의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대리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 하지만 그에게는 물감도, 붓도 필
요 없다. 캔버스가 아닌 태블릿 PC 위에, 붓 대신 터치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태블릿 PC는 감압 인식이 되면서 편리한 그림 툴이 많고 휴대성도 좋으니 취미 삼아 그
림을 그리는 데 활용하기 제격이었다.
“저는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그려요. ‘토토’라는 고양이를 길렀을 때는 고양이 그림
을 종종 그렸고, 게임 ‘어비스리움’에 등장하는 고래가 마음에 들자 얼마 뒤 자연스럽게
고래를 그리는 식이죠.”
신동업 대리의 팀 동료들도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한다. 하나의 팀으로 모여 회사 홍보를
위해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커뮤니케이션팀 동료들의 열정을 환한 미소의 캐
리커처로 표현했다. 이렇게 그의 일상은 그림 속에 차곡차곡 담긴다.

3

4

신동업 대리는 다양한 그림 애플리케이션 중 ‘프로크리에이트(Procreate)’라는 앱을
주로 활용한다. 사용하기 좋고 그림 효과가 뛰어나다고.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 그림
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점 하나가 선으
5

로 연결되어 구름이 되고, 노을빛으로 물들고, 형체를 여러 번 다듬는 정성 어린 손길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어서다.
보통 퇴근 후나 주말에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 신동업 대리는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
기보다는 시작한 그 자리에서 바로 작품을 완성하는 편이다. 미완성으로 두면 왠지 밀
린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틈틈이 메모해둔 소재들 중에서 마음이 동하
는 것을 골라 빠르게 그려나가곤 한다. 5년 동안 그렸지만 오로지 홀로 해야 하는 작업
이기에 작업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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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을 그리던 중 ‘어비스리움(Abyssrium)’이란
게임 속 고래가 생각나 하늘을 바다처럼 노니는 고
래를 표현했다 2 신동업 대리가 두건을 쓰고 다녔
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 3 미니 쿠퍼의 초기 모델
인 로버 미니. 신동업 대리는 빈티지 차에도 관심이
많다 4 ‘토토’라는 고양이를 기르며 그린 그림 5 동
4
료의 소지품인 꿀벌 모양의 로션 케이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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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depicted in
purple

2
1 커뮤니케이션팀 캐리커처. 왼쪽부터 신동업 대리, 조
영현 과장, 조상훈 대리, 김지영 부장, 최지혜 대리, 이기
영 대리, 이정철 사원 2 날카로운 비둘기의 모습을 그리
고 싶어서 완성한 작품. 비둘기의 강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정면으로 그렸다.

1

신동업 대리는 명절 때마다 본가인 용인에서 고등학교 때의 미술부원들을 만나곤 한
다. 미술부라고 해서 종일 미술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예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다
함께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신나게 웃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미술부원들을 만나는 일처럼 추억을 들추고 뜨거웠던 그
▲ 신동업 대리가 들고 있는 그림은 저

“바쁜 한 주를 보냈다거나, 일정대로 업무 진행이 잘 안 될 때 그림을 그리면 복잡한 마음

시절로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볼 때의 아련

에서 벗어나게 돼요. 제 머릿속 상상의 세계를 손끝으로 완성하는 동안 힘든 일들을 잠

함과 재미, 풍요로운 감정들이 넘치는 순간과 비슷하단다. 당시의 열정과 꿈을 꺼내 보

현한 작품이다. 페이스북에 올렸을 당

깐 잊는 거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커다란 돌덩이 같았던 스트레스가 작아지기도 하

며 잠깐의 위로를 얻는 것이다.

시 종이가 아닌 태블릿 PC에 그린 그

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해요. 엉킨 감정이 해소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게 되죠.”

“앞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림,

녁 식사 예약 사이트를 오픈한 지인의
부탁으로 즐거운 저녁 파티 느낌을 표

림이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4년 전 그림이지만 등장 인물들의

기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림들을 시도해보려고요. 일단, 얼마 전 동료가 아기를

보랏빛 감수성으로 일상을 새롭게

낳았는데 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려서 선물해볼까 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으레 보라색을 좋아하듯 신동업 대리

태블릿 PC의 폴더를 꽉 채운 많은 그림들이 그의 손끝에서 좌르르 올라갔다가 내려오

역시 오래전부터 보라색을 좋아했다. 직관력과 통찰력, 관용과 긍정으로 연결되는 보

며 신동업 대리만의 그림 스타일을 보여준다. 한때는 꿈이었고 지금은 삶을 이끄는 건

라색처럼 그의 일상도 이와 닮았다.

강한 동력이 된 그의 그림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폴더 안을 채울까? 일상의 즐

hands portrays a happy dinner

“주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인

거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대로, 그만의 색깔이 담긴 유쾌한 작품들이 빼곡히

party that he drew at the request

데 저의 소중한 삶이 반영된 것이지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저의 느낌과 생각, 저의 오늘

저장되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되길 바란다.

of his acquaintance who had

을 그린 자화상까지, 일상을 그리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의 순간순

환한 웃음을 보며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동화인들에게 소
개한다.
The picture in Shin Dong-up’s

opened a dinner reservations site.
When he posted it on Facebook,
everyone was surprised to find

Shin Dong-up, who is in charge
of planning in the Communication
Team, is fond of drawing. But he
draws on a tablet PC instead of
a canvas and uses a stylus pen
instead a brush. He usually draws
on weekends or after work at a
cafe. “When things don’t work right,
drawing helps me empty my mind
of complex thoughts. When drawing
using my imagination, I calm down
emotionally and regain vigor,” says
Shin. He always strives to view
familiar things from a fresh angle
to uncover their positive aspects.
Enjoy his unique world of art in the
pictures.

간을 허투루 넘기지 않게 돼요. 익숙한 업무나 일상을 조금 더 색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즐거운 요소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out that the picture was drawn

그는 ‘핀터레스트(Pinterest)’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

on a tablet PC, not on paper.

을 감상하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의미가 있거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스크랩하기도

Although this picture is 3-4 years

하는데, 이런 자료는 업무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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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인을 찾습니다. 자신
의 취미를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재미있는 취미 생활로 즐거운 일상을 꾸려가는 동료를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의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old, the happy smiles of people
shown in it will make everyone
feel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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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담긴 핵심 가치
Core Values in Posters

06

학습과 혁신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June

‘전문가’란 무엇일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개념인
‘전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에 종사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2016년 여름(5~8월)에 게시된 동화그룹 핵심 가치 포스터는 ‘인재중시’를 기반으로 한 ‘꾸준한 학습과 자기계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학습을 통한 개인적인 업무 역량의 성장뿐 아니라, 운동과 사교 활동을 통한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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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외국어 역량, 공통·직무
역량, 독서를 통한 개인 역량 등 3가지 필수 요소들을 함께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동화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Dongwha Group’s core value poster for the summer of 2016 sends a message of steady
learning and self-development based on the core value of “valuing people.” It refers not only
to honing one’s individual skills through learning, but also to improving one’s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by exercising and socializing.

Becoming experts
- three qualities of genuine Dongwha members
Everybody knows the word “expert” but few can describe it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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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되기 - 3가지 역량을 고루 갖춘 동화인

May

exact meaning. Dongwha members took the time to discuss
what it takes to become a genuine expert - a person who
글로벌 동화인이란?
- 역량 뽐내기의 장, English Festival

studies or works in a certain field and possesses profound

매년 봄 열리는 글로벌 동화인들의 역량 뽐내기 시간!

become an expert are foreign language skills, work skills and

‘2016 Dongwha English Festival’은 스스로의 글로벌

reading.

knowledge about it. The three essential qualities needed to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어 역량의 의미
와 중요성을 점검한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잉글리시
페스티벌은 학습과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한 상품과 글로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동화인의 진정한 축제였다는 평가다.

7·8
July·August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 건강한 동화인이 되자

Qualities of global Dongwha member
- displaying English skills at English

“모든 것은 나의 건강함에서 시작된다.” 건강은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기

Festival

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본 체력을 길러주는 걷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which is held

간단한 스트레칭, 동료애와 심신의 건강도 함께 책임지는 동호회 활동까

every spring, not only demonstrates Dongwha

지,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통해 항상 즐

members’ global skills but also the importance

겁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화인이 되자.

에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량 계발도 스스로의 성장도 있을 수 없

and meaning of foreign language skills. This
year’s festival inspired Dongwha members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to ponder the importance of learning and

- becoming sound Dongwha members

growth, and presented winners with generous

Health is a prerequisite of everything. Without health achieving

rewards an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self-growth and honing one’s skills is impossible. We can easily

foreign cultures.

improve our health and make the best out of life by running
in marathons to calm our mind and strengthen our body,
performing stretching exercises to prevent accidents, and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with our co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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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라이 사업장,
2016 볼링 SUKINS 참가

머복 사업장,
이프타르 이벤트 진행

DMY/Nilai, 2016 Bowling SUKINS

Iftar Session
‘Gotong-Royong Majlis Berbuka Puasa’라는 테마로 열린 2016 동화 말레이시아 머복 사업장의 *이프
타르(Iftar) 행사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복지 후생을 위한 클럽 활동(이하 SRW CLUB)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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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W CLUB 위원회 구성원들은 머복 사업장 직원들의 단결심과 유대감을 고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
했으며 경영진과 구성원 사이의 협동심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Gotong-Royong Majlis Berbuka Puasa 행사가 열린 날, 오후 2시부터 양고기 구이를 포함해 치킨 카
레, 샐러드, 각종 디저트와 음료 등 음식 준비가 이어졌다. 이후 저녁 7시부터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며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Majlis Bacaan Tahlil도 함께 참여했다. SRW CLUB 회장인 En Sukri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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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im과 생산 관리자인 En Rozaini Bin Ahmad Zan은 이프타르가 시작되기 전 기념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이프타르는 7시 35분 Kuala Muda 구역에서 시작됐으며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Gotong-Royong’
준비를 마친 후 함께 식사했다. 푸짐하게 차려진 각종 음식을 즐긴 참가자들은 늦은 저녁 행사를 마무리
하고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프타르(Iftar) 이슬람교도의 단식 월인 라마단 기간 중 해가 진 이후에 하루의 단식을 마무리하며 먹는 저녁
을 의미한다.

“Gotong-Royong Majlis Berbuka Puasa” is the theme proposed for Iftar 2016 DMY
지난 5월 22일, Negeri Sembilan 산업은 각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10핀 볼링 토너먼트 대회를 주최

Merbok Plant during Sport, Recreation & Welfare Club meeting. The committee

했다. 동화 말레이시아는 남자팀 부문에 Afiq, Fakhrul, Ramli, Firdaus가 한 팀을 이루어 대표로 출전

member of SRW Club have chosen this theme to represent one strong united as well

했다. 총 45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동화 남자 대표팀은 우수한 성적으로 6위를 차지했다. 총

as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among DMY Merbok employees. In addition, this event

18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개인전 부문에서는 Ramli가 5위로, Firdaus가 6위로 입상했다. 이에 동화는

could enhance the co-operation between employees and management team.

총점 부문에서 통합 6위에 랭크되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날 훌륭한 성적을 거

“Gotong-Royong Majlis Berbuka Puasa” started around 02:00pm with the preparation

둔 동화 선수들은 포상으로 메달과 상금을 받았다. 특히 5회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Ramli는 주최

of lamb grill and also other menu such as chicken curry, salad, desert and also drinks.

측으로부터 10핀 볼링 무료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After all the preparation was ready, “Gotong-Royong Majlis Berbuka Puasa” started
at 07:00pm with the arrival of guests and subsequently with “Majlis Bacaan Tah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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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eri Sembilan Industries had organized 2016 tenpin bowling tournament

at 07:10pm. SRW Club Chairman, En Sukri Bin Hashim

among industries last Sunday, 22 May 2016. Dongwha took part in Man Team

and the Production Manager, En Rozaini Bin Ahmad

category, represented by Afiq, Fakhrul, Ramli and Firdaus. Total 45 teams took

Zan was delivering a speech before the iftar. Iftar time

part in the event and Dongwha was placed at 6th place. For individual stand

started at 07:35pm for Kuala Muda District and all the

category, out of 180 bowler, Ramli finished at 5th place and Firdaus finished at 6th

employees having a meals after everyone had done with

place. Overall, Dongwha team successfully ended the tournament at 6th place.

their “Gotong-Royong” preparation. The event finished

For the feat, they took home medals and cash prize. On top of that, Ramli also

at 09:00pm and everyone enjoyed the meals(Lamb Grill,

won 5 strike in a row, resulting in him getting free 10pin bowling vouchers from the

Western Salad, Curry Chicken, Kuih Muihs, Watermelon

organizer.

and Drinks) and all of them went home with a happy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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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림 사업장, 사고 통제관 육성 교육
DMY/Kulim,
Incident Commander Development Training

VRG 동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
Electric Saving Campaign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말레이시아 쿨림 사업장에서는

VRG 동화는 지난 5월부터 전 사업장에 걸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여왔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

OD 훈련팀의 협조를 받은 안전팀(EHS, Environmental Health

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력비 15%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했다.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Services Team) 주관하에 ‘사고 통제관 육성 교육’이 있었다. 셀

가지 활동 부문과 행동 강령을 선정해 전 사업장의 직원들이 함께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한 노력

랑고르주 지역의 말레이시아 안전·응급 상황 아카데미(MSE

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은 네 가지 부문으로, 퇴실 시 전등·에어컨 전원 끄기,

Academy)에서 온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노트북·복사기 절전 모드 전환 및 이면지 적극 활용, 실내 적정 온도(21~23°C) 유지, 에어컨 사용 시간

는 동화 말레이시아의 전 사업장(닐라이, 머복, 쿨림)에서 선발

(07:30~17:30) 지키기 등이다.

된 총 1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틀간 이어진 프로그램은 응
급 상황 대응팀(ERT, Emergency Response Team) 직원들이 위

VRG Dongwha launched an energy conservation campaign in May 2016 at all of

기 대응, 완화, 예방 활동을 포함한 응급 상황 관리에 대한 지

its business sites. In addition to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the company has

식과 기술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고 통제관

also set a concrete goal of saving 15 percent of electricity. To achieve that goal, all

이란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of VRG Dongwha employees have been striving to carry out four principles aimed

번 사고 통제관 육성 교육은 각 사업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

at saving energy at the business sites. The four principles are: turning lights and air

실 관계에 기반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고 통제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

conditioners off when leaving the office, switching notebooks and copying machines

시됐다. 사고 통제관 후보자들은 소방구조 전문가들이 개발한 *R.E.C.E.O-VS 기법을 바탕으로 매

to the power saving mode, recycling paper, maintaining indoor temperature at 21-23

년 정기적인 훈련을 거쳐 위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ERT를 지휘·통솔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degrees Celsius, and using air conditioners only between 7:30AM and 5:30PM.

*R.E.C.E.O-VS Rescue(구조), Exposure(노출), Confinement(가두기), Extinguishment(소화), Overhaul
(점검), Ventilation(환기) & Salvage(구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이다.

EHS Team, with cooperation from OD Training Team organized a training of “Incident

전력비 15% 절감 캠페인

15% Electricity Cost Saving Campaign

Commander Development” in Kulim Plant from 25 to 26 of May 2016. Total of 19
employees from all three pla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training was conducted by professional trainers from Malaysian Safety & Emergency Academy

퇴실 시(전등, 에어컨 등) 스위치 TURN-OFF

Turn off lights and air conditioners when leaving the room

(MSE Academy) from Selangor. The two days programs is designed for Emergency
Response Team (ERT) members to enhance knowledge and skills on emergency

절전 모드 전환 : 개인 노트북 및 복사기

management including prevention, respond and mitigation.

Put personal notebooks and copying machines on a power-saving mode

Incident commander is the one who make decision based on the progress of the
rescue work in an accident scene. The Incident Commander Development Program
was designed jus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group of dedicated incident
commander in making fact based guided decision during an emergency at their
workplace, before the arrival of related authority and rescue team. Based on the
R.E.C.E.O-VS Method developed by the Fire and Rescue Expert and practiced over

실내 적정 온도 유지 : 21~23°C

Maintain indoor temperature at 21~23°C
본관 에어컨 사용 시간 세팅 : 월~금(7시 30분~17시 30분)

Air-conditioner operating time in the main building :
Mon~Fri, on at 7:30AM / off at 5:30PM

the year, Incident Commander Candidate able to get a grip of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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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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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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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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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처음 만난 동료에 대한 신선함 그리고 오늘 체험에 대한 기

하늘을 향해 달리는 길

대감으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유난히 햇빛이 강했던 6월. 그 마지막 주에는 모처럼 한줄기 비가 내

먼저 산 정상까지 이동하기 위해 여섯 명의 동화인들이 다인승 오프

려 더위를 식혀줬다. 덕분에 양평 패러글라이딩파크 집합 장소에

로드 차량에 몸을 실었다. 짧은 평지를 지나 숲길에 들어서자 ‘와!’ 하

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집이 가까운 직원끼리 삼삼오오 모여 아

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경사가 나타난다. 가장 뒷좌석에 앉은

침 일찍 나섰다는 동화기업 모클팀 함승완 과장과 마케팅전략팀 김

최영석 대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 패러글라이딩을 앞두

영광 대리, 디자인팀 김성희 과장, 회계세무팀 최영석 대리, 기획마

고 두려워할 틈도 없겠다”고 말한다. 산 정상이 가까워지자 탁 트인

케팅팀 이혜주 사원, 동화엠파크 인사팀 최민지 사원은 환한 얼굴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선연히 빛나는 자연의 품을 달리며 여섯 동

서로를 맞았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에게서 느껴지는 반가움과 이 자

화인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의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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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산 정상에서 자유를 외치다
오프로드 차량이 멈춘 곳은 해발 860m 높이를 자랑하는
유명산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패러글라이딩 출발지다.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짜릿한 기분에 최민지 사원이 “심장마비 걸릴 것 같
다”고 말하자 일동 웃음을 터뜨린다. 고민하다가 김영광 대리의 설득
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함승완 과장은 “실은 어렸을 적 꿈이 파일럿이
었다”며 누구보다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핀다.
먼저 도착한 이들의 비행 출발 모습을 보면서 여섯 사람은 플라잉 슈
트를 챙겨 입기 시작했다.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모와 비행 중 시트처럼 앉을 수 있는 하네스까
지 장착하고 나니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 체험이 실감난다. 혼자였다
면 도전을 포기했을 상황도 동료가 있기에 힘을 낸다.
바람은 순풍. 캐노피가 바람을 품고 높이 솟아오르자 안전 요원과 한
쌍을 이룬 동화인들이 하나둘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
한다. 바람을 타고 출발지 위를 한 바퀴 돈 김성희 과장은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다음 사람에게 기꺼이 창공에 몸을 던지라고 소리친다.
일상 탈출을 실현하는 활공이 15분간 이어지고 착륙장에 도착한 여
섯 참가자들은 비행하는 동안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며 지난

비행의 짜릿함을 되새겼다. 최민지 사원이 “출발할 때 비명을 지를

Flying in the wind

정도로 무서웠는데 해보고 나니 또 타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자 김

Ham Seung-wan from the Mocle Team
of Dongwha Enterprise, Kim Sung-hee
from the Design Team, Kim Youngkwang from the Marketing Strategies
T e a m, C h o i Y o u n g-s e o k f r o m t h e
A c c o u n t i n g a n d T a x a t i o n T e a m,
Lee Hye-joo from the Planning and
Marketing Team, and Choi Min-ji from
Dongwha M-Park tried paragliding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These
Dongwha people donned flying suits
and soared into the sky along with
paragliding instructors. The breathtaking
experience that lasted 15 minutes made
them forget about the mundane and
inspired them to achieve higher goals.

영광 대리도 “하늘을 나는 기분,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다”고 동
조했다. “동력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다”
는 최영석 대리는 “내려다보이는 땅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하늘과
가까운 기분을 느끼면서 더 높이 보게 되더라”며 자유로웠던 순간을
되돌아봤다. 이혜주 사원은 “처음부터 이거다 싶었다. 오감을 자극
하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하며 짧은 체험 시간을 아쉬워했다. 하
늘을 난 황홀한 경험을 가족이나 다른 동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오
늘의 주인공들. 몇몇은 안전 요원 없이 혼자 비행하는 날을 고대하기
도 했다.
즐거운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여섯 사람의 발걸음이 허공을 밟
듯 가볍다. 그들의 등이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더 넓어진 듯하다. 어
쩌면 비행 경험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것
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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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행복 충전 ➊ | 가평

Family of Park Ji-hoon (2nd Board Sales Team)

Enjoying Nature with Beloved Family
보드영업2팀 박지훈 과장 가족

가족과 함께 자연을 누려요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다. 사위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여름과 함께 달콤
한 휴가가 주어졌다. 보드영업2팀 박지훈 과장 가족은 자연을 찾아 카라반 캠핑장
으로 행선지를 잡았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한 뼘 성장하고, 어른들은 모처럼 휴
식을 취한 1박 2일 여행.

일러스트 이신혜

자연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
숲이 녹음으로 깊어지며 휴식을 부르는 계절이다. 보드영업2팀 박지훈 과장은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푹 쉬고 싶었다. 특히 아내 이현주 씨가 최근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최근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려고 10년간 일하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둬서
헛헛한 마음도 달래주고 싶었고, 서로 바쁜 일상과 육아 때문에 평소 여행을 자주 다
니지 못한 것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박지훈 과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캠핑이다. 텐트
를 치는 캠핑은 두 차례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카라반 캠핑에 도전해보고 싶
었다. 그의 가족은 아내 현주 씨, 다섯 살 채은이, 16개월 된 채희까지 4명. 여기에 아이
들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총 6명의 대가족이 산 좋고 물 좋은 가평의 레저스테이
션으로 방향을 잡았다.
“카라반 캠핑은 이미 마련된 잠자리와 식사 공간에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참 좋
더라고요. 특히 이곳은 바로 앞으로 강이 흐르고 뒤로는 나무가 무성한 산이 있어 평소
마음속에 그리던 장소예요. 아이들은 온몸으로 자연을 경험하고 어른들은 모처럼 일상
에 쉼표를 찍고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힐링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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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half of 2016 is already gone and it’s the middle of the summer, which means
vacation season for many working people. Park Ji-hoon from the 2nd Board Sales
Team and his family decided to spend time together by enjoying caravan camping in
close proximity to nature. It was a fun two-day trip for children and adults alike.

채은이와 채희, 두 딸아이의 애교 덕분에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다. 앞으로 아

Healing caravan stay for
entire family

내 현주 씨가 함께하겠지만 그동안 이들 가족의 육아는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이연권

Park Ji-hoon, his wife, their two

씨와 외할머니 박찬분 씨 몫이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

daughters and his parents-in-law

지금처럼 많이 웃고 건강하기를

른들은 동시에 “재미있다”고 답하며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기쁘고 보람 있다”는 말도 덧
붙인다. 이런 든든한 지원 덕분에 박지훈 과장과 아내 현주 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
던 것이리라. 현주 씨는 이제 육아에 전념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많이 하고 싶
다고 말한다. 박지훈 과장 역시 당찬 소망을 품고 있다.
“동화기업에 입사한 지 9년 정도 되었네요. 동화기업 주력 제품인 PB MDF(보드)를 대
리점에 납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 해외 영업
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다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지금처럼 많이 웃고
건강했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라고요.”

took a family trip to a caravan campsite in Gapyeong. The purpose of
the trip was to thank his wife and
parents-in-law for their hard work
raising their children. Park Ji-hoon’
s wife even quit her job to focus on
childrearing. For the kids, i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play in close touch

사는 곳 대전에서 고작 2시간 벗어났을 뿐인데, 박지훈 과장 가족은 지금 자연의 품에

with nature. The

있다. 이곳에서 가족은 사는 일에 바빠 뒤돌아볼 겨를 없던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속에

entire family had a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친밀한 관계를 다진다. 그리고 가족만 공유하는 달

캠핑 100배 즐기기 야외 취침을 전제로 하는 캠핑은 어떠한 자연 조건에도 휘둘리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편한 옷과 우비

whale of a time in

콤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다. 훗날 아이들은 이날을 또 얼마나 따뜻하게 기억할까. 두

the cozy caravan

딸아이의 가슴에 그리고 박지훈 과장 가족 모두의 가슴에 초록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surrounded by

로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놀 수 있도록 무장하고 물놀이 장비를 구비해 햇빛이 쨍쨍해지면 바로 수상 레포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자연
관찰의 재미를 극대화해줄 망원경과 카메라는 필수품. 뛰놀다 보면 쉬 배고파지므로 음식은 넉넉할수록 좋다. 까만 밤, 랜턴 조명 하나에 의
지해 나누는 이야기는 잊지 못할 추억이지만 이때 벌레약이 없으면 분명 후회한다.

아로새겨졌다.

beautiful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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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행복 충전 ➋ | 영천

성과관리팀 황길영 과장 가족

사랑이 별빛으로 물드는 시간
어릴 적 시골 밤하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을 찾아 황길영 과장 가족이
경북 영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별의 수도’라고 불리는 영천은 청명하기로 소문난 지역. 하
늘을 온통 환하게 만드는 별들과 청량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족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났다.
여름철 아름다운 별빛을 따라 가족의 사랑도 더없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러스트

이신혜

별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
아빠와 엄마 손을 잡고 보현산천문과학관으로 들어서는 지원이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호기심 때문인지 아빠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는
딸아이의 모습에 황길영 과장과 아내 문애경 씨는 흐뭇한 표정이다. 가족은 별빛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영천에서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쉼표를 찍는 중이다.
“지원이에게 밤하늘의 별을 꼭 보여주고 싶던 차였습니다. 마침 사내 게시판에 ‘별 여행’ 공고
가 떴더라고요. 도시는 공기가 좋지 않고, 밤에도 환한 불빛 때문에 별 보기가 힘들잖아요. 오
늘 지원이와 함께 아름다운 별빛을 받으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생각입니다.”
가족이 먼저 이동한 곳은 5D 돔 영상관. 5D 돔 스크린에 투영되는 사계절 별자리 영상과 우주
롤러코스터 영상은 우주를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원형 돔 안에 누워 있으면 천장

Family of Hwang Kil-young (Result Management Team)

의 입체 영상에 따라 몸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이때 짜릿한 진동과 바람 등의 특수효과가 더

Starlight Shining Down on
Loving Family

해져 마치 진짜 우주선을 타고 있는 듯하다. 영상을 보는 지원이의 작은 입술이 금세 동그란 모
양으로 바뀐다. 그림 그리고 책 읽고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는 지원이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
이 펼쳐진다. 지원이를 바라보는 애경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스민다.
“남편이 아이에게 정말 잘해요. 워낙 가정적이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서 평생 신혼

Hwang Kil-young and his family took a trip to Yeongch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which is known for the clear, starry
skies and pristine nature. The family enjoyed the clean air and
starlight, and took the time to recharge their energy and catch up.

84

처럼 지내자’는 말도 농담처럼 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지원이를
통해 얻는 행복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얼마 전에는 지원이와 둘이서 괌으로 여
행도 다녀왔어요. 남편이 없어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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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처럼 서로 비추는 존재 되길
영상을 관람한 후 가족은 2층에 있는 400㎜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며
아름다운 별빛에 푹 빠져들었다. 영천의 별빛이 가족에게로 내려앉는 듯
따스하고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둠을 밝혀주는 별빛처럼, 이들 가족

별을 보고 풍경을 만들고

도 서로에게 빛을 밝혀주는 존재들이다.

이에 맞춘 여러 체험이 기

별 관측을 마친 가족은 별별미술마을에 위치한 시안미술관으로 이
동했다. 시안미술관은 2만 3,140㎡의 폐교 부지를 옛 학교의 향수

전시를 관람하는 등 눈높
쁜 듯 지원이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

와 현대식 첨단 건축물이 공존하도록 꾸민 곳으로, ‘두 번째 작업실
(2nd STUDIO, 2016)’ 전이 열리고 있었다. 미술관 너른 정원에는 푸
른 잔디가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위를 총총 걷
는 지원이가 아빠 엄마를 보며 활짝 웃는다.
“매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
게 살았으면 해요.”
미술관을 둘러보기 전 가족은 체험을 할 수 있는 1층 공간에서 풍
경을 만들기로 했다. 지원이가 고른 물감과 기름을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린 후 풍경을 조심스럽게 굴려주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

Spending quality time by observing
stars and appreciating art
H w a n g K i l-y o u n g, h i s w i f e a n d t h e i r
daughter made special memories in
Yeongcheon. It was an opportunity for
Hwang Kil-young to show a starry sky to
his daughter, which he wanted to do for a

는 아름다운 무늬가 묻어난다. “와!” 가족은 동시에 탄성을 터뜨렸

long time but couldn’t due to air pollution

다. 뿌듯한 표정으로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지원이의 표정에 행복

in big cities. They visited an astronomi-

이 가득하다. 전시실에서는 ‘스마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가족을

cal observatory to take a look at the stars

맞았다. “천차만별의 스마일 표정을 보고 있으니 절로 행복해지네요.”

through a telescope, and an art gallery to

지원이가 작품 앞에서 ‘브이’ 자를 그리며 웃자 부부도 활짝 웃는다. 가

appreciate artworks. It was an unforget-

족의 웃음이 특별한 스마일 작품이 된 듯, 행복을 전해주고 있었다.

table trip that made the entire family happy.

경북 영천 추천 여행지 경북 영천에는 천
혜의 자연 외에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
다.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사찰과
문화 지수를 높여줄 미술관, 자연을 벗하며 즐
기는 승마 등 1박 2일 일정을 알차게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보현산천문대는 우리나라
3대 천문관측소 중 하나로 보현산 정상에 위치
해 맑은 날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곳이다. 일반
인 개방은 제한적이라 보통 이보다 약간 아래
에 위치한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관측 체험을
즐기곤 한다.
추천 코스 은해사 ▶거조암 ▶시안미술관 ▶ 운주
산승마장 승마 체험 ▶ 임고강변공원
▶ 보현산천문과학관 ▶ 보현산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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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댐

세계를 달린다

세계의 몸짓언어

Body Languages Around the World

아는 만큼 통한다

Using the Right Body Language
Wherever We Go

같은 ‘엄지 척’ 동작인데 누구에게는 미소를, 다른 이에게는 불쾌감을 준다.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몸짓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제스처의 의미를 아는 것도 글로벌 시대의 필수 매너다.

The thumbs-up gesture can make people in some countries smile, while in other countries it may be offensive.
Learning the body languages of different countries is essenti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손가락 하나도 조심 또 조심, 호주

독특한 인사 문화를 만나다, 뉴질랜드

주의 깊은 행동으로 진심 전하기, 베트남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몸짓언어,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스처가 호주에서

호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손등이 보이는

미국과 유럽 서부 지역에서 검지와 중지를 꼬면 상대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오른손을 밥 먹는 손으로 신

는 자칫하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그중 대

V 자는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욕설로 인식된다. 무엇보다 뉴질랜드

방에게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성

성하게 여겼고, 왼손은 용변을 본 후 처리할 때 쓰는 손이라 철저히

표적인 것이 검지와 중지를 펴서 만드는 V 자. 우리는 보통 ‘승리’,

에는 마오리족의 인사법이 독특해 눈길을 끈다. ‘홍이(Hongi)’라고

의 중요 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 섣불리 해선 안 될 행동이다.

분리했다. 이런 이유로 상대에게 악수를 청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손바닥이 상대에게 보이도

불리는 그들의 인사법은 서로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댄 후 코를 두 번

우리나라에는 ‘예의상 거절’이란 말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같

은 큰 결례라 생각한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역시 왼손은 깨끗하지

록 하는 V 자가 아닌, 손등이 보이는 V 자의 경우 호주인에게는 모

씩 비빈다. 이는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뜻으로 서로 영혼을 교환

은 말이 통용되지 않는 듯하다. 자신을 방문한 손님에게 차나 음식

않은 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말자.

욕감을 주는 행위다. 엄지를 세우는 동작은 거절이나 무례함을 나

하고 섞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코를 비빌 때는 횟수가 중요한데

을 대접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

주먹을 세우고 다른 손바닥을 치는 행위는 외설적인 의미를 담고

타내는 제스처로 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좋다’의 의미와

코를 세 번 부딪치거나 비비면 청혼의 뜻이다.

다. 대화할 때 허리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서 있는 자세는 화

지나치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가 나거나 공격적인 태도라 여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전혀 다르게 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인들끼리 혹은 호감 있
는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인 윙크가 호주에서는 로맨틱과
는 거리가 멀다. ‘당신에게 흑심이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
는 모욕적 행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Australia | Each finger matters
The “V” sign made with the index and middle fingers
symbolizes “victory” or “joy” in Korea. But in Australia,
making a V sign by turning the back of your hand
toward another person is insulting, while raising your
big finger has a negative meaning. A wink can be interpreted as a sign of interest, but sometimes it can be
off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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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가리키는 손짓도 우리와 다르다. 엄지와 검지만을
폈을 때 일반적으로 숫자 ‘2’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뉴질
랜드에서는 숫자 ‘1’을 가리킨다.

New Zealand | Unique greeting culture
As in Australia, making a V sign with the back of your
hand facing outward is an insult. When indicating
numbers, the big finger and the index finger are used
to indicate “1.” New Zealand’s aboriginal people, the
Maori, have a unique greeting called “Hongi.” It is
performed by holding each other’s hands and pressing one’s forehead and nose at another person twice.
Pressing the nose three times means a marriage proposal.

생각하니 주의하자.

Vietnam | Conveying your true feelings
through careful behavior
In some countries crossing one’s index and middle
fingers means “wish you luck,” but in Vietnam it refers to the female genitalia. Also, Vietnamese treat
visitors with tea or food. Refusing it is considered to
be rude. Placing one’s hands on the waist or folding
one’s arms during conversations is also a big no-no.
Gesticulating with your fingers too much is also considered as rude behavior.

말레이계 여성과의 신체 접촉은 특히 조심한다. 여성이 먼
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이상 손을 잡으려는 행위는 금물.
가벼운 눈인사나 미소로 대신한다.

Malaysia | Traditional body language
When shaking hands with somebody, using your left
hand is extremely rude. Also, avoid hitting your palm
with the fist. Placing your hands on your hips while
standing is a sign of aggression. When greeting Malay
women, do not shake their hands unless they offer to
do so first. Instead, just greet them with a smile or nod.

기술직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 워크숍
Leadership Workshop for Technical Staff

소통으로 Cheer up,
공유로 Value Up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부터 알자
각 공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던 기술직 현장관리자 16명이 동화컬처빌리지
에 도착한 건 6월 23일 이른 아침이었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1~2년에 한두 번
교육 때 얼굴을 보는 게 전부라 처음엔 서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면을 익히
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다.
첫날 첫 시간은 ‘현장관리자의 역할 인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3개 조로 나뉜 현장관
리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조원의 특징을 표현한 4자 별명 짓기를 하며 서
로에 대해 알아갔다. 권력병욱, 전재훈훈, 미소은성, 나이종빈 등 마치 남자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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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 공장 및 기술직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2015년 말 실시한 성과몰입도 인터뷰 결과 ‘소통 채널 강화’, ‘커
뮤니케이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분기
별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차수가 6월 23~24일,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렸다.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in late 2015 on the technical staff of major factorie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demand for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s and improving
communication capacity. To meet the demand, Dongwha decided to hold quarterly workshops.
The first such workshop took place on June 23-24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가수의 예명과도 같은 별명을 지으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한결 부드러워진 분
위기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자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회사가 현장
관리자에게 바라는 점, 팀원이 현장관리자에게 바라는 점, 조직에서 현장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 등을 돌아보며 현장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생각해보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재차 확인했다.

Know yourself first

두 번째로 교류 분석(TA)을 통해 자기를 진단해보기도 했다. 주어진 문항에 답하면

The 16 technical workers
from various factories
gathered in Incheon and headed to the
Dongwha Culture Village on the morning of
June 23. On the first day the participants
received training on acknowledging their
role as field managers. They divided
into three teams, and to break the ice
made nicknames for each member in
order to get to know one another better.
The funny nicknames reminiscent of
the names of K-pop idol singers made
everyone laugh. After bonding time, the
participants took time to look back on
their work duties. They discussed what
team members expect from them as field
managers and what their responsibilities
were in the organization. They also
reaffirmed their value as people.
Then the participants took time to
understand themselves through a
transactional analysis by answering
questions and finding their transaction
type, the values that they pursue and their
strong and weak points. By comparing
their personal opinions about themselves
and the results of the test, the participants
learned what they had to work on to
improve communication.

서 자신의 교류 유형을 찾아내는 동안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과 강점, 약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렴풋이 알던 자신의 모습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난 자아를
견주면서 교육 참가자들은 소통을 위해 지녀야 할 태도 등을 깨우쳐갔다.

현장관리자의 본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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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araderie built on
communication

스트레스 해소에는
역시 운동이 최고예요.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는 동시에 해야 제격
세 번째 시간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급
의 고하와 나이의 많고 적음,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조직문화를 해치지 않
는 방법을 고민하는 현장관리자들의 모습에서 회사와 동료를 사랑하는 참 동화인
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같은 현
장관리자로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부서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설비,
행동 양식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 애썼다. 커뮤
니케이션과 리더십 교육을 맡은 안윤정 강사는 “문제나 해결 방법은 한꺼번에 나
타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충격을 서서히 최소화하면서 조직
소통의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마지막 교육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필라테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
을 하는 동안 익숙하지 않은 동작에 여기저기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엄살도
잠시, 현장에서 다져진 체력은 금세 발휘되었다. 양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뻗쳐 동작을 유지하는 ‘플랭크’ 버티기에 들어가자 저마다 승부욕을 불태웠다.
16명에서 5명으로 버티는 사람이 줄어들고 마침내 2명만 남자 모두 박수로 승부를
응원했다. 1분도 힘들다는 자세를 2분이 넘도록 버티자 강사는 두 사람의 공동 우
승을 선언했다. 사회자의 말처럼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소통과 우의로 뜨겁게 달아오른 시간
한 시간 반에 걸친 적성검사와 사원관계팀의 워크숍 간담회 피드백 공유 시간을
거쳐 고대하던 격려 만찬 시간이 됐다. 첫 건배 제의는 동화기업 현장총괄관리자
정건주 기술과장이 맡았다. 근속 31년 차 대선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만남의 소중
함을 알았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동화 발전을 위
하여!”를 외쳤다. 워크숍 현장에 격려차 방문한 경영지원부문장 최장운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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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ing conflicts and
stress together

2012년까지 진행되다가 2013년 중단된 현장관리자 워크숍을 올해부터 재개하게

During the third session, the participants
discussed conflicts at work sites and
ways to resolve them without damaging
the corporate cultur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people’s job ranks,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y tried to
understand and encourage one another,
and shared their worries. They also
tried to find compromises despite
differences in each team’s goals,
equipment and
established
practices.
The final
session of
the day dealt with
stress management.
The trainees took a pilates
class, but for some stretching
w a s q u i t e a c h a l l e n g e.
However, they all
displayed extraordinary
physical strength, which
they have built at their
work sites.

“여기 모인 현장관리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동화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되었다면서 현장관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며 모든 현장관리자의 건강을 빌며 건배했다. 낮 동안 서로를 알아간 교육 참가자
들은 교감으로 깊은 밤을 채워갔다. 다음 날 오전에는 분임조 활성화 교육이, 오후
에는 분임조 활성화 우수 사례 회사인 삼양사 방문이 있었다. 분임조 활동을 통해
보다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였다.
이틀에 걸친 워크숍은 소통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부심과 긍지
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공장으로 돌아간 현장관리자들이 소통을 통해 조직관리
역량을 더욱 넓히리라 기대한다.

After an aptitude test, the participants
shared feedback on the workshop and
wrapped up the event with a party.
The first toast was proposed by Chung
Keon-ju from Dongwha Enterprise, He
said that the workshop had taught him
the preciousness of meeting people and
wished that the participants’ camaraderie
would become even stronger with
time. Director Choi Jang-wun from the
Construction Materials BU, who stopped
by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said
that workshops for technical staff were
suspended in 2013 but were resumed
this year. He thanked the field managers
for their hard work and said that thanks
to their efforts Dongwha can overcome
any obstacles. After getting to know each
other during the day, the participants
took time to enjoy their time together in the
evening.
The next morning they received training
on activating circles in the organization.
In the afternoon they visit ed Samyang,
a company known for its outstanding
management of circles, to share their
expertise on how circle activities can
boost a corporate culture.

Mini Interview

가공보드공장 전재훈 기술주임
Jun Jae-hoon,
Processed Board Factory

대성목재 PB공장 신양호 기술주임
Sin Yang-ho,
PB Factory

“몰랐던 동료들과 정을 쌓으며 노하우를 공유해 뜻깊습니다”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습니다”

공기 좋은 북한강변 동화컬처빌리지에서 동료들과 함께해 무척

그동안 받은 교육은 안전교육과 같은 조금은 딱딱한 프로그램이

기분이 좋습니다. MFB공장의 총괄관리를 맡은 저로서는 평소

었는데, 오늘의 교육은 소통하는 교육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장 현장관리자와 협업할 일이 많아 오늘의 소통이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 덕분에 더욱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뜻깊습니다. 우리 현장관리자들이 힘내주기를 바라고, 다른 현

타 지역 공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장관리자들도 이 교육에 꼭 참석해보기를 추천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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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엠파크 고객만족 워크숍 Dongwha M-Park’s Customer Satisfaction Workshop

감동을 이끄는 CS 솔루션 열전
6월 11일 여의도사옥 대회의실에서 ‘2016 함께 만드는 동화엠파크 고객만족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엠파크 현장근무자들은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고객만족에 한발 더 다가섰다.
On June 11 Donwha M-Park held a customer satisfaction workshop to teach employe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communication and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CS 마인드! 동화엠파크서비스 상품화서비스팀

DONGWHA
Run &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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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향상의 첫걸음, 소통과 공감
동화엠파크 현장근무자들의 CS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작년

Best CS

에 이어 올해도 열렸다. 2015년 1차 교육은 동료와의 친밀감을 형성
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CS 교육은 고객
의 가치를 인지하고, 스스로 실천 방안을 도출해 자발적인 태도 변화
를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접수·지원 담당자들이 아이디어와 솜씨를 발휘해 조별 이미지
와 슬로건을 만들고 있다.
Staff in charge of reception and support make slogans
in teams.

오전 교육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업무 시 발생하는 이슈
(의견)를 인식하는 태도를 돌아봤다. 이를 통해 동화인들은 고객의
필요성과 가치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한편, 고객만족을 위한 주요 이
슈를 다 함께 공유했다. 오후에는 현장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하

#02

고, 업무 집중과 평가를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간에는 핵
심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미션이 주어졌다. 특히 서비스
만족도 평가지 문항을 만드는 활동은 동화인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성능점검장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클레임 발생 시 담당
자와 빠르게 연결되었습니까?’ 등의 평가 항목을 개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금 인지할 수 있었다.

미션 수행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성능점검 파트.
Performance inspection part discussing their mission in
earnest.

열정으로 변화를 꿈꾸다
이번 CS 워크숍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란 고민으로 시작해 고객

#03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도출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
해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 현장은 동화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강의식 교육이 아
닌 교육생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
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동료 간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도
빛났다. 조별 이미지와 슬로건을 정하고, 게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
고, 자유 토론과 개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선 웃음과 진지함이 교차했

워크숍에 참석한 현장근무자들은 직무별 현장 이슈를 통해 타
직무 담당자의 고충과 솔루션을 공유했다.
Field workers share their concerns and solutions with
other teams during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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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화엠파크 구성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토의한 내용들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정보 전달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First step toward customer satisfaction
- communication and empathy
It was the second customer satisfaction workshop following the first
one last year, when participants received an opportunity to bond with
their coworkers and build a service-oriented mindset. At this year’s
workshop the participants discussed customer values and devised their
own plans to encourage a more pro-active work attitude.
In the morning session, the participants defined the term “customer”
and took a look back at their ability to recognize work issues. In doing
so, they pondered the importance of customers and values, and
discussed major issues in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afternoon they
tried to find solutions to work issues and devised action plans on work
concentration and evaluation. They received various missions on
producing key ideas, and organized their issues in a chart on the wall.
When making questions for evaluating customer service, the
participants came up with diverse questions, such as “Are you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inspection environment?” “Have you received
information from the service center for your warranty claim?” “Are you
satisfied with the waiting time at the photo center?” “Were you able to
contact a person in charge soon enough when you were filing a claim?”

#04

이날 열정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한 참가자들은 개별 발표도 적
극적이었다.
Trainees making presentations with great enthusiasm.

#05

서로 종이에 이름을 써주며 타 직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
하는 동화인들.
Writing names on mission slips and bonding with
coworkers.

Dreaming of change through passion
The workshop began with pondering the meaning of customers and
resulted in the drafting of concrete solutions for enhanc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achieving common goals. The venue of the workshop,
which lasted eight hours, was full to the brim with enthusiasm. The
participants identified problems and found solutions on their own
in a free and creative atmosphere, which also helped them bolster
collaboration with their coworkers. Each team created its own image
and slogans, carried out missions through games and held debates.
Their ideas will be utilized in developing new work systems and
delivering information.

#06

서비스 만족도 평가지 작업 시간, 스스로 개발한 평가 항목을 발
표하고 있다.
Trainees announce their evaluation criteria for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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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문가 협상력과정 교육

Negotiation skills training for sales experts

치열한 협상 툴로
승부하는 영업의 신

Sales Masters Winning Customers Over with
Superb Negotiation Tools
Dongwha’s sales veterans gathered in one place to reflect on their past work experience
through negotiation tools and further hone their skills.

베테랑 소리를 듣는 동화의 영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협상의 기본 툴(Tool)을 통해 기존의 경험을 돌아본 이
들은 앞으로 더욱 예리한 시선과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협상 현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경험과 새로 배운 툴을 활용해 성심성의껏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고,

DONGWHA
Run &
Learn

실전과도 같은 날카로운 협상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 과정은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됐다.

김한솔
강사

둘째 날 교육은 원만한 협상을 위한 각종 팁이 쏟아져 나왔다. 자주

Learning 2

실전 같은 연습, 동영상 촬영 활용한 맞춤 교육

만나는 협상 상대일수록 간과하기 쉬운, 대화 초반 유대감 형성 시의

영업 전문가 협상력과정 교육이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됐다. 첫

행동 요령부터 상대 심리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와 이익을 얻는 방법

차수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보드 관련 부서의 영업 전문가를, 2차

까지 무척 다양했다. 강의 중간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뮬레이션

수 교육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건장재 및 무역 관련 부서의 영업 전

이라도 하듯 깊은 생각에 빠지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협상, 코칭, 갈등관리, 소통 리더십 프로그램을

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개발하고 여러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교육 첫째 날에는 ‘행동’ 위주의 협상 원칙을 배우는 시간으로 상대방

최철규
강사

의 관점을 이해하고 요구와 욕구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기존의 협
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협상을 ‘정해진 파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술’ 또는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의 과정’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일침에 교육 참가자들은 자세를 새로 가
다듬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행동과 감정을 나누면서 가치를 키우
는 의사소통, 협상 3.0’ 시대를 살고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HSG휴먼솔루션 그룹 대표 최철규 강사는
10년 넘게 협상,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행동에 관한 협상 툴을 숙지한 교육 참가자들은 곧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협상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지난날 쌓아온 각자의 협상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다.
저서로 <협상의 10계명>, <협상의 신> 등이 있다.

00:00

74

00:00

Customized training using video materials
Negotiation skills training for sales experts was provided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he first session was
held May 9-10 for salespeople specializing in boards;
the second session was provided on June 8-9 for
salespeople specializing in construction materials and
trade. On the first day they learned action-oriented
negotiation skills, which require understanding one’s
partner and distinguishing between “demands” and
“desires.” They learned that the era when “negotiation”
meant “obtaining maximum profits within a given pie”
or “maximizing each other’s profits” is now over, and
that now we live in the era where people enhance
values through communication by sharing actions and
emotions.
After mastering action-oriented negotiation skills, the
participants held simulation negotiations according to
virtual scenarios. They performed their roles with extra
care using their experience and new tools, and took their
task seriously. The entire process was videotaped.
On the second day the participants received all kinds of
useful tips on how to negotiate well. They learned how
to not overlook details when negotiating with the same
partner frequently, form a consensus at an early stage,
grasp the partner’s psychological emotions, and obtain
profits.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주간동아> 고정
칼럼니스트이며 <협상은 감정이다>를 저술했다.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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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강소엽 강사

진성권 차장(보드영업3팀)

강소엽 강사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컨설팅

Jin Seong-kwon, 3rd BoardTeam

경험을 리더십 분야에 접목해 조직의
성과 제고와 개인 역량 향상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전문가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었고 무척 만족합니다.
연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저와 동료의 협상력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좋은 팁을 얻었습니다.

“Opportunity to look back on me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00:00

00:00

I enjoyed this training session because it was unlike any other
training session I have received so far. I could compare my
negotiation skills and those of my coworkers by watching the
recorded videos. I have received many good tips.

협상은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 과정

Communication process for raising values

참가자들이 교육에 임하는 태도 역시 협상 과정처럼 보였다.

The participants’ attitude during training was also part of
the negotiation process. When they disagreed with what
the instructor said, they made sure to ask questions and
express opposition. The instructor accepted convincing
responses, which appeared like a real negotiation
process. When comparing the videotaped simulation
negotiations and the best negotiating examples, the
participants showed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At first they were embarrassed to see themselves on
the screen, but soon they began to analyze the videos
cool-headedly and applauded when the instructor
spoke highly about the way they discussed the
negotiating process and issues despite mistakes. They
were able to come up with the right answers thanks to
their work experience.
In the finale, the participants held another round
of simulation negotiations using the tools they had
learned. This time, they prepared for negotiations
thoroughly. They participated even with more passion
when they were asked to show how they can deal
with contingencies. After the simulation session, the
instructor, Human Solution Group CEO Choi Chulkyu, emphasized the key points of negotiation one
more time and urged the participants to not forget the
basic negotiation tools.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and wrapped up the lecture by quoting
Abraham Lincoln - “Give me one hour to cut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45 minutes sharpening the axe.”
The training helped Dongwha’s salespeople to prepare
for a new sales season using their new negotiation
tools.

이해되는 내용엔 공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적극 반
박하고 대응했다. 근거 있는 대응에는 강사 또한 시원하게 받
감근주 차장(건장재3팀)

Kam Keun-ju, 3rd Construction MaterialsTeam

아들이면서 진짜 협상을 향해 나아갔다.
특히 미리 촬영한 모의 협상 동영상과 우수 사례 샘플 영상 비
교 과정에서는 교육 참가자들 모두 뛰어난 집중도를 보였다.

“자연스레 몸에 밴 협상 행동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하는 것도 잠시, 이들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교

은 곧 냉정하게 단계별 클립 동영상과 협상 툴을 견주어 톺아

육을 받았다면 제 협상력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

보았다. 다소의 실수는 있었지만 협상 순서를 미리 공유하고

리급이나 사원급 직원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협상 사안을 빠짐없이 논의하는 등 준수한 모습이었다는 강

“Learned how to act when negotiating
in a natural way”

사의 평가에 강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퍼졌다. 현장 경험의 본

This training was of great help to me. I wish I had a chance to
receive it earlier so that I could improve my negotiation skills
early on. I want to recommend it to lower-ranking employees.

능적인 감을 통해 정답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한 참가자들이
었다.
끝으로 지금껏 배운 모든 협상 툴을 활용한 마지막 모의 협상
과제가 주어졌다. 자신의 협상력을 돌아보고 툴을 숙지한 이
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열심히 사전 준비에 돌
입했다. 모의 협상 가이드라인에 더해, 모두가 아는 정보 또는

최광원 대리(특판영업팀)

한쪽에만 전달되는 정보가 주어지는 등 돌발 상황이 제시되

Choi Kwang-won, Special Sales Team

자 협상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강사로 나선 휴먼솔루션 최철규 대표는 마지막 모의 협상을

“배운 내용을 적용할 다음 협상이 기대됩니다”

마친 후 일부 협상 포인트를 점검하며 강의 내용을 다 잊더라

입사 후 영업 부서에 6년간 몸담았다가 지원 부서를 거쳐 다시 영업 부

도 기본 툴은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날 최철규 강사는 협상

서로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공백기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기존

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에 어렴풋이 알던 내용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벨 수 있는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Look forward to next negotiations
where I can utilize new tools”

데 45분을 쓰겠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로 강의를 맺었다.

I worked for the Sales Team for six years before I was
transferred to the Business Support Team, but now I am back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툴로 정신을 무장한 영업 전문가들
이 ‘영업 시즌2’의 출발점에 섰다.

Tip. 협상의 법칙

A BC

❶ 가벼운 일상 대화로 협상을 시작하라. 정치, 종교, 신념
등 가치가 걸린 이야깃거리는 피하라.
❷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라. 쉬운 사안부
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어려운 사안은 가장 나
중에 매듭지어라.
❸ 이익과 직결된 대화 가운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대
응’을 분명히 하라. 경우에 따라 불쾌함을 내비치거나 협상
을 마치려는 제스처도 필요하다.
❹ 협상은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양보할 땐 명분을 확
실히 하고, 수치의 중간이 아니라 공정한 가치의 중간점을
찾아라.
❺ 팀원이 모두 각자 다른 의견을 주장하지 마라. 통일되지
않은 내부 의견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Tip. ABCs of negotiation
❶ Start negotiation with small talk. Avoid topics
such as politics, religion and faith.
❷ Do not try to solve several issues at once. Start
with easy ones and take your time to reach a
decision. Handle the most complicated issues last.
❸ Make sure to respond when your partner makes
unreasonable demands regarding profits. Sometimes
you even need to express your discontent or stop the
negotiation.
❹ Negotiation is a process of exchanging values.
When making concessions clarify your reasons, and
find a break-even point in terms of fair values, not
numbers.
❺ When negotiating in teams, members of the same
team should avoid making contradictory demands.
There is nothing more frightening than a lack of
consistency within the team.

in sales. This training helped me catch up and sort out all the
information I vaguely knew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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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규입사자 입문교육 현장 2016 Training for New Experienced Employees

한 걸음 더 동화인으로
A Step Closer to Becoming
Dongwha Member

동화에 더 깊이 스미다

Becoming part of Dongwha

교육 첫날, 신규입사자 12명은 인천 가좌동 본관에 모여 3일간의 일

On the first day of training the 12 new experienced
employees gathered at the Incheon headquarters.
The session began with welcoming remarks
from CEO Kim Hong-jin. Then section chief Park
Min-kyu introduced the company’s history and
business philosophy to help the trainees better
understand Dongwha.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Dongwha’s production processes and
organization, and toured factories manufacturing
laminate flooring and processed boards as well as
M-Park, which made them feel proud of their new
workplace.
On the second day of training, Team Manager
Yoon Young-don gave a lecture on knowledge
m a n a g e m e n t a n d B S C. T h e n t h e t r a i n e e s
studied Dongwha’s core business processes
and spoke with Chairman Seung Myung-ho.
Dongwha’s business processes were explained
by representatives of each business area-Yum
Kyu-seon from the board sector, Lee Hyung-ki
from the spec-in sector, Kim Kyung-hoon from
the construction materials sector, and Ji Hoon from
M-Park. The engaging lectures on customers,
market and competition in the board and spec-in
sectors lasted more than two hours.
After lunch the trainees gathered at the Culture
Lounge for a meeting. As soon as Chairman
Seung arrived, the trainees introduced themselves
one by one and asked him questions about
Dongwha. Kim Seon-yong, who joined Dongwha
last January, asked about the reason one of
Dongwha’s core values was “happiness,” which is
a subjective concept and is viewed differently by
different people. Mr. Seung answered by saying
that he wants Dongwha employees to enjoy their
work, wher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be
able to speak highly about their workplace and
even offer others to work in it. Mr. Seung added
that Dongwha members can only produce results

정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김홍진 대표가 신규입사자들에게 환영 인

DONGWHA
Run &
Learn

2016 신규입사자 입문교육이 5월 25일부터 3일간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진행됐다.
신규입사자들은 동화의 핵심 비즈니스를 이해하며 동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말을 건넸다. 이후 박민규 부문장의 기업 역사와 철학에 대한 설명

Three-day training for new experienced employees began on May 25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he trainees learned about Dongwha’s core business processes and
developed a sense of pride in their workplace.

화 비즈니스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다. 생산 프로세스와 조

을 들으며 입사자들은 동화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어 동

직에 대해 듣고, 가공보드공장, 엠파크 등을 견학하는 동안 동화인으
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했다. 신규입사자들은 늦은 저녁 동화컬처빌
리지로 이동한 후 첫날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입문교육은 윤

Learning 3

영돈 팀장의 지식 경영
및 BSC 이해와 활용에
관한 강의로 시작됐다.
이후 일정은 동화의 핵
심 비즈니스에 대한 부
문별 탐구와 승명호 회

모두 마주 보는 형태의 자리 배치는 간담회의 집중도를 더욱 높였다.

장과의 간담회로 빼곡
히 채워져 있었다. 동화
의 비즈니스 설명 시간
에는 각 사업 부문의 대
표 주자라고 할 만한 동
화인들이 강사로 등장
사내 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생들.

했다. 보드 부문에서는
염규선 팀장이, 스펙인
부문에서는 이형기 과

장이, 건장재 부문에서는 김경훈 과장, 엠파크 부문에서는 지훈 팀장
이 나섰다. 고객, 시장, 경쟁 현황 및 조직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가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에는 컬처라운지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승명호 회장
이 도착하자 입사자들은 차례로 자기소개를 한 후 동화에 대한 궁금
증들을 풀어놓았다. 올 1월에 입사한 설비기획팀 김선용 대리는 “동
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기준이라 모
두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요. 이것을 핵심 가치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라며 오랜 의문에 눈을 빛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던 승명호 회장은 “동화에서 근무하는 사람
더욱 발전할 미래를 약속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는 신규입사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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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이번 교육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팀 조영현 과장.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는 건장재 베테랑 김경훈 과장.

들이 회사 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으면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마루, 원목, 도어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장기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얼마나 힘

으로 국내 인테리어 건축재 시장에서 1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

들까요? 우리 동화인들이 지인들에게 우리 회사 참 좋다고, 이곳에

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동화 건장재 파트의 목표까지 공유했다.

서 같이 일해보자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솔하게 답했

엠파크 지훈 팀장은 “엠파크는 현재 중고차 비즈니스 생태계에 변화

다. 이어 동화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해 일할 때 비로소 성과

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자동차 매매단지인 엠파

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크 시티를 운영해 중고차 플레이어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상

조성하는 것, 즉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엠파크 비즈니스의 목표라고 전하며 “엠

도 얘기했다. 간담회는 다소 긴장감이 흘렀던 처음과 달리 질의응답

파크에서는 정확도 99%의 성능점검지를 직접 발부합니다. 우려가

이 계속될수록 진심 어린 공감과 웃음으로 채워졌다.

많았지만 결국은 ‘엠파크 차는 믿을 만하다’는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
게 기여했습니다”라는 성과를 발표해 신규입사자들의 호응을 받았

오늘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다

다. 이어 엠파크 오토케어, 중고차 판매 플랫폼 이지옥션, 인큐베이팅

다시 이어진 동화의 핵심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시간. 영업 경력 13년

중인 엠파크 다이렉트 등 엠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차인 건장재 베테랑 김경훈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인테리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마감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 동화자연마루의 기술력과 유통

신규입사자들은 3일간의 교육을 통해 동화의 여러 면모를 보았다.

체계의 변화까지 두루 설명했다. 같은 동화인이지만 건장재 부문을

어렴풋하게 느꼈던 동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경험하며 더

처음 접한 이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욱 희망찬 동화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이들. 자신의 역량이 동

강의였다. “강화마루로 인테리어 시장에 접근했지만 앞으로 타일, 강

화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길 바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when they work with a sense of pride and
passion, which requires a happy working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become
engrossed in their work.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the trainees looked nervous,
but as they kept asking questions the
meeting venue became full of laughter and
understanding.

박민호 과장(동화엠파크홀딩스 IT운영팀)

Know your today,
prepare for your tomorrow

During my job interview I received the impression

Kim Kyung-hoon, who has 13 years of
experience in construction materials,
outlined Dongwha’s business processes
starting with an explanation about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Dongwha Nature Flooring
technology and product distribution system.
His lecture was easy to understand for
novice employees. “We entered the interior
market with laminate flooring, but we will
try to diversify our products to tiles, wood,
engineered wood flooring and doors in
the future. In the long term we will strive to
become number one in the domestic interior
construction materials market,” said Kim.
Ji Hoon from M-Park said that M-Park
has changed the dynamics of the used
car market in the nation by operating the
M-Park City complex, which strives to offer
ideal platforms to car dealers to help them
with their work. “We distribute performance
inspection papers that have 99-percent
a c c u r a c y. T h e y h a v e h e l p e d u s e a r n
customer trust in the cars that we sell,” said
Ji. He also introduced M-Park’s auto care
service, used car platform Easy Auction and
M-Park Direct.
The trainees said that the three-day training
session helped them discover a new
side of Dongwha and picture its past and
present as well as its bright future. They
also expressed hope that the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Dongwha’s growth with their
skills.

Park Min-ho, Dongwha M-Park Holdings

“동화의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쁩니다”
입사하는 과정에서 동화가 한 가족으로서 오래 같이할 사람을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달 반 정도 근무하면서
그 생각이 맞았다는 걸 느꼈고요. 사람을 중시하는 동화기업에
서 동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I am happy to be part of the
Dongwha family”
that Dongwha wanted to hire someone who can
stay with it for a long time as a member of its family.
After two and a half months of working at Dongwha, I
realized that my impression was right. I will do my best
as a member of Dongwha, which values people.

진성권 차장(보드영업3팀)

Jin Seong-kwon, 3rd Board Sales Team

“동화의 베테랑이 되겠습니다”
동화의 기업문화와 업무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정말 놀랐습
니다. 직접 교육받고 체험하니 ‘정말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동화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베테랑이 되겠습니다.

“I will become a Dongwha veteran”
I was surprised by Dongwha’s corporate
culture and work system. After this training I
realized that this company truly cares about
its employees and tries to make them happy.
I want to become a veteran who strives to
achieve Dongwha’s goals.

염신웅 대리(동화 한국사무소 무역1팀)
Yum Shin-woong, Dongwha KR Office

“동화에서 일하는 재미를 느낍니다”
동화의 체계적인 교육과 동료분들 덕분에 업무에 빠르
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동화에서는 영업사원의 의사 결
정 자율권을 많이 존중해줘서 책임감도 크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동화에 꼭 필요
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Working at Dongwha is fun”
I have been able to adapt to my new work
environment fast thanks to systematic
training and my coworkers. I want to continue
to grow to become an indispensable me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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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ngwha family.

역동적인 도시 호찌민에서
베트남의 성장 동력을
느꼈던 시간!

27기 대졸 신입사원 및 말레이시아 유학생 해외 사업장 탐방
Overseas Business Site Trip for New Employees and Malaysian Students

베트남에서 동화(同化)를 이루다
Creating Harmony in Vietnam

DONGWHA
Run&
Learn
Training
Report

신입사원들이 해외 현장과 그 나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장 탐방.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해외 사업장 탐방 국가는 바로 베트남이다. 27기 대졸 신입사원 15명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5명이 함께한 그 현장을 생생한 후기로 만나보자.
Dongwha organized a trip to its business site in Vietnam for new employee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 company’s overseas operations and learn about foreign cultures. Fifteen new
employees and five Malaysian students visited Vietnam on August 8-13.

“동화인이란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 경영기획팀 김건우 사원
“Becoming One as Dongwha Members” Kim Keon-woo, Business Planning Team

새로움으로 가득 찬 해외 사업장 탐방
베트남의 국영기업과 합작해 세운 VRG 동화는 최근 몇 년간 놀랄 만한 성과를 기록한 동화그룹의 주요 성장 동력으
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 진행된 회사 소개에 의하면 이곳의 모든 투자가 차입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었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한 채 다음 일정인 호찌민 시내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한
복판에서 느낀 것은 호찌민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겪고 그 이후 세대가 베트
남 사회의 중심이 돼 젊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감하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
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베트남의 성장 동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Discovering new things at overseas business site
VRG Dongwha, which was founded through a merger with a Vietnamese state-owned
company, has emerged as Dongwha Group’s new growth engine by achieving stellar
resul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hile touring Ho Chi Minh City, my first impression was that
it’s a city of young people. I knew that the post-war generation of Vietnam played a pivotal
role in Vietnamese society and in building a young and dynamic city, but it was impressive
to see it with my own eyes. Seeing scores of young people riding motorbikes busily, it was easy
to guess what Vietnam’s growth engine was.
문화로 공감대 형성한 조별 활동
조별 활동의 주제는 ‘베트남으로의 동화(同化)’였습니다.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하며 베트남을 보다 깊이 이
해하고자 정한 주제였습니다. 베트남의 과거는 전쟁박물관 등에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간접적으로나마 접했
고 현재는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살펴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화기업의 동화 베트남 판매법인을 방
문했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인사하며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화 제품의 위상을 어렴풋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빈푹에 있는 VRG 동화 공장 견학도 흥미로웠습니다. 입사 이후 꾸준히 봐온 생산 라인이었지만 공
장의 열기와 굉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생각하며 현지에서 일하시는 주재원들 그리고 현지 직원분들에게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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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Discovering familiarities amid differences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해외 사업장 탐방. 베트남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닌, 동화 직원들

When the date of our trip was set, I was worried about the sultry Southeast Asian weather and

이 열성을 쏟고 있는 우리의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탐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local food. But when we arrived in Ho Chi Minh City, the weather was even cooler than in Korea.
Thanks to the friendliness and hospitality of the locals, I was able to overcome my fear of a for-

Group activities to discover Vietnamese culture
The theme of group activities was “Harmony in Vietnam.” The goal was to learn about
Vietnam’s past and present and understand it better. We have heard and read a lot about
Vietnam’s past, and we experienced its present firsthand. The next day we visited Dongwha
Vietnam, a sale representative of Dongwha Enterprise. We met the local staff and saw how
popular Dongwha products were in Vietnam. Our trip to VRG Dongwha factory in Vinh Phuc
was also exciting. Seeing the enthusiastic atmosphere at the factory, I thought about all the
values its production line was producing, and felt grateful to the local workers and Dongwha
employees stationed in Vietnam for their arduous efforts.
Although it was a short trip, we learned a lot. We realized that Vietnam is not a faraway
country, but a country where Dongwha members work hard at our company.

eign culture and enjoy my trip to Vietnam.

조원들과 눈으로 보며 체득한 시간들
저희 조는 베트남 상공간 인테리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인테리어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고 이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 시장에서 동화기업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호찌민에 도착한
후 빈콤센터를 시작으로 베트남의 명소 인테리어를 둘러보고 조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인테리어와 비교하며 토의
했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반면 베트남 현
지 상공간 인테리어는 화장실 타일을 벽에 붙여놓은 모습, 틈이 갈라진 마루 시공, 심지어 외형 시멘트 그대로 마감
재 없이 사용되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조는 베트남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함께 발달한 장
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음을 배웠습니다. 아직 발전하지 못한 장소들 역시 베트남 경제가 발전해가면서
서서히 나아질 것이므로 베트남 시장에 동화기업의 제품이 진출할 여지와 기회가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VRG 동화. 그곳의 정돈된 작업 환경과 체계적인 창고 관리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 현지

“우리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보드영업3팀 강경원 사원
“Believing in our potential” Kang Kyung-won, 3rd Board Sales Team

근로자들과 협업하는 주재원분들의 모습에서 조화를 이뤄낸 VRG 동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Seeing and learning firsthand
다름 속의 친근함을 만나다
처음 베트남 탐방 일정이 잡혔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날씨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흔한 무더위가 걱정됐고 음
식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해보니 오히려 한국보다 서늘한 날씨와 친숙해
보이는 한국형 건물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 역시 친근하게 다가와줘 타 문화에 대한 두려움
을 털어낼 수 있었고 더욱 활동적으로 베트남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My team was tasked with investigating Vietnam’s interior styles. Our goal wa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ior markets of Korea and Vietnam in order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Dongwha products in the rapidly growing Vietnamese market. Upon our arrival in
Ho Chi Minh, we toured places with outstanding interior styles such as Vincom Center, and
compared them with interior styles in Korea. We concluded that the interior styles of franchise
companies were similar to those in Korea. By contrast, the interior styles of local establishments
were quite different: flooring with cracks, even exterior walls covered with cement without any
finishing materials. We concluded that while some places in Vietnam were highly developed,
others were still lagging behind due to the country’s rapid economic growth. This also means
that the Vietnamese market offers much opportunity for Dongwha products. We also visited
VRG Dongwha, which appeared very neat and familiar. We were impressed by its wellorganized working environment and systematic warehouse management.

꼼꼼한 관리가 인상 깊었던
현지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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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Dongwha”!

동화인의 의견이 <그린동화>를 알차게 합니다.
사보를 보신 후 흥미롭게 읽은 기사, 꼭 들어
갔으면 하는 내용, 보완하면 좋을 점 등에 대
해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사소한 의견
이라도 <그린동화>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먹고 자랍니다. 체험 이벤트, 의견 공유,
가족 여행 등 참여형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 <그린동화>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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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ur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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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알리고 싶은 대리
점 등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 주세요. 파트
너십 넘치는 동화인들의 활발한 소개를 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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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를 전파하는 동화인, 아이디어가 많은 동화
인 등 혼자서만 알기 아까운 모범 동화인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동화인
은 다음 호 사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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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동화(2~3p)’의 모습을 멋지게 색칠한 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참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내실 때 누가 색칠했는지 출품
부문을 표기해주시면 부문별로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출품 부문 ①자녀 ②배우자 ③동화인 •기간 10월 30일까지
•E-mail jjy806@dongwha - mh.com

Color the image of Global Dongwha (p. 2-3), take its photo and email it to us.
Your family is also welcome to join in. When sending your photo, don't forget
to write who colored the image (choose one of the three categories below). We
will select lucky winners through random drawing and send our gifts.
•Category ① Child ②Spouse ③Dongwha member •Period Until Oct. 30
•E-mail jjy806@dongwha-mh.com
➊ 자녀, 배우자, 본인 중 누가 색칠을 할지 결정한다.
Decide who will color the image (you, your child or spouse).
➋ ‘글로벌 동화(2~3p)’를 예쁘게 색칠한다.
Color the Global Dongwha image (p. 2-3).
➌ 멋진 모습으로 변한 ‘글로벌 동화(2~3p)’를 사진으로 찍는다.
Take a photo of the colored image.
➍ 상품 수령 시 필요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출품 부문을 표기한 후 사진을 이메
일로 보낸다.
Send the photo along with your name, phone number and category by
e-mail.

지난호 퀴즈 당첨자 안형준 인천 서구 가정로 윤희문 인천 서구 승학로 이미연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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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물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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