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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Global Dongwha Festival 2016

“무한도전, 천년동화!”
화합의 함성, 천년시대를 활짝 열다
DONGWHA
Leading
Topic

지난 9월 9일, 천년 고도 경주에 동화인들이 모였다. 동화의 굵직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천년 기업으로 가는 초석을 다진
자리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에서 화합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무한도전, 천년동화’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축제의 장. 동화인의 도전정신과 열정의 기운 가득했던 그 생동한 현장을 담았다.

Dongwha Forever!
On September 9, Dongwha members gathered in the
millennial city of Gyeongju to take a look at Dongwha’s
achievements and lay a foundation for its eternal growth
at the Dongwha Festival 2016. Held under the slogan
“Dongwha Forever,” the festival featured various
programs and was full of passion and energy.

Topic 1

기차 타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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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정기를 이어받아 Mission Possible!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이 열린 날, 400여 명의 동화인들이 천년 고도 경주에
속속 도착했다. 천년의 역사를 머금은 도시의 정기를 이어받아 동화의 밝은 미래
를 다짐하는 자리.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이번 행
사는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해외법인에서 온 현지 직원과 2016 미스
코리아 영광의 주인공들도 자리를 함께해 한층 다채로운 화합의 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프로그램은 조별 미션을 수행하는 ‘천년 고도 레이스’. 신라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 안에 깃든 가치와 의미를 통해 동화가 나아가
야 할 미래를 그려보는 미션들이 주어졌다. 동화인들은 16개 조로 나뉘어 코스를
돌며 각 장소에서 흥미로운 대결을 벌였다. 첨성대, 무열왕릉, 안압지, 분황사, 포
석정, 경주 오릉, 국립경주박물관, 통일전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시
공간을 넘나들었다. 특히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된 분황사에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동화의 비전 탑을 쌓는 일에 도전했다.
하이라이트는 전 직원이 하나 된 최종 미션. 천년을 지켜온 불국사에서 동화그룹
의 미래 비전이 담긴 메시지 ‘무한도전, 천년동화’ 현수막을 펼치는 일이었다. 이
는 동화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단합된 힘과 끈끈한 동
1

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1 천년 고도 레이스 미션 수행을 위해 분황사를 찾은 동화인들 2, 3, 4 ‘무한도전, 천년동화’ 현수막을 펼치는 하이라이트 미션을 위해 단합하는 모습 5 분황사에서 한마음으로 비전 탑을 쌓았다.

Receiving millennial energy to make our mission possible
시공간을 넘나드는
미션 시작

2

3

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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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400 Dongwha members arrived in the ancient city of
Gyeongju one by one on the day of the festival. The purpose of this
year’s festival was to lay a foundation for Dongwha’s bright future
by receiving the millennial energy of Gyeongju,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The festival was attended by Dongwha employees
from Vietnam, Australia, Malaysia and New Zealand as well as the
winners of the Miss Korea 2016 beauty contest.
The first program was a team race. Dongwha members split
into 16 teams to stage an exciting competition by traveling back
in time among historic relics, such as the Cheomseongdae
Observatory, Tomb of King Muyeol, Anapji Pond, Bunhwangsa
Temple, Poseokjeong Pavilion, Gyeongju Oreung Royal Tombs,
Gyeongju National Museum and Unification Hall. The highlight was
the final mission carried out by all the participants at the millennial Bulguksa Temple. They made a banner reading, “Dongwha
Forever!” to represent Dongwha Group’s future. It was a symbolic
performance representing Dongwha members’ ardent wishes and
camaraderie.

2016 4th 09

골든벨을 울려라, 동화의 역사를 품은 퀴즈 타임
미션 수행 후에는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개회식이 열렸다.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날 모인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역사의 상징 경주에서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리고 모두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동화 역사 퀴즈왕 시간에는 신라 유적지 면면에 깃든 의미와 문화재 상식 퀴즈를
비롯해 동화의 지난 발자취를 곰곰이 되짚어볼 수 있는 문제가 이어졌다. 동화 설
립부터 성장 과정, 해외 진출 스토리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오자 진지한 표정으로 답
을 가려내는 동화인들. 정답이 발표될 때면 여기저기서 환호와 탄식 소리가 교차
했다. 열정적인 퀴즈 시간이 마무리되고, 유적지 미션 수행과 퀴즈 풀이를 합산한
결과 3조가 최종 우승을 차지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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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about Dongwha’s history
After completing team missions, the opening ceremony of
the Dongwha Festival 2016 was held. In his opening speech,
Dongwha Enterprise CEO Kim Hong-jin encouraged the employees. “I’m happy to be here with all of you in the historic city
of Gyeongju. I wish you to get rid of stress and have a great time
together,” said Mr. Kim.
The quiz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Silla relics,
cultural properties and Dongwha’s history, such as its
foundation, growth and overseas expansion.

동화의 역사왕은
누구?

1
2

4

6

7
5
1, 2 천년동화를 응원하며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축제의 장 3 경주 유적지를 둘러보는 동화 임직원들 4 우리 팀 파이팅!
즐거운 응원 시간 5 첨성대에서 펼쳐진 대형 윷놀이 미션 6, 7 16개 조로 나뉘어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친 천년 고도 레이스.

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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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불꽃 2, 3 동화기업 건장재1팀 박주형 과장과 동화기업 모클팀 오준원 대리가 각각 초청 가수와 함께 공연을 펼친 특별한 무대
4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긴 동화인들 5 우리는 운명 공동체! 팔찌 미션을 수행하는 구성원들 6 비전 ‘무한도전, 천년동화’를 가슴에 품은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Romantic dinner outdoors and passionate performance

1

낭만의 향연, 야외 만찬과 열정의 무대
저녁이 되자 야외 잔디마당에서는 로맨틱한 시간이 이어졌다. 다 함께 외
치는 힘찬 구령에 맞춰 ‘무한도전, 천년동화’의 한 자 한 자에 불을 밝히는 점
등 세리머니에 동화인 모두가 환호했다. 지난해 만든 화합주를 개봉하는 특

In the evening, Dongwha members spent romantic time outdoors. The festival slogan lit by lights added excitement to the festive atmosphere. The
participants also opened “the liquor of camaraderie” that they made last year.
While enjoying barbecue, steaks and sausages, the participants seized the
opportunity to catch up their coworkers and have fun together.
A concert celebrating the festival was held against the scenic Bomunho
Lake. It began with an enrapturing nanta performance staged by overseas
employees. There were a few surprise guests as well-singer Bada and rock
band No Brain, whose passionate performances made the audience sing and
dance. Some of the Dongwha members showed off their hidden talents by
performing duets with the invited singers. The festival ended with beautiful
fireworks that embroidered the night sky to the participants’ cheers.
The Dongwha Festival 2016 has laid a strong foundation for making
Dongwha a millennial company and improving its status in
the global arena.
낭만과 열정의
축제

별한 이벤트도 흥을 돋우었다. 바비큐, 스테이크, 소시지 등 푸짐한 음식이 차
려진 저녁 만찬 시간은 금세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때맞춰 ‘동화 페스티벌’ 공연이 아름다운 보문호를 배경 삼아 펼쳐졌다. 해외 직원
2

들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2016 미스코리아들이 걸그룹 댄스 공연과 성악 무대

3

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깜짝 손님도 빠질 수 없다. 대한민국 대표 디바 바

6

다와 록밴드 노브레인이 등장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자 객석 곳곳이 들썩이며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특히 동화인들은 그간 숨겨왔던 놀라운 끼를 발휘
하며 초청 가수들과 함께 듀엣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하루의 마지막을
수놓은 건 화려한 불꽃놀이. 전 직원의 구호 제창에 맞춰 다채로운 모양의 불꽃들
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황홀한 낭만을 선사했다.
천년 기업으로 가기 위한 비전을 공고히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동화인
들.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을 계기로 동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훤칠한 높이
로 비상하리란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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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엠파크허브 출범 기념식

신뢰를 경험하는 곳,
엠파크허브의 문이 열리다
쾌적한 쇼룸에서 여유 있게 중고차를 살펴본 후 ‘믿고’ 구입하는 일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 11월 1일 드디어 첫선을
보인 ‘엠파크허브’ 이후의 변화다. 국내 최대 규모에 첨단 기술로 무장한 엠파크허브,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냈던 출범
기념식 현장을 담았다.

DONGWHA
Leading
Topic
Topic 2

14

Dongwha M-Park Hub Launching Ceremony

Experience Based on Trust
Thanks to the M-Park Hub, which was unveiled on November 1, consumers
in Korea will be able to buy used cars from trustworthy dealers after choosing a car
they like in a pleasant showroom. The M-Park Hub boasts the largest scale in the
nation and advanced technologies.

Helping customers rest assured
중고차, 착한 매매가 시작되다

허브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그 시작을 축

“5년 전 국내 최초로 타워형 백화점식 중고차 매매 단지를

하하기 위해 동화기업 대회의실에 승명호 회장을 비롯해

선보인 동화엠파크는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 문화의 진화를

임원진과 기자단이 모였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형 하드웨어와 첨단 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프트웨어를 구축한 엠파크허브를 통해 자동차 애프터 시장

366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신차 판매량(166

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만 대)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시장 규모만 무려 35조 원에

동화엠파크 정대원 대표의 인사말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른다. 갈수록 커지는 시장 규모와는 다르게 투명하지 못

11월 1일, 동화기업이 약 710억 원을 투자해 완공한 엠파크

한 시장 구조의 개편이 시급했다. 동화기업은 신뢰를 바탕

“Five years ago Dongwha M-Park was the
nation’s first tower-type used car complex
that has been benchmarked by many other
companies. It has become a leader in Korea’s
used car market. The M-Park Hub, featuring
advanced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will continue to transform the automotive
aftermarket in a sound way.”
These are the remarks of Dongwha M-Park
CEO Chung Dae-won made at the ceremony
of unveiling the M-Park Hub to a big round
of applause. The era of safe transactions has
begun in the used car market as well with the
launch of the M-Park Hub on November 1.
The new facility was built on the 71-billionwon investment made by Dongwha Enterprise.

Dongwha executives including Chairman Seung
Mung-ho and many journalists gathered in the
conference room of Dongwha Enterprise to
congratulate the launch of the M-Park Hub.
The used car market now reaches 35 trillion won,
and it keeps growing every year. However, the
lack of transparency in used car transactions
remains an issue. Dongwha Enterprise launched
its used car business in 2009 in order to create
a new paradigm in the used car market based
on trust. It has built the M-park Tower and the
M-Park Land, and launched the new used car
complex, M-Park Hub, on the site of its former
MDF factory. CEO Chung vowed to promote the
M-Park Hub into a place that not only instills
customers with trust but also where they can
experience trust firs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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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겠다는 각오하에

단지다. 엠파크타워, 엠파크랜드를 합쳐 국내 최대 규모인 약 7,000대

2009년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엠파크타워’와 ‘엠파크랜

를 기록하던 동시 전시 차량 규모는 엠파크허브가 들어서면서 국내

드’를 완공했고, 옛 동화기업 MDF 1공장 자리에 세 번째 신규 중고차

중고차 매매 단지 최초로 1만 대를 넘어서게 된다. 이로써 인천 지역

매매 단지 ‘엠파크허브’가 출범한 것이다. 이날 정대원 대표는 엠파크

중고차 거래에서 55%의 점유율(2015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엠파

허브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넘어 고객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

크는 금번 엠파크허브 완공으로 2017년 시장 점유율 61%를 내다보

는 중고차 시장의 안전지대가 될 것을 약속했고, 임원진과 참가자들

고 있다.

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New growth engine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성장 동력
매매 단지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엠파크허브 출범 기념 테이프 커
팅식이 거행됐다. 승명호 회장은 “1986년 설립된 국내 최초 MDF(중
밀도섬유판) 공장인 동화기업 MDF 1공장이 30년 만에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 단지로 탈바꿈했다”며 “성장 모멘텀이 되어준 MDF 사
업처럼 엠파크허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당부와 포부를 함께 전했다.
실제로 약 710억 원을 투자한 엠파크허브는 지하 1층~지상 9층에
연면적 9만 4,938㎡로 축구장 13개보다 넓은 규모다. 한 번에 3,600
여 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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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ouring the new complex, a tape-cutting
ceremony was held. Chairman Seung Myung-ho said
that Dongwha Enterprise’s first MDF factory, which was
also the first in Korea,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nation’s largest used car complex 30 years since its
founding. He also expressed hope that like the MDF
factory, the M-Park Hub will also become Dongwha’s
new growth engine.
The new complex, which cost around 71 billion won
to build, has nine levels and one basement level,
and occupies an area of 94,938 square meters,
which is larger than 13 soccer fields combined. It

can accommodate more than 3,600 cars at once.
The combined number of cars that can be displayed
simultaneously at the M-Park Tower, M-Park Land and
the M-Park Hub surpasses ten thousand, the largest in
scale in the nation.
설계부터 ‘신뢰’에 모든 것을 맞췄다
신뢰에는 지름길이 없다. 출범 기념식에서 임원진들은 매매 단지 곳
곳을 둘러보며 엠파크허브가 추구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이 설계 단
계부터 적용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층은 사진 촬
영장, 동화엠파크가 직영하는 자체 성능점검장 등 차량 상품화 공간
으로 꾸며졌다. 3층부터 9층까지는 차량 전시장이 위치하고 엘리베
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전시된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는 쇼룸이다. 특
히 3층에는 엠파크타워로 가는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지금껏 중고차 매매 단지를 운영하
며 검증한 노하우를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소프트웨어도 진화했다.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을 도입해 엠파
크허브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검색한 중고차 매물 정보를 고객 스
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다. 매매 단지 내에서 중고차 거래 종사원을

만났을 때 해당 종사원의 정보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
템이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선진적인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해나갈 엠파크허브. 동화인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앞으로 더욱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가길 기대한다.

Designed to earn trust
There are no shortcuts to earning trust. The M-Park
Hub was designed entirely to earn customers’ trust and
ensure transparency. The first level features a photo
zone and a car inspection section operated directly
by the M-Park Hub. Levels 3-9 feature car exhibition
halls. Customers can enter showrooms right upon exiting
the elevator. On the third floor, there is a cloud bridge
leading to the M-Park Tower.
The M-Park Hub is equipped with advanced software
such as near field communication, which enables
customers to transmit data on used cars searched in
M-Park Hub kiosks to their smartphones. The M-Park
Hub is determined to become a leader in establishing a
trustworthy, fair and advanced used c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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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닥재 ‘나투스 진(眞)’ 론칭

Launch of Eco-friendly Flooring “Natus Jin(眞)”

동화의 기술,
세상에 없던 제품을 완성하다

Unprecedented product
manufactured with
Dongwha technologies

모두의 기대 속에 동화의 신제품 ‘나투스 진(Natus 眞)’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 최고 수준 친환경 등급인
슈퍼E0 인증, 국내 유일의 10년 품질 보증,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등 혁신과 파격이 쏟아졌다.

DONGWHA
Leading
Topic
Topic 3

Dongwha’s new flooring product named “Natus Jin(眞)” has
been finally unveiled amid high expectations. Boasting the
highest eco-friendly certification level in Korea of grade
Super E0, this product is the only of its kind in the nation to
have a ten-year guarantee. In addition to its outstanding
safety, it also features a very attractive design.

1

신소재 NAF보드, 최고 친환경 등급 획득
“최근 동화기업은 강화마루, 원목마루, 합판마루는 물론 벽장재, 천장재까지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해왔
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나투스 진(眞)은 그 의미가 남달라요. 급변하는 바닥재 시장에서 큰 변혁을 불러올
제품이라 자신합니다. 나투스 진(眞)을 통해 40%대의 시장 점유율을 탈환하겠습니다.”
여의도 동화기업 원창홀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화마루 대리점주와 인테리
어 전문가, 기자들과 함께 12월 6일, 7일 이틀간 진행된 나투스 진(眞) 론칭 행사. 김홍진 대표가 결의에 찬
인사말로 오프닝을 열었다.
실제 정부의 친환경 건자재 규제 강화 방침에 힘입어 파티클보드(PB)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
큼 참석자들의 관심 역시 나투스 진(眞)의 친환경 등급에 집중됐다. 보드의 친환경 등급은 리터당 폼알데
하이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E2급(5.0㎎/ℓ), E1급(1.5㎎/ℓ), E0급(0.5㎎/ℓ), 슈퍼E0급(0.3㎎/ℓ)으로 나
뉘는데 나투스 진(眞)은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등급인 슈퍼E0을 받아 화제가 됐다. 동화기업이 특허 개
발한 신소재 NAF(Non-Added Formaldehyde·폼알데하이드 무첨가)보드가 그 비결이다. ‘침묵의 살
인자’라 불리며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라돈(Radon) 방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소화했다.
시공 접착제도 라돈 제어 물질을 첨가한 전용 ‘그린풀 황토’를 사용해 맨바닥 대비 47%, 일반 강마루 대비
28%가량의 라돈 가스 방출량을 낮추며 뼛속부터 친환경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The most eco-friendly flooring made with NAF boards

1 신제품 나투스 진(眞)을 선보인 론칭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 신소재 NAF보드로 국내
최고 수준 친환경 등급을 받은 나투스 진(眞).

“The release of our new product, the Natus Jin(眞), is all the more meaningful because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revolutionize the rapidly changing flooring market. Through this
product, we aim to regain the 40-percent market share,” said CEO Kim Hong-jin at the
launching ceremony. Dongwha unveiled the Natus Jin on December 6-7 to a big round of
applause from the audience in the Wonchang Hall of Dongwha Enterprise. The audience
comprised heads of Dongwha’s partner stores from across the country, interior experts
and journalists. Dongwha’s new product drew particular attention becaus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le boards have been strengthened recently. For boards, the
permissible amount of formaldehyde emission is 5.0㎎/ℓ for grade E2, 1.5㎎/ℓ for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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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스 진(眞)은 결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결과물이 아니다. 나무와 함께 70년간 성장해온 동화는
바닥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소재를 고민하고 개발해왔다. 눈에 띄지 않아도 진심의 가치
를 믿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태도라 믿었다. 이러한 동화기업의
혁신은 나무가 제 안으로 나이테를 키우는 일과 같을 것이다. 나투스 진(眞)은 ‘더 완벽한 마루’, ‘더
이로운 마루’를 위해 도약하는 동화의 새로운 나이테다.

Pursuing innovation for the sake of perfection
Team Manager Choi Shik-hyun introduced the Natus Jin as a product with excellent
durability, water-resistance and thermal conduction. “The NAF boards retain the
heat 1.3 times longer, because they have higher density than the plywood boards
used in regular wood engineered flooring,” said Mr. Choi, showing the video of a
1

test where it took 100 minutes to heat the surface of regular wood flooring to 30℃
and 80 minutes to heat the surface of the Natus Jin to the same level. The Natus Jin

1 실험 영상을 통해 ‘내수성, 내구성, 열전도성’ 등 나투스 진(眞)의 우수성을 알렸다 2 설명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신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3
3 ‘그린풀 황토’를 시공 접착제로 사용한 친환경 나투스
진(眞) 4 신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5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설치된 테스트 존
6, 7 이날 방문객들은 동화 신제품을 꼼꼼히 살펴본 후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has been also found to retain the heat 1.3 times longer than regular flooring. To solve
2

chronic problems in hardwood floors, such as contraction and expansion caused
by humidity and changes in temperature, the Natus Jin is installed using two methods:
glue-down and click-and-lock.
The neat design of the new flooring is another reason of its popularity. Team

E1, 0.5㎎/ℓ for grade E0, and 0.3㎎/ℓ for grade Super E0. The Natus Jin made headlines

Manager Han Ji-bin, who introduced design patterns used in the Natus Jin, said that

by meeting the highest environmental standards in Korea of grade Super E0 and has

the new product was designed in two themes: “Space Pure,” which feels and looks

been lauded as a perfectly eco-friendly product. Its secret lies in the NAF(Non-Added

natural, and the vintage-style “Space Combi.”

Formaldehyde) boards, a patented technology developed by Dongwha Enterprise. The

After the introduction, interior experts and partner store CEOs took a closer look at

emission levels of radon, which is often called “a silent killer” causing lung cancer, were

the new product in the test zone. They praised it by calling it the best product after

minimized at the manufacturing stage.

the click-type laminate flooring and the right product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herring-bone flooring.

완벽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제품 소개에 나선 최식헌 팀장은 나투스 진(眞)의 특·장점으로 ‘내수성, 내구성, 열전도성’을 꼽았다. 그는
“NAF보드는 일반 강마루 제품의 핵심 소재인 합판보다 밀도가 높아 온기가 일반 강마루 제품에 비해 1.3

This outstanding flooring was not created overnight. Dongwha, a company with a
seven-decade history, was the first in the wood flooring sector to develop naturefriendly materials, because it always believed that sincerity is the basis of every
virtue and that ingenuous ideas are the basis of innovation. Dongwha’s innovation

배 더 오래 유지된다”고 밝히며 실제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난방을 시작한 후 바닥 표면 온도

can be compared with the way growth rings develop inside trees. The Natus Jin is

가 30℃까지 도달하는 데 일반 강마루 제품이 100분이라면 나투스 진(眞)은 80분이 소요됐다. 바닥의 온

Dongwha’s new growth ring for developing even better flooring products.

기를 유지하는 시간도 강마루보다 1.3배 길었다. 바닥과 접착하는 접착식 시공 방식과 마루와 마루 사이
를 결합하는 클릭 시공 방식을 이중으로 적용, 목질 바닥재의 고질적 문제인 습기·온도 변화로 발생하는

4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수축·팽창 문제도 해결했다. 또한 마루 표면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더한 고강도 표면 소재를 사용해 찍
힘, 긁힘, 오염 등으로부터 내구성을 높였다는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5

6

7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도 인기였다. 나투스 진(眞) 패턴을 소개한 한지빈 팀장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Space PURE’ 콘셉트와 빈티지한 감성을 살린 ‘Space COMBI’ 콘셉트로 구성했다”고 밝히며 “요즘
주목받는 헤링본 패턴으로 시공할 수도 있고, Space COMBI 콘셉트는 동화기업의 벽장재인 디자인월
제품과 호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 대리점주와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테스트 존에서 전시 제품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도 했다. “강화마루 클릭 이후 최고의 제품이 나온 것 같다”, “헤링본 바닥재 문
의가 많은데 나투스 진(眞)으로 고객 니즈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보장한다니 기대된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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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화, 한국에 모이다
동화의 글로벌 사업장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발된 27명의 성과우수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진행된 ‘One Dongwha Camp’(이하 원 동화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2014년에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원 동화 캠프는 한국과 동화의 문화·가치를
직접 느끼고 여러 나라의 동료와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만 진
행하던 투어를 경주까지 확장해 한국의 현재뿐 아니라 과거 문화까지 체험하는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동화의 역사와 현재를 만나는 시간이었던 1일 차에는 가좌동에 위치한 동화 역사관을 견학한 후 강화마루
공장과 엠파크, 아산MDF를 방문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고단한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동화 캠

DONGWHA
Leading
Topic

프 참가자들은 웰컴 파티가 이어진 저녁 시간까지 시종일관 행복한 웃음으로 자리를 지켰다. 동화 컬처빌
리지에서 열린 웰컴 파티에서는 서로의 국가와 문화를 소개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원 동화 캠프의 시작
을 자축했다.

Global Dongwha coming together in Korea

Topic 4

Twenty seven best-performing employees from Dongwha’s business sites in Vietnam,

제3회 원 동화 캠프

3rd

One Dongwha Camp

문화를 나누며 하나 되는 동화인
Becoming One by Sharing Culture

Malaysia, New Zealand and Australia visited Korea to take part in the One Dongwha
Camp held on September 5-10. Marking its third anniversary this year, the One
Dongwha Camp seeks to publicize Korean culture and Dongwha’s core values and
corporate culture to Dongwha member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is year,
participants toured not only Seoul but the historic city of Gyeongju as well to help them

올해로 벌써 3회째인 글로벌 동화인들의 축제 ‘원 동화 캠프’가 지난 9월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되새긴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만나본다.

learn about the ancient culture of Korea as well.

The 3rd One Dongwha Camp was held in September. It lasted one week.

touring the Dongwha History Hall in Gajwa-dong, a laminate flooring factory, M-Park and

It was a meaningful time dedicated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On day one,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Dongwha and its present by
the Asan MDF factory. Despite the long travel time, the participants had great fun until a
welcome party that was organized for them in the Dongwha Culture Village in the evening.
They introduced their home countries and cultures, and celebrated the beginning of the
One Dongwha Cam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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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members come together
On the morning of day two, the participants tried their hand at the Korean martial art
taekwondo at a culture workshop. They discussed cultural influ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among countries. They also listened to a lecture about Geert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ory and played games to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and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and cooperation.
On the third and fourth days, the participants toured Seoul and Gyeongju. They made
kimchi together, learned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tea ceremony, played traditional
Korean games and tried on traditional and royal attire. The participants of the One
전 세계 동화인이 한데 뭉친 축제의 장

Dongwha Camp said it was an opportunity to tour Korean factories, meet their co-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인 ‘태권도 체험’으로 아침을 맞이한 2일 차에는 ‘이문화 워크숍’이 진행됐다. 문화가 가진 영향력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and feel a sense of pride in their workplace. They also

과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에 대해 생각해본 이 시간에는 특별 강의를 통해 홉스테드의 비교문화 이론을 배우고, 직접 게

said that the camp has inspired them to grow further as members of Dongwha, and

임을 수행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and gratitude. We hope that such events will be held on a

3~4일 차에는 서울과 경주 투어가 이어졌다. 함께 김치를 만들고 다도를 배우거나 활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고,

regular basis to help more Dongwha members understand Korea and Dongwha, and

한복을 비롯한 선비복과 신라 왕실복을 입어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또 서울의 경복궁과 N타워, 경주의

take pride in their company.

서악서원, 신라 문화원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4일 차에는 이번 일정
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 세계 동화인들을 만나 화합을 다졌다. 저녁
공연 시간에는 일정 틈틈이 연습한 ‘난타’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원 동화 캠프에 함께한 글로벌 동화인들은 “한국의 공장을 돌아보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동화인들을 만나며 동화인
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도 동화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
다”며 원 동화 캠프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돼 더 많은 글로
벌 동화인들이 한국과 동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2016 4th 15

Dongwha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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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가족들이 플랜트 오픈 데이를 맞아 동화 뉴질랜드를 방문했다.

동화 뉴질랜드의 플랜트 오픈 데이 Plant Open Day at Dongwha New Zealand

동화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Welcome to all Dongwha families!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구성원 자녀들.

DNZ 가족의 특별한 하루

Welcome to DNZ

동화 뉴질랜드(DNZ)에서는 지난 10월 6일, 플랜트 오픈 데이(Plant

On October 6, Dongwha New Zealand held the “Plant
Open Day” event. The “Plant Open Day” event is
held annually for Dongwha members as well as their
families and friends who are invited to learn more
about Dongwha and see how its employees work.
This year the event began with a briefing on safety
and the company’s introduction. Then the participants
toured offices and factories, and attended a Q&A session where Dongwha families asked questions about
Dongwha New Zealand.

Open Day)를 열었다. 플랜트 오픈 데이는 매년 1회 동화 직원과 가
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 방문 행사다. 직원들의 가족과 친
지, 지인들을 초대해 동화를 소개하고 구성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
떻게 근무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다.

26

플랜트 오픈 데이(Plant Open Day)를 맞아 동화 뉴질랜드 구성원이 가족들을 일터로 초청했다. 기분 좋은 웃음으로
가득했던 동화 뉴질랜드의 해피 타임. 그 행복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올해 플랜트 오픈 데이는 안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회사 소개로

Employees of Dongwha New Zealand took part in the Plant Open Day along with their families.
The event was filled with laughter all day. We take you there now.

가족들은 평소 회사에 대해 품었던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동화 뉴질

시작되었다. 이후 사무실과 공장 투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랜드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16 4th 27

동화로 하나 된 시간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 음식을 비롯해 다
양한 메뉴로 구성된 바비큐 코너를 준비해 선보였다. 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
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을 제공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하루
를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하며 서로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었던 플랜트 오픈 데이. 참가자 모두 동화의 일원으로서 한마음으로 어우
러진 행복한 시간이었다.

This year’s event featured a barbecue section consisting of various Korean dishes. This was done to introduce Korean culture. All
kinds of rides were installed at the event venue for children, who
were also treated to ice cream and desserts. Everything was done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d fun at the event.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ond and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as well as
strengthen camaraderie among Dongwha members.

5

6

7

1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회사 소개와 안전 수칙을 듣는 시간
2, 5 한국 음식 및 다양한 메뉴가 준비된 바비큐 코너
3, 4 동화 뉴질랜드 공장 곳곳을 둘러보는 가족들
6 부모님의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며 아이들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7, 8 플랜트 오픈 데이를 통해
1

2

모두가 하나 된 동화 뉴질랜드 구성원과 가족들.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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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팀버스의 특별한 후원 행사 Special Sponsorship Event of Dongwha Timbers

임직원 가족과 함께한 흥겨운 축제의 장

2016 동화 팀버스 봄발라 컵 경마대회

더없이 화창했던 지난 10월 15일, 호주 봄발라 경마장에 많은 사

Bombala Cup Horse Race 2016

동화그룹 호주 사업장 동화 팀버스가 봄발라 컵 경마대회를 후원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흥미진진한 경기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 2016 동화 팀버스 봄발라 컵 현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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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Timbers, the Australian subsidiary of Dongwha Group, has held a special
event to sponsor the Bombala Cup Horse Race. It featured exciting competitions that
were a joy to watch.

람이 모여들었다.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 2016 동
화 팀버스 봄발라 컵 경마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
회에서는 다섯 번의 승마 경기와 함께 아홉 마리의 경주마가
1,200m 코스를 달리는 장애물 넘기 경기도 함께 열렸다.
50명이 넘는 동화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발라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열린 2016 동화 팀버스 봄발라 컵
경마대회. 이날 두 마리의 말 Malizia와 Patagonia Belle은 마
지막까지 흥미진진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Patagonia Belle이
간발의 차로 Malizia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점에 이
르러서야 우승 결과를 알 수 있는 흥미진진한 경기 덕분에 참가
자들은 내내 긴장과 환호 속에 응원을 펼쳤다.

Topic 6

흥겨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즐긴 동화 팀버스 직원들과 가족들
은 이번 2016 봄발라 컵 경마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사
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화 팀버스 채광병 대표에게 감사 인
사를 전하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The Bombala & District Jockey Club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화 팀버스와 행사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citing festival for Dongwha families
On a sunny day on October 15, a large crowd
gathered at a horse race park in Bombala, Australia
t o w a t c h t h e B o m b a l a C u p H o r s e R a c e 2016
sponsored by Dongwha Timbers. Five fierce races
and 1200m obstacle racing for nine horses were
held. The event was attended by more than 50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who came
to see the race staged against the picturesque
background of Bombala. Two of the horses, Malizia
and Patagonia Belle, staged an exciting race. The
winner was Patagonia Belle, who won by a slim
margin. Tensions ran high at the race, as the result
was hard to predict till the last moment.
Dongwha Timbers members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CEO Chae Kwang-byung, who had
provided generous support to the local community
so that the Bombala Cup Horse Race 2016 could
take place. They also said they were happy that the
race had been held successfully. The Bombala &
District Jockey Club conveyed gratitude to Dongwha
Timbers and the organizers of the rac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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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
무한도전!
값진 내일의 시작

‘위대한 창조’는 도전을 수반합니다.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것. 우리의 지금은 수많은 이들의 겁 없는 도전이 이룬 결과입니
다. 동화인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68년 역사를 이어온 개척정신이 지금의
동화그룹을 있게 했고 앞으로의 길도 환하게 비출 테지요. 그뿐일까요? 우리의
멈추지 않는 도전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
어줄 겁니다. 찬란한 도전, 눈부신 미래! 바로 동화에서 비롯됩니다. 일러스트 정현수
All great creations require tenacity. Turning barren soil into something useful and exploring uncharted territories has been possible
because we were dauntless in taking on new challenges. It was
Dongwha members’ pioneering spirit over the past 68 years that
has made Dongwha what it is today, and it will be the guiding light
for its future. And that is not all. Our unlimited tenacity will help
us build a more abundant and happier tomorrow. We will rise to
challenges to build a bright future for Dongwha.

The Unlimited
Tenacity of
Dongwha Members
to Build a Better
Tomorrow

테마 읽기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Company Surpassing Itself Can Survive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유독 오래 살아남는 기업이 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주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 뜨거운
도전정신이 숨어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혁신이 곧 경쟁력’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전한다. 글 곽숙철 CnE혁신연구소장
Some companies stay afloat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Their secret lies in constant efforts to implement change
and refuse complacency. Their success teaches that innovation is competitiveness.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비밀
역설적이지만, 성공은 조직을 자만에 빠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적(敵)은 바로
어제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필름 3사의 성패가 갈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변화의 시대,
그래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해나가려면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일상화하
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트잇으로 잘 알려진 3M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
113년의 역사를 간직한 3M은 초기에 주로 사포와 연마제를 취급했으나 이후 깜짝 놀랄 만큼 줄줄이 제품의 범주를
확장해 현재 5만 5,000종 이상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B2B 중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곽숙철 CnE혁신연구소장

3M의 제품들은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열차,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 온갖 첨단 제품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

경영혁신 전문가. 강의 및 기

을 정도다.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의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100년 이상 꾸준히 신제품을 개

필름 3사의 갈라진 운명
제록스(Xerox), 페덱스(Fedex), 구글(Google).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뭘까? 그렇다. 이들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오
랜 기간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한 회사들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 공통점이 또 있다. 그것은 이들의 독보적인 지
위로 인해 회사명이 일반 동사가 된 경우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회사들의 이름은 미국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 동
사로 사용되고 있다. ‘xerox: 복사하다’, ‘fedex: 택배로 보내다’, ‘google: 검색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또 하
나 일반 동사화된 회사명이 있다. 바로 코닥(Kodak)이다. 코닥은 ‘ed’가 붙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다. ‘kodaked: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하다’. 창업 이래 현대의 영상 시대를 열어온, 필름과 사진 기술의 대표
기업 코닥이 디지털카메라에 밀려 지난 2012년 파산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필름
3사 가운데 나머지 두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1876년 설립 이후 1889년 흑백 필름 생산, 1936년 세계 최초 컬러 필름 출시, 1956년 세계 최초 자동 노출 사진기를
출시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독일의 아그파포토(AGFA PHOTO)는 코닥보다 앞선 2005년에 파산했다. 일본의 후지
필름(Fuji Film) 또한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함께 아그파포토, 코닥과 마찬가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
나 후지필름은 이들과 달리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2003년 당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후지필름의 CEO로 부임한 고모리 사장은 본업인 필름과 카메라 사업을 축소하
는 대신 평판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신시장에 진출하면서 대반전을 일궈냈다. 후지필름은 2007년 매출액 2조
8,468억 엔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후지필름은 후지화학공업을 인수한 데 이어 글로벌 최
대 제약사 중 하나인 머크의 바이오제약사업부까지 인수하면서 의약품 사업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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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혁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펌핑 크리에

발해오고 있는 3M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M에는 ‘40% 룰(Rule)’이라

이티브>, <경영 2.0 이야기에

는 게 있는데, 5년 내 개발한 신제품으로 매출의 40%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현재 3M의 5년 내 신제품

서 답을 찾다>, <Hello! 멘토>,

매출 비중은 약 35%에 이른다. 이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 래리 웬들링(Larry Wendling)은 이렇게 말한다.

<그레이트 피플> 등이 있다.

“저희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어떤 틈새시장도, 특정한 초점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
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일이 주업인 기업, 그래서 업종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은 기업이 바로 3M이다. 부지불식간
에 닥친 거센 변화의 쓰나미에 쓸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성공의 마천루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격변의 시대, 매일같
이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The secret of innovative companies
Kodak, Agfa and Fuji used to be among the most successful businesses in the field of photography, but their fates turned out to be completely different. Unlike Kodak and Agfa, which
went bankrupt, Fuji has survived to this day and continues to expand its business areas.
Moreover, it is preparing to make a fresh start. The bankruptcies of the two companies,
which ignored the demands of their era and fell into complacency, and the success of the
third company, which boldly rose to challenges, teach us a valuable lesson. 3M, which has
a 113-year history, also succeeded in implementing change. Its sales keep growing steadily
because this company continues to make new endeavors and encourages its employe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3M currently has all kinds of state-of-the-art products and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rporation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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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 Talk, Talk

Talk About Dongwha

우리의 도전정신은 몇 점일까요?

Q2. 동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식어는? Which phrase best describes Dongwha?

How Tenacious Are We?

68년의 세월을 거쳐 끊임없이 성장해온 동화. 오늘도 도전과 혁신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그 저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동화인은 스스로의 도전정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해 동화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다짐해보자. *설문 참여 구성원 : 총 57명

*Q2~7번 문항 : 복수 응답

History-maker in Korea’s timber industry

일러스트 김은섭

Dongwha has been growing steadily over the past 68 years. To this day, it continues to generate new value and
realize its potential based on the spirit of innovation. Then how do Dongwha members evaluate their tenacity?
We conducted a poll to find this out. *57 people polled *Questions 2-5 multiple choice questions

Q1. 동화인의 도전정신은 몇 점?
How would you evaluate Dongwha members’ tenacity?

80점

73%

대한민국 목재 산업의 역사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개척지가 무궁무진
80 points: We have unlimited areas
for future exploration

충만한 도전정신 무장 완료

100점 100 points: We are full of tenacity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 공간을 창조하는 No.1 기업
Number one company in creating beautiful
and happy living spaces

31%

혁신 DNA로 업계를 선도하는 First & Best
Innovative industry leader

23%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글로벌 리더
Global leader with growing global presence

21%

67%

20%
Q3. 동화의 도전정신이 빛을 발한 순간은? When did Dongwha’s tenacity shine the most?

60점

40점

아직은 더 분발해야 돼요
60 points: We need to make more effort
다시 초심을 떠올려야 할 때
40 points: We must remember our original
intention

11%

2%

적극적인 M&A와 생산 시설 인수를 통한
글로벌 진출

61%

When we expanded our global presence
through M&As and acquisitions of production facilities

중고차, 미디어 등 새로운 사업 도전
When we advanced to new business areas
(automobiles and media)

57%

국내 최초 MDF 공장, 강화마루 공장 준공
When we built the nation’s first MDF and
laminate flooring factories

동화홀딩스 지주회사 체제 출범
When we transitioned to a holding company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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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미래를 준비하며 동화인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1순위 과제는?
What must Dongwha members accomplish first to prepare for the future?
Q4. 동화인이라서 행복한 동화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What facility or program makes you feel
happy as a member of Dongwha?
직원들의 쉼터이자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라운지 공간과 식당
Lounges and cafeterias where
employees can rest and work with pleasure

66%

Q5. 동화의 무한도전을 이끄는 숨은 성장 동력은?
What is the hidden driving force of
Dongwha’s unlimited growth?
창업기부터 이어진 개척정신
Pioneering spirit since founding

56%

열린광장, 북콘서트, 음악회 등 소통의 문화 프로그램
Cultural program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Agora, book concerts, music concerts)

61%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동화의 임직원
Creative and audacious executives

40%

교육 프로그램 & 리뉴얼한 동화 컬처빌리지
Training programs and the renovated
Dongwha Culture Village

35%

사람과 자연 중심의 경영 철학
Business philosophy that values people and
nature

31%

사보 〈그린동화〉를 통한 다양한 직원 체험 활동
Various hands-on programs offered by
“Green Dongwha”

12%

기술과 품질로 쌓아온 신뢰
Trust earned through technology and high
quality

22%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사업 다각화
Diversify business areas by unearthing
new value

51%

세계 최고의 목재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
Develop world’s best timber-related
technologies and products

31%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글로벌 시장 개척
Explore global markets with unlimited potential

37%

기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비용 절감 혁신 활동
Innovate business processes to cut costs
and strengthen our business capacity

5%

Q7. 동화만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경쟁력은?
Which aspect of Dongwha culture makes you proud and what is its competitive edge?
직원의 행복을 생각하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
Dongwha’s vision and values that
prioritize employees

66%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동화만의 기술력
Dongwha’s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global
market

38

35%

열린광장 등 하나 되어 단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Events aimed at strengthening camaraderie
such as Agora

38%

호실적을 유지하는 혁신 활동과 자유로운 직원 제안 제도
Innovation projects and corporate culture
encouraging employees to generate idea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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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프로젝트

VRG 동화인의 한국 사업장 방문

VRG Employees’ Visit to Korean Business Sites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성장의 시간

New Inspiration for
Growth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VRG 동화 현지 직원들이 인천과 아산 사업장을 방문했다.
동화의 역사를 비롯해 우수한 제품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차근차근 둘러본 이들은 VRG 동화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VRG employees visited Dongwha’s factories in Incheon
and Asan on November 21-25. They learned about
Dongwha’s history and its superior products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Their visit has inspired them to pursue
higher goals at the Vietnam business site.

동화의 기술과 도전정신을 배우다
동화엠파크 관람 후에는 북성동 PB공장을 견학했다. PB공장 김칠호 본부장과 직원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본격적
으로 공장을 견학하기 전에 회의실에서 공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재활용이란 개념조차 생소했던 1975년에 들
어선 PB공장.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졌다.
“PB는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원목 잔재를 부숴 만든 목재칩에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착해 만든 가공재입니다. 이
곳에선 수거된 건축 폐목재나 폐가구재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목재칩으로 바꿔 연간 56만 1,000㎥의 PB를 생산하고
있지요. 폐목재 재활용률은 90%에 달합니다.”
궂은 날씨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불고 날도 흐렸지만 VRG 동화에는 없는 PB공장을 직접 본다는 설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다는 즐거움에 공장으로 이동하는 발걸음은 가뿐했다. 칩 투입 공정, 건조 공정 등을 둘러본 VRG 동화 직원들은 공정마다
꼼꼼하게 관찰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베트남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내내 고민하는 모습에서
VRG 동화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새로운 경험
VRG 동화 현지 직원 다섯 명이 동화의 기술과 시스템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국내 사업장을 방문했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사업장과의 협업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VRG 동화 직원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 엿보였다. 이들은 “첫 방문이라 무척
기대된다. 그런데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운 것 같다”, “한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본다는 생각에 무척 즐겁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첫날 오전 일정은 인천 가좌동 MDF 2공장과 MFB/LPM/TEGO 공장 투어 및 자연마루 역사관
견학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해 만드는 파티클보드(PB)와 중밀도섬유판(MDF) 사업을 키워온 동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동화엠파크 견학이 이어졌다. 백화점식 중고차 매매 단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다섯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동차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성능점검장과 층마다
수많은 차들이 전시된 이색적인 광경을 보고 모두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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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보고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It was a rare opportunity
to see and learn new things”

“한국과 동화를 몸소 체험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It was a special experience that helped me learn
about Korea and Dongwha firsthand”

Ho Van Viet 우드룸 오퍼레이터(Woodroom Operator)

Nguyen Tan Anh 현장 관리자(Production Supervisor)

“동화의 선진 시스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I have learned a lot from Dongwha’s
advanced system”

Mini Interview

한국 사업장에서 만난 동화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직원
들이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비롯해 저희를

VRG 동화인이 전하는
한국 사업장 방문기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아산MDF공장

VRG Employees Share
Impressions of
Their Visit to Korea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을 견학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특히 QA팀에서 장비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의 깊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베트남 공장의 업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안전한 공장 시스템과 5S 활동이었어요. VRG
동화에도 이를 적용해 품질팀의 5S 활동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
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투어를 통해 동화가 정말 큰 기업이라는 사실을 실감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동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배운

Nguyen Thac Hung 프레스 오퍼레이터(Press Operator)

내용을 잘 적용하며 VRG 동화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화인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을 배웠습니다”
“I learned about
Dongwha members’
passion and
adventurous spirit”

All Korean colleagues that I met in any business site of Dongwha
in Korea are really kind. They are always ready to share with us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 can feel how good their working
attitude is with full attention and very high sense of responsibility.
During my stay, I also have met many smart and young colleagues
with open minds. We know that Dongwha is a big company. And I

“열정 가득한 멋진
동화인들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It was nice to meet
the passionate Dongwha members”

think Dongwha will develop very fast in near future.
I learned about quality control system in the Asan MDF factory.
From this I can focus on good points and have ideas to
improve our factory. I learned how to manage equipment and

Nguyen Van Thinh 기계 엔지니어(Engineering Technician)

4박 5일간 동화 한국 사업장을 방문한 VRG 동화 현지 직원들.
한국 사업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화의 도전정신을
베트남에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I will carry on Dongwha’s
adventurous spirit in Vietnam”

others resources of the QA team so that we can improve
this activity in Vietnam. I learned about safety and 5S activity
in Dongwha Korea. I know that there are many good points
that we can apply to the Vietnam factory site. We will encourage

Truong Quang Thuan 품질 팀장(QA Team)

our QA staff to improve their working attitude. By early next year,
Truong Quang Thuan 품질 팀장(QA Team)

we will modify our lab-room layout and arrangement test equipment
properly in line with the Dongwha Group’s standards.

이튿날부터는 아산MDF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VRG 동화의 시설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
는지 확인하며 질문을 쏟아내는 이들의 모습에는 열정이 넘쳤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휴식 시간을 가

내년부터 VRG 동화의 새로운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공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시스템 등의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

졌다. 4박 5일 동안 알찬 일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VRG 동화인들. 이번 한국 방문이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요하지요. 하여 이번 한국 방문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익숙한 공장이 아닌,

위한 멋진 발판이 되었기를 바란다.

환경이 전혀 다른 공장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배움으로써 업무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Learning Dongwha’s technologies and adventurous spirit
During their visit to the Incheon and Asan factories on November 21-25, the VRG team sought to

더 힘차게,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동화 가족 여러

Next year VRG Dongwha will launch production at its new factory. We

day, the guests toured the 2nd MDF factory in Gajwa-dong, Incheon as well as the MFB, LPM and

needed to acquire a lot of knowledge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TEGO factories, the Dongwha Nature Flooring History Hall, Dongwha M-Park and the PB factory in

factors and system operation in order to run the factory properly.

Bukseong-dong. On the second day of their stay, they visited the Asan MDF factory to take a closer

This visit to Korea has helped me boost my confidence in
enhancing my work skills by touring new factories and learning
how they are operated. I want to work harder and more

asked many questions. Overall, the VRG guests spent a meaningful time in Korea, which will hope-

passionately from now on to achieve my goals. I am grateful to

fully help them attain higher goals back in Vietnam.

the Dongwha family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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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uable time to
strengthen our
determination for
a better tomorrow”

분, 정말 고맙습니다.

improve their work capabilities and bolster cooperation with the DKR business sites. On the first

look at its manufacturing process. They compared its production facilities with those of VRG and

“내일의 힘찬 도전을 다짐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Nguyen Tan Anh 현장 관리자
(Production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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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동화인

동화의 역사와 함께한 동화인들이 말하다 Stories of Dongwha Members Who Wrote Its History

동화의 도전, 나의 열정
개인의 성장 없이는 회사의 성장도 없다. 때문에 동화의 발전은 동화인 개개인의 발전이 모여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4명의 동화인을 만났다.
A company cannot grow unless its employees grow as individual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Dongwha’s growth has been possible so far because its employees have been growing in unison.
We met with four employees who never stop to improve their work skills and rise to challenges.

후배들의 성장을 위한 도전 의식
“아산MDF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은 노하우를 다 함께 공유합니
다. 사실 현장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술직이니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길 바라죠. 이런 좋은 문화
덕분에 동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국 기술대리는 개인 역량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를 분임조
활동에서 찾았다고 전한다.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무한 열정

팀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동화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소통과 융합을 꼽는 박범수 기술대리. 현

때문이다.

장 책임을 맡고 있는 그는 관리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더십의

“3~5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1개 팀이 우수하면 나머지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소회했다.

팀들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도전과 노력이 더해

“팀원 각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져 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 고민이 많았어요.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리더십은 지속적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상

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 기술대리. 개인별 맞춤 관리로 팀원들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

생산 파트에서 근무하는 박범수 기술대리에게 생산량 증대는 늘 풀

절하는 그는 관리자로서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전이라면

어야 할 과제였는데, 최근 하나의 기계에서 생산량을 두 배 정도 늘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팀원들과 도전 의식을 갖고 의지를 다
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밝게 웃었다.
“동화의 68년 역사는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가 생길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끄떡없어 보입니다. 현재에 머물
지 않고 도전하는 동화인들 덕분입니다.”
박범수 기술대리는 앞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
혔다. 수많은 공정 작업을 거쳐 현재 시제품을 생산해 테스트 중이라
고 하니 그의 도전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
치 않는다.
MDF공장 박범수 기술대리 (Park Beom-soo, MDF Factory)

Unlimited passion to increase production
P a r k B e o m-s o o, a f i e l d m a n a g e r, r e a l i z e d t h e
importance of strong leadership early on and has strived
to hone his leadership skills ever since. He never stops
thinking of ways to enhance production. As a result,
he managed to double the output of each production
equipment, which he says was possible thanks to his
team’s willingness to rise to th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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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my juniors to grow
Park Sang-kook believes that one of Dongwha’s
strengths and growth engines lies in its technical
workers who never balk at sharing their technical
expertise with one another. Hi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imed at enhancing productivity and
product quality was a meaningful experience that
helped him upgrade his personal work skills as well.
As a team manager, Park wants to further improve
his work abilities and is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아산MDF공장 박상국 기술대리 (Park Sang-kook, Asan MDF Factory)

Dongwha’s Endeavors
are Our Passion
2016 4th 45

꾸준한 학습과 최신 기술로 성장 거듭

“최신 설비를 취급하다 보니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회사. 정윤채 기술대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기술 교육을 지금보다 많이 받을

리가 생각하는 동화다. 성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도전의 원동력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라 말하는 그가 전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Growing through constant learning and high
Growing through constant learning and high
technologies

PB1공장 건설 당시 TFT에 참여했던 일을 꼽았다. 독일에서 들여온
A급 프레스가 설치될 때 직접 현장에 참여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하
게 되었다는 것.
“제가 맡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은 하나가 아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 나면 공장 전체가 멈춰버려요. 저희
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이처럼 공장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는 정윤채 기술대리의 철칙
은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 대신 긍정의 자세
가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지사. 그런 그가 동화와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바람 하나를 전했다.

Chung Yun-chae says that a fair reward for produced
results is what drives people to rise to the challenge.
Chung treasures each experience as a Dongwha
employee when he was rewarded for his efforts. He
never stops to learn to minimize technical problems in
the automated production equipment, because even a
small glitch can disrupt operations of the entire factory.
Chung is determined to continue to learn in order to
produce better results.

보드화학생산팀 홍종화 기술대리 (Hong Jong-hwa,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나만이 아닌 ‘우리’의 발전을 위한 도전

로 매년 발표 대회에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화의 성장에 일조

홍종화 기술대리에게 직장생활의 활력소는 동화인들과의 동호회 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그의 열정에 응원을 보낸다.

동이다. 공장 간 친선 교류로 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장
점이라고. 이런 점이 동화의 좋은 문화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홍종화 기술대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포르말린(Formalin) 생
산 공정을 맡아왔다. 공정이 복잡한 만큼 업무 인수인계 과정도 무척
어려운 화학 분야.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였다.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정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만든 책자들은
내용이 너무 어렵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요. 사진
과 설명을 더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홍종화 기술대리의 업무 원칙은 ‘나태하지 않기’이다. 연구를 게을리

Striving to do better not for my own sake, but for
the sake of all of us
Hong Jong-hwa finds inspiration in Dongwha’s club
activities. He says that the opportunity to bond with
coworkers is one of the best parts of Dongwha’s
corporate culture. Hong, who has dedicated more than
30 years to overseeing Dongwha’s complex chemical
processes, has created a work guidebook for his junior
coworkers and invested enormous effort in research.
His work attitude leaves no room for laziness.

대성목재 시설지원팀 정윤채 기술대리 (Chung Yun-chae, Facility Support Team)

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원가 절감 방안·공정 시간 단축 등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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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백일장

애사심 가득 젊은 동화인의
무.한.동.화. 4행시 열전!
패기로 무장한 젊은 동화인들이 동화의 무한 성장을 기원하며 4행시로
그 마음을 전한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심과 정성으로 완성한 ‘무한동화’를 만나보자.

재무팀
무
한
동
화

교육문화팀

이은정

사원

무 무리하게 앞서 달리지 마라.
세상은 아직 너희 편이니.
한 한 번쯤 되돌아도 봐라.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
동 동트는 새벽이 오면 목을
더욱 꼿꼿이 세워다오.
화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지지
않는 꽃이 되어다오.

경영진단팀

오솔비

사원

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한 개든 두 개든 자신 있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동 동화기업은 소재, 자동차, 미디어
분야까지 늘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화 화답하는 최고의 기업이니까요!

Oh Sol-bi, Business Consulting
Team
Ask whatever you want
We will answer any question with
confidence
Dongwha always repays its
customers with superb quality
Be it materials, cars or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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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사원

무 무척 추운
한 한겨울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동 동화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나갑니다.
화 화이팅! 동화!

POEMS BY LOYAL DONGWHA
MEMBERS ABOUT DONGWHA’S
UNLIMITED GROWTH
Some of Dongwha’s enthusiastic members have written short poems
about Dongwha’s unlimited growth. Here are some of them.

사원

무엇이 두려우랴?
한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동화의 미래는
화사한 꽃과 같으리.

Oh Jung-ho, Finance Team
We’ve got nothing to fear
If we pull together
The future of Dongwha
Will blossom like a flower

인사팀

원창팀

김준수

사원

무 무모한가요?
한 한계점이 보이나요?
동 동화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화 화룡점정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창팀
무
한
동
화

유나은

사원

무려! 최소
한~! 천년 동안은!
동화의 미래는
화창할 예정입니다.

무
한
동
화

표소희

사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동화라는 이름 아래
화합을 이루며 지금처럼 명실상부한
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Pyo So-hee, Personnel
Management Team
Unlimited prosperity for Dongwha!
Even when we hit snags
We join forces in the name of
Dongwha
To become stronger

기획마케팅팀
무
한
동
화

이혜주

사원

무모한 도전은
한시적 고통을 수반하나
동시에
화려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지.

Lee Hye-joo, Planning &
Marketing Team
Reckless endeavors
May hurt for a while
But at the same time
They show us a new, bigger
world

기획마케팅팀

김지훈

사원

무 무려 내가 바라본 그곳이 하늘인
줄은 몰랐다.
한 한동안 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동 동산 머리 위에 펼쳐진 초록빛
하늘은 모두 누구의 꿈이런가.
화 화창한 가을, 바람이 내게
속삭이고, 나는 하늘을 걷는다.

Kim Ji-hoon, Planning &
Marketing Team
I didn’t know I was looking at
the sky
I was speechless and just kept
gazing
Whose dreams does that green
sky represent?
I stroll in the autumn breeze
under the clear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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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
사학위를 받은 김경일 교수는 정통파 인
지심리학 전문가로 인간의 판단, 의사결

DONGWHA
Inside
News
Inside
Book Concert

정, 문제해결, 창의성 등을 연구하고 있
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로 재직 중이다. 공공기관 및 수많은 기
업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도 왕성하게 펼

김경일 교수의 강연

치고 있으며 2015년 매경 MBA 포럼에서
는 그의 강의가 역대 최고의 강의로도 선

동화의 3번째 북콘서트
어느덧 3번째 북콘서트다. 10월 18일 가을이 무르익는 시간, 원창홀에 모인 동화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On October 18 Dongwha held the third book concert. Many Dongwha members
gathered at the Wonchang Hall with high expectations for the upcoming concert.

정되었다. 2013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지혜의 심리학>은 중국에서도 번역, 출
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건 타고난 성격과 능력이 아닌 후천적으로 훈련 가능한 메
타인지라고 말하는 김경일 교수. 그의 얘기가 동화인들이 보다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무궁한 가능성

인공지능은 현시대에 빠질 수 없는 화두다. 그에 따른 인간의 생각 작동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다. 이
번 북콘서트의 주제가 ‘내 안의 나를 발견하는 메타인지’인 이유다. 책 <지혜의 심리학>의 저자로 메타인지 개념
을 대중에게 퍼뜨리기 시작한 김경일 교수는 익히 잘 알려진 스타 연좌다. 그가 강단에 오르자 동화인들은 힘찬
박수로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올 3월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패했을 때 사람들은 컴퓨터에 잠식당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절망했다. 하지
만 김경일 교수는 인간에겐 기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은 ‘안다’는 면에서는 컴퓨터에 집니다. 하지만 ‘모른다’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요. 인간은 어떤 질문에 1초 만
에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샅샅이 훑고 나서야 없다는 대답을 겨우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에게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을 보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메타인
지 덕분에 컴퓨터처럼 뇌 시냅스 하나하나를 스캔하지 않고도 모른다는 판단을 빨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머릿속의 모든 것을 친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친숙
한 것은 아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 어중간한 것은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것. 우리 일상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메타인지와 연결된 셈이다. 김경일 교수는 메타인지를 정확히 파악할수록 자신을 잘 아는 것이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곧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가 밝힌 전국 고교 상위 0.1%에 드는 학생들의
비밀도 이 메타인지에 있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기억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또 자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주변에 설
명했죠. 설명하다 막히면 그건 자신의 진짜 지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더욱 본질적으로 탐구했어요. 그럴수록 메
타인지가 발달하는 겁니다.”
1시간여 동안 강의에 흠뻑 빠져든 동화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메타인지를 통한 대안력과 통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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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할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The crushing defeat of Korean Go champion Lee Se-dol by AlphaGo in March this year
made many people feel anxiety over a computer-dominated future. However, Professor
Kim Kyung-il stresses that humans have something that no machine can ever have.
“When it comes to ‘knowing,’ humans cannot beat computers. But when it comes to ‘not knowing,’
it’s completely different. Humans can say they don’t know something in just one second,
whereas computers take a while to search their internal data before saying they don’t know
the right answer. This is possible because humans have metacognition. Thanks to metacognition, which can read our minds, we can conclude that we don’t know something fast
enough without scanning each of our brain synapses.”
Metacognition, which only exists in humans, classifies everything in the brain into “familiar”
and “unfamiliar” things. Familiar things are things that we know, while unfamiliar things are
things that we don’t know. As to ambiguous things, we remember them vaguely. All our
thoughts and judgments are connected to metacognition. Professor Kim says that people
who grasp their matecognition accurately know themselves well, and only those who know
themselves well can become prominent people.
After the concert, which lasted over an hour, Dongwha members pledged to try to improve
their alternative solution thinking skills and insight through metacognition. Professor Kim
said that the ability to determine our future lies not in our inborn personality or abilities, but
is acquired by training our metacognition. We hope that his lecture will inspire Dongwha
members to set their goals high and realize their unlimit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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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명사 특강

Agora Lecture about Prominent Classical Figures

중국 고전에서 배우는
소통의 리더십

Communication Secrets of Great
Chinese Leaders

소통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 중국 고전 속 인물들을 만나는 시간. 전문가의 생생한 설명 덕분에 더욱 흥미로
웠던 열린광장 명사 특강 현장을 소개한다.

At the Agora lecture, Dongwha members learned about the leadership styles of prominent
figures in the Chinese classics by listening to the explanation of an expert.

사사 편찬 소식으로 더욱 뜻깊었던 자리

News of magazine publication

11월 18일, 동화기업 본관 2층 강당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열린광장 1부에서 면수습자, 신규 입사자, 월간 포

In part 1 of the Agora event held at the Dongwha Enterprise headquarters

상자, 임원 승진자 등이 차례로 소감을 전하자 축하와 환영의 박수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날은 동화 70년 역사를

on November 18, new employees, monthly award winners and promoted

담을 사사 편찬 청사진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동화그룹은 사사를 편찬하기로 결

executives delivered their acceptance speeches to a big round of ap-

정했다. 처음 만드는 사사인 만큼 사료와 에피소드 등의 수집에 동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plause from the audience. The blueprint of a new magazine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was also unveiled.

군책군력, 겸청즉명의 리더십

The magazine, the first of its kind, will be dedicated to the Dongwha Group’s

열린광장 2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성곤 교수의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김성곤 교수는 EBS <세계테

70th birthday in 2018. Dongwha members are welcome to contribute

마기행-중국한시기행>을 진행한 입담으로 특강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주제는 중국 고전에서 배우는

interesting stories to the magazine.

2

소통의 리더십. 소통 리더십을 실천한 중국 고전 속의 인물들을 만나고 관련 고사성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패색 짙던 초한전쟁에서 소통으로 승리한 유방이었다.

Joining forces-hear all parties

“초한전쟁의 핵심 인물은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는 막강한 군대를 이끄는 귀족 출신이었고 상대편 유방은 농사꾼의 자식

Part 2 began with a lecture by Professor Kim Sung-gon from the

에다 그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방은 싸움에서 번번이 졌지요. 하지만 몇 년 후 여러 사람의 책략을 잘 받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Korea National

아들이며 역량을 키운 유방이 자신의 용맹만 믿고 다른 이의 의견은 듣지 않았던 항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Open University. He told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the leadership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 군책군력(群策群力). 많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뜻하는 말로 김 교수는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든

styles of Chinese classical figures. The first prominent figure he introduced

군책군력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그는 소통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함을 강조하며 당나라 태종 이세민

was Liu Bang, who faced numerous disadvantages in the Chu-Han

이 자신에게 서슴없이 직언한 위징을 아꼈듯 동화인들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귀담아들을 줄 알아야 훌륭한 리더

Contention. “The key figures of the Chu-Han Contention were Xiang Yu

가 될 수 있음을 설파했다. 겸청즉명(兼聽卽明), 즉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

and Liu Bang. Xiang Yu was an aristocrat leading a strong army, while

으로 일부 동화인은 필기를 하며 다시 한 번 문장의 뜻을 헤아렸다.

1

his opponent, Liu Bang, came from the family of a farmer and his army was poorly organized. He

“당신에게 직언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리더”라는 한 줄의 문장과 함께 마무리된 특강. 동화

lost almost every battle, but after several years he managed to beef up his army by using the strat-

인들은 고전 속 인물들이 보여준 소통의 리더십에 공감하는 한편 군책군력하고 겸청즉명하며 업무에 임할 것

egies of various people, and eventually crushed Xiang Yu, who only trusted his dauntlessness and

을 다짐했다.

refused to listen to others whatsoever.” He said that the phrase “joining forces” refers to gathering the
wisdom and skills of many people, which is imperative for leaders of an organization.

1 열린광장 1부에서는 면수습자,
신규 입사자, 월간 포상자, 임원
승진자 등의 소개가 있었다
2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동화인들은 축복의 의미를
담은 중국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Professor Kim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hrough the example of Emperor Taizong of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성곤 교수

Tang Dynasty, who treasured his relationship with the outspoken Chinese statesman Wei Zheng,
who always spoke frankly about the emperor. Professor Kim said that in order to be a good
leader, it is important to listen to be open to criticism. He also explained the phrase “hear all parties”,
which means “make sure to hear the opinions of all parties to understand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The lecture ended with a memorable saying, “If someone among your subordinates speaks
to you frankly without reserve, it means that you are a great leader.” It was a meaningful and helpful
lecture that taught Dongwha members how to apply the famous Chinese sayings to their dail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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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담긴 핵심 가치
Core Values in Posters

10

역량 강화로 더욱 단단해지는 조직

OCTOBER

동시대에 함께 남극점 정복에 도전했으나, 탐험대 전원 생존과 전원 사망이라는 상반된 결
과를 보여준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영국의 스콧 탐험대 이야기를 통해 생존 비법에 대해 알
아봤다. 미래에 대비해 사전에 치열하게 학습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철저하
게 준비하는 자세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배운 일화였다.

2016년 하반기에는 핵심 가치 포스터를 통해 나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했다. 다양한 이
야기와 비유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다.

The secret to survival of a successful organization

In the second half of 2016 Dongwha members took the time to think about ways to strengthen
their organization through core value posters. It was an opportunity to ponder the meaning of
our core values.

We learned about the survival strategies of two South Pole expeditions. Both
expeditions reached the South Pole at the same time, but their fates were
contrasting. One team survived, while the other died. This story shows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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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t is to analyze the circumstances to prepar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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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와 치열한 학습 - 성공 조직의 생존 비법

SEPTEMBER

대표 강점 역량 찾기
- 몰입과 성과를 이끄는 나의 강점들!

11

NOVEMBER

그대가 높은 벽을 만난다면 - 담쟁이 인재란?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통해 아무리 거대한 위기를 마주하더라도 묵묵히 위를 향해
오르는 ‘담쟁이 인재’에 대해 생각해봤다. 절망의 벽 앞에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고 꾸준히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까?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

나아가 결국 벽을 이겨내는 담쟁이. 글로벌 동화인 모두 담쟁이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감에 있
어 큰 즐거움과 자신감을 준다. 2016년 하반기의 시작!

Can you cross over the wall when you hit it?

어렴풋이 짐작하던 나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We pondered what it takes to cross over the wall quietly when you find yourself

확인해봄으로써,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더 큰 성과를

trapped in desperate situation through poet Do Jong-hwan’s poem “Ivy”. It’s

낼 수 있는 기회였다.

important to keep your head up even you’re pushed against a high wall of
despair and eventually overcome it, like ivy in the poem. Let’s hope that all

Identifying our strengths - strong
points needed for immersion and good
performance

Dongwha members will act like ivy when they hit the wall.

Knowing your strengths is important to be able
to perform your work duties and live your life in
a worthwhile and confident way. By identifying
our strengths in detail, we were able to immerse
in work and produce better results.

12

DECEMBER

2016 동화 뉴스 Top 10!
2016년 동화를 환하게 비춘 ‘Good News’! 올 한 해 전 세계 글로벌 동화인들에게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한 뉴스는 무엇일까? 2주에 걸쳐 진행된 이벤트를 통해 동화인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Good News 1위로 선정된 ‘동화기업, 최대 누적 실적 3년 연속 경신!’을 포함해
2016년 동화인을 기쁘게 한 뉴스 Top 10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2017년의 각오도 함께 다지
길 바란다.

Top-10 Dongwha News
We conducted a two-week poll to find out what news especially impressed
Dongwha members in 2016. The best news of the year was the achievement of
the best-ever cumulative revenue performance by Dongwha Enterprise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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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말레이시아 닐라이 사업장 DMY/Nilai

VRG 동화 VRG Dongwha

과학기술 전문학교의
닐라이 사업장 탐방

2016년 MDF
노동조합 체육대회 개최

지난 8월 3일과 17일, Shah Alam에 위치한 Sultan Salahuddin Abdul Aziz Shah 과학기술 전문학교 학

VRG 동화는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구성원 모두의 체력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한 2016년 MDF

생들이 동화 말레이시아 닐라이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3학기, 5학기를 공부하는 목재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임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기술 전공자 135명이 MDF 제조 공정을 견학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생들을 비롯해 강사진과 행정직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됐다. 경기는 풋살, 커플 부대 자루 뛰기, 장기, 턱걸이 총 4가지

직원도 투어에 참가해 총 155명의 대규모 방문객이 공장을 견학했다.

종목으로 진행됐는데 1등부터 3등까지의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포상이 주어졌다.

이날 투어는 닐라이 사업장 ER팀 Puan Rohanah의 짧은 환영 인사와 EHS팀 En. Taufik의 안전수칙 안

이번 행사는 단순히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팀의 구성원들이 조를 이루어 한데

내로 시작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생산부문 대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조별로 공장을 둘러보았다. 방문객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직원들은 자체 응원단을 구성하는 등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대회

들은 공장을 함께 투어한 Mr. Shahrunnizam, Mr. Kamrie, Mr. Afiq, Mr. Ruslan 외 도움을 준 모든 직

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탐방 행사는 기업과 학술단체의 관계 및 협업 수준을 보다 돈
독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화기업의 존재감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VRG Dongwha successfully held a sports festival for the MDF labor union on October

있다. 닐라이 사업장의 따뜻한 환대와 정보 공유가 방문객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어 동화

3-7 in a bid to strengthen employees’ health and promote camaraderie. The festival

의 이름과 좋은 이미지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consisted of various events so that people of all age groups could participate: futsal, a
sack race for couples, Korean chess and a pull-up competition. The winners of first,

On August 3 and 17, 2016, Nilai Plant received 155 visitors, including 20 lecturers/

second and third places received generous prizes.

officers from Sultan Salahuddin Abdul Aziz Shah Polytechnic, Shah Alam. The visits

The festival wa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brought together employees from

by 135 wood technology students of the third and fifth semesters were aimed at

different teams who competed together. The participants formed their own cheering

demonstrating the MDF manufacturing process to the students.

squads and enjoyed the festival to the fullest. I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promote

After a simple welcoming ceremony by Puan Rohanah(Nilai ER Team) and safety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briefing by En. Taufik(Nilai EHS Team), the visitors were divided into groups and
taken on a plant tour led by production representatives. We want to express special
thanks to Mr. Shahrunnizam, Mr. Kamrie, Mr. Afiq, Mr. Ruslan and those who were
involved during the plant tour. Though this was not the first visit of its kind,
such activities are expected to enhance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es
and academic institutions, as well as
promote our role in the community.
The hospitality provided to the
visitors and information shared will
hopefully inspire them and publicize
Dongwha’s good name 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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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
동화기업

동화엠파크

동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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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셀린 페인팅 아트로
나만의 찻잔 만들기
Making One-of-a-kind
Tea Cups with Porcelain
Painting Art

친구이자 동료, 견고한 인연의 시작
우리를 잔뜩 움츠리게 만드는 쌀쌀한 계절이건만
에너지가 넘치는 두 명의 동화인에게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동화기업 회계세무팀 한해랑 사원과
엠파크홀딩스 재무회계팀 정다희 사원은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스물두 살의 청춘들이
다. 2013년 7월 입사한 한해랑 사원과 2014년 1월
입사한 정다희 사원. 이들은 직장 동료이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연을 맺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3년 동안 서예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관계가 돈독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는데도 아랑곳 않고
두 명의 동화인이 ‘포셀린 페인팅 아트’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한 공방에 나타났다.
스물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삶을 대하는 그들이
만든 어여쁜 찻잔을 구경해보자.
D e s p i t e t h e c h i l l y w e a t h e r, t w o
Dongwha members visited a pottery workshop in Seoul to learn more
about porcelain painting art. The two
22-year-olds filled their one-of-akind tea cups with young passion.

해졌죠. 물론 입사한 후에 더 친해졌고요. 지금은
회사에서 틈틈이 얼굴 보며 점심도 함께 먹고 퇴
근길 극장에 들러 영화도 보면서 많은 시간을 같
이하며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포셀린 페인팅 아트에 처음 도전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함께 쌓게 됐다. 신청 계기를 물
으니 두 사람 모두 이전에 명화 도안에 색을 칠하
는 ‘피포 페인팅’을 하며 남다른 성취감을 맛본 게
그 시작이란다. 정다희 사원은 “그림에 소질이 없
어도 색칠 작업을 하며 잡념을 잊고 힐링할 수 있
을 것 같아 시작했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만
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웃음), 완성하고 나
니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라며 피포 페인팅의

한해랑 사원(좌)과 정다희 사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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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색을 칠할까?” 도화지가 아닌 도자기에 색칠해 완성하는 포셀린 페인팅 아트 2 오늘 만든 ‘나만의 찻잔’으로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겠다는 두 사람 3 정다희 사원과 한해랑 사원은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사이좋게 나만의
찻잔을 완성해나갔다.
3

1
2

스물두 살 나이답게 삶을 대하는 매 순간이 뜨거운 그녀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이

Friends and coworkers share

루고 싶은 것도 많다. 최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한 한해랑 사원은

their special bond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동시에 건강도 챙겨야죠. 개인적인 시간에는 틈틈이 여행을

H a n H a e-r a n g f r o m D o n g w h a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라는 바람을 전했다. 정다희 사원은

Enterprise’s Accounting Team and

“체중을 감량하려고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 매력에 풍덩 빠져서 계속하고 있어요.

Chung Da-hee from M-Park Holdings’

주짓수도 3~4개월 배웠고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DIY에도 관심이 많아

Finance & Accounting Team got

요. 평소 나노 블록도 자주 만들어요”라고 말해 다양한 취미 생활로 누구보다 활기

together to try their hand at porcelain

차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inting art. The two former high school

회사와 집을 오가는 우리의 일상은 종종 단조롭게 느껴진다. 이때 일상을 채워줄 ‘무

classmates have further strengthened

언가’가 필요한데, 한해랑 사원과 정다희 사원은 여기에 ‘꿈’을 추가했다. 이들은 꿈

their bond by becoming coworkers. At

을 좇기 위해 오늘도 정성스럽게 일상을 꾸린다. 긴 겨울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

first, they found porcelain painting art

야 할까’ 고민이라면 이들처럼 다시 한 번 꿈을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 삶의 질을 높

to be more difficult than they thought,

이는 것은 물론 일상의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ut they got the hang of it in no time.
Their unique tea cups decorated with
flowers were like a celebration of their
friendship.

매력을 늘어놓는다. 한해랑 사원은 “평소 그림과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피포 페인팅

Porcelain Painting Art

을 해봤어요. 오늘 체험하는 포셀린 페인팅 아트는 캔버스가 아닌 도자기에 밑그림

➋>
도안 선택 후
밑그림을 그린다.

을 그리고 색칠하는 작업이라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 기대되네요”라면서 설렘을 감
추지 못했다.

반짝이는 순간, 아름다운 청춘
이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전한 포셀린 페인팅 아트는 유럽 왕실이나 귀족의 고
급 취미 생활이었던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유약 처리가 된 백색 자기에 특수
안료로 그림을 그린 후 약 800℃에서 구워내면 되는데, 완성품은 유럽과 미국 등지
에서 실용성과 장식성을 고루 갖춘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대접받고 있다. 두 사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찻잔’을 만들기로 했다.

<➊
밑그림을 그리기 전
찻잔을 깨끗이 닦는다.
<➌
원하는 색을 골라
정성 들여 색을 칠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시간. 한해랑 사원과 정다희 사원은 각자의 취향
에 맞게 컵과 도안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어서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지나치는 법이 없다. 회계세무와 재무회계를 담
당하는 만큼 업무할 때 세심한 성격이 필수인데, 이런 모습에서 그
들의 꼼꼼한 성격이 단박에 드러난다. 두 사원 모두 한목소리로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작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

➍>
가마에서 굽기 단계를
거치면 완성.

에 몇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법 능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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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한잔의 즐거움

수제 맥주 프로젝트

Handmade Beer Project
It’s a drink that sometimes comforts you like a close friend when you’re tired, and at other times helps you
calm down like someone who has lived life longer. It’s none other than beer. Five Dongwha members got
together to discover the true charm of beer by making it firsthand.

때로는 친구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인생 선배처럼 뜨거운 속을 시원하게
달래준다. 바로 맥주 이야기다. 이처럼 기특한
금빛 액체를 제대로 즐기고자 다섯 명의
동화인이 수제 맥주 체험에 나섰다.

맥주가 좋아 모였다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맥주 공방에 동화인이
모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탐구 과제는 ‘수제 맥
주 체험.’ 동화기업 미래전략팀 이현희 과장,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대리, 법무팀 박소현
사원, 재무팀 변인재 사원, 엠파크홀딩스 재무
회계팀 서혜은 사원 총 다섯 명이 체험에 참여
했다. 이들 중에는 친한 동료도 있고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다. 첫인사를 나누고
어색한 시간도 잠시, 이들은 동화인 특유의 친
화력으로 금세 왁자지껄 즐거운 분위기를 만
들어낸다.
오늘 함께하게 된 동화인은 평소 맥주를 즐겨
마시거나 맥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다. 이 중
서혜은 사원과 변인재 사원은 퇴근 후 자주 어
울리며 맥주를 즐겼지만 요즘은 그 횟수가 줄
어 아쉬운 마음에 신청하게 됐다. 서혜은 사원
은 “요즘 변인재 사원과 조금 소원해져 신청했
다. 작년에 변인재 사원이 결혼한 후 같이 한잔
하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웃음)”며 신청 계기를
밝혔다. 박소현 사원은 직접 만든 맥주를 마셔
보고 싶어서, 이현희 과장은 맥주 만들기가 취
미인 친구의 추천으로, 신동업 대리는 수제 맥
주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체험에 참여했다.
64

(왼쪽부터)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대리, 재무팀 변인재 사원,
법무팀 박소현 사원, 엠파크홀딩스 재무회계팀 서혜은 사원, 동화기업 미래전략팀 이현희 과장.

맥주, 이렇게 만드는군요

Profound taste of handmade beer

맥주 만들기에 앞서 맥주를 공부하는 이론 시간. 맥주의 역사부터 재

Park So-hyun from Dongwha Enterprise’s Legal Team,

료, 제조법,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동화인들은 강사의 설명에 주의

Byun In-jae from the Financial Team, Lee Hyun-hee from

를 기울이며 열심히 학습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맥주 만들기에 돌입

the Future Strategies Team, Shin Dong-eop from the

했다. 맥주를 만드는 데는 맥아, 호프, 효모, 물 4가지 재료가 필요하

Communication Team and Seo Hye-eun from the Financial

다. 또 맥주는 맥아 분쇄, 당화, 발효당 넣기, 호프 투입, 급속 냉각, 효

Accounting Team got together to try their hand at making

모 접종, 발효, 병입,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날은 효모 접종 과정까지

beer. As the ardent fans of beer, the five first learned

1 적당히 분쇄된 맥아(몰트)를 거름망
에 넣고 30~40분간 우려낸다 2 맥주

체험했는데 동화인들 모두 맥주를 향한 애정만큼 열정적인 모습으

about the brewing process in theory before embarking on

원액을 따뜻한 물과 함께 녹인 후 맥아

로 체험에 임했다.

making the beverage firsthand. Despite the long process

를 우려낸 물과 혼합해 끓인다 3 ②에

직원들이 만든 맥주는 일주일 후 자그마한 병에 나눠 담는 병입 과정

호프를 넣는다 4 다 끓인 후 식힌다

that lasted three hours, they showed no signs of fatigue and

을 거치고 다시 2주일 후 숙성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 즉 오늘 당장

5 발효통을 깨끗히 소독한 후 완성된
맥주를 붓는다 6 효모를 투입하고 약

looked forward to tasting their first-ever handmade beer

자신들이 만든 맥주를 맛볼 순 없다는 얘기. 동화인들은 “발효와 숙

10일간 발효시킨다 7 병입 후 탄산화

made with extra care. They said they would like to do this

성 시간이 무척 더디게 흘러갈 듯하다”며 입을 모아 아쉬워했다.

(설탕 넣기)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발효,

again in the future if they had a chance.

3

만든 날로부터 약 40일이 지나면 맛있
는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Hop
1

2

5

7

4

Malt
타는 목을 축여줄 고마운 입가심

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한

어느새 3시간의 체험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평일 저녁부터 늦은 밤까

번 도전해보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한강의 야경과 함께 캔 맥주

지 이어진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동화인들은 지칠 줄 몰랐다. 체험을

한 모금을 즐기는 이현희 과장도 이번 체험은 피로 해소 이상의 즐거

마치고 박소현 사원은 “맥주를 마시면서 늘 제조 과정이 궁금했는데

움이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번 기회에 궁금증이 해소됐다. 오늘 만든 맥주는 친구들과 나눠 마

하루의 고단함을 이처럼 간단하게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업

실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맥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수업 내

무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한 저녁 무렵이나 땀이 뻘뻘 나도록 운

내 열의를 갖고 임한 신동업 대리는 “평소 수제 맥주를 찾아다닐 정

동을 한 후, 또는 괜히 울적한 어느 날, 반대로 기쁜 일이 생겨 축하받

도로 맥주 맛에 관심이 많다. 이제 맛을 음미하며 더 즐겁게 맥주를

고 싶을 때도 우리는 맥주를 찾는다. 타는 목을 축여주고 답답한 가슴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인재 사원은 “맥주는 마음만 먹으

을 어루만져주는 금빛 액체. 동화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맥주라면 아

면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들어 마

마 그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66

6

우리 가족, 행복 충전 ➊ | 포천

Family of Yoon
Byung-hyun, PB Factory,
Daesung Wood
Autumn is already giving way
to winter. In addition to all the
time wasted, it’s also saddening
to see every evening after work
how much your children have
grown up. This is why spending
time with his two precious sons
and wife is so meaningful to
Yoon Byung-hyun. Recently,
the family visited an herb farm
in Pocheon to spend a very
fragrant day together.

대성목재 PB공장 윤병현 기술주임 가족

우리 가족의 가장 향기로운 날
어느새 성큼 다가온 겨울이 뒷목에 닿아 있다. 무상한 시간보다 더 아쉬운 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부쩍 자란 듯 보이는 아이들. 그렇기에 윤병현 기술주임은 사랑스러운 두 아
들과 아내 곁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하다. 향기로운 추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
천 허브아일랜드로 가는 이유다.

일러스트 이신혜

선물처럼 주어진 가족,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씨에도 윤병현 기술주임의 두 아들 준한, 지한이는 기운이 펄
펄 나는 모양이다. 두 아이는 배정받은 체험 펜션 ‘마카롱’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오늘 묵을 숙소의
숨겨진 방까지 모두 찾아낸다. 얼른 현관문 앞으로 돌아 나온 둘째 지한이가 엄마, 아빠를 반기며
외친다.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펜션 내부는 마카롱이라는 테마답게 동글동글한 장식품으로
꾸며졌다. 준한이와 지한이는 얽히고설키어 무지갯빛 계단을 오르내린다. 지한이는 형보다 장난
기가 많고 형을 골리려 할 때도 있지만 형이 하는 행동 하나까지 다 흉내 내고픈 ‘형 바라기’다. 첫
째 준한이가 아빠를 닮아 기계 다루기를 좋아하고 점잖으니 세 부자는 내리 닮아가기만 한다.
동화 같은 장식 사이로 은은하게 허브 향이 퍼진다. 자연스레 테이블에 앉아 허브티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보는 부부의 눈빛이 그윽하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부부의 애정은 차고 넘
친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 부부로 바빠서, 그 뒤엔 뜻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낙심한 적도 있
었다. 부부는 서로 아끼며 알콩달콩 살자고 다짐했는데, 마음을 편히 먹어서일까? 8년 만에 첫째
를 가졌다. 이심전심으로 기뻐하다 못해 윤병현 기술주임은 아내 허은성 씨의 입덧을 대신했다.
어렵게 가진 둘째도 사랑스럽긴 매한가지.
“건강하고 듬직하게 자라줘 무척 기쁘지요. 저렇게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어른 같을 때도 있어요. 무
엇보다 우리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애틋해져 지금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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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즐기는 식물의 향연

향기 나는 가족으로 살아가렵니다

Family trip to Herb Island

짐을 부린 네 식구는 본격적인 허브아일랜드 나들이에 나섰다. 무지개가 서린 폭포를 지나 세계

Y o o n B y u n g-h y u n f r o m

최대 규모의 실내 허브 식물원인 허브식물박물관의 온실에 들어서니 추위가 가신다. 허브로 가

Daesung Wood’s PB Factory

득한 터널길을 지날 때마다 계속 코를 간질이는 허브 향에 취해 가족은 포근하기만 하다. 아빠와

made a family trip to the

엄마는 꽃 하나, 잎 하나, 연못의 물고기 하나까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아이들에게 좋고 예쁜

Herb Island in Pocheon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진다. 가족은 아이끼리, 부부끼리, 아빠와 지한이가 함께, 엄

a l o n g w i t h h i s w i f e, H e o

마와 준한이가 함께 걸으며 푸른 추억을 쌓는다.

Eun-sung, and their two

“같이 돌아다닌 적은 많아도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대 많이 했습니다.”

sons, Jun-han and Ji-han.

윤병현 기술주임은 만들기 체험장 안에 들어서자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아빠와 준한이는 허브
비누를, 엄마와 지한이는 소이 캔들을 만들기로 했다. 색과 향을 고르며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색
을 묻고, 외할머니께 선물하겠다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새삼 감동하는 눈치다. 엄마는 두 아이에
게 더 바랄 것이 없다. 요리사가 꿈인 준한이가 스크램블이나 라면을 해서 엄마에게 줄 때면 정말
잘 크고 있구나 생각한다.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세 남자가 다들 잘해요. 특히 처가 식구들하고 살면
서 낳아주신 부모 대하듯 살뜰하게 가족을 챙기는 남편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The Herb Island welcomed
the guests with diverse
plants growing there. After
unpacking in a cottage, the
family began to explore the
farm. They visited a museum dedicated to herbs and
made herb soap and soy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은 윤병현 기술주임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회

candles. Despite the chilly

사에도 늘 고맙다고 덧붙인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직

weather, they stayed

장생활하고 가정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모든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라며 노조 부위원장으

warm the whole day

로서의 따뜻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가정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하다. 또 직장에서 다치지 않아야

thanks to their warm

웃는 얼굴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피는 배려, 이 가족에게서 은은하게 풍기

and caring relation-

는 행복의 향기는 그 배려 속에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ship as a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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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레몬타임 살짝만 건드려도 짙게 피어오르는 진한 감귤 향이 인상적인 골든레몬타임은 식물관 2관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만날
수 있다. 생선이나 해산물, 육류 요리에 곁들이는 재료로 다채롭게 활용 가능하다.
민트 허브아일랜드 내 식물관 1관 입구에는 민트길이 펼쳐져 있다. 들어서는 순간 상쾌한 향과 기운이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어준다.
민트는 호흡기 질환과 소화불량 개선에 탁월해 오래전부터 식사 후 차나 후식 등에 널리 사용되곤 했다.
로즈메리 식물관 1관 민트길 안쪽으로는 10년 이상 된 로즈메리 동굴이 있다. 울창한 동굴을 지나며 로즈메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
공간 가득 향기로운 향이 퍼진다. 기억력 증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다.
레몬 버베나 잎사귀를 비벼서 향기를 맡으면 두 손 가득 레몬 향이 난다. 주로 뜨거운 물에 잎사귀를 넣어서 차로 우려 마시는데, 이
뇨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함소화 식물관 3관을 달콤한 향으로 채우는 함소화. 아이보리 빛을 내며 노랗게 핀 꽃이 바나나와 멜론 향을 머금고 있다.
램즈이어 양의 귓불처럼 부드러워서 탄생한 이름 램즈이어. 하얀 솜털이 난 모습이 복스러워 자꾸 만져보고 싶은 식물이다. 살균력
과 소독력이 탁월해 치료제로 유용하게 쓰인다.
꽃기린 식물관 3관에 자리한 꽃기린은 50년 이상 된 것으로,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귀한 식물이다. 가시로 뒤덮인 줄기
끝에 기린목처럼 붉은 꽃을 피운 모습이 이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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潭
陽
전략구매팀
백정원 과장 가족

담양으로
떠난
풍류 여행
여행하기 좋은 날, 전략구매팀
백정원 과장 가족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담양으로 떠났다.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듯한 메타세쿼이아길과
대나무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는
죽녹원에서의 힐링 시간. 일러스트 이신혜

Family of Baek Jung-won, Strategic Purchasing Team

Elegant Trip to Damyang
On a lovely day, Baek Jung-won from the Strategic Purchasing Team and her family took
a trip to Damyang, a place known for its clean air and beautiful natural scenery. The family spent
some quality time among beautiful metasequoias and bamboo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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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깔 고운 자연을 만나다

위로 내려앉았다. 손을 잡고 걷는 바로 이 시간이 행복이었다. 기분

Happy family time

전략구매팀 백정원 과장 가족은 풍경화를 그려놓은 듯 웅장하면서

좋은 정취를 만끽한 가족은 이어 죽녹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The family of Baek
Jung-won, includ-

멋스러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 섰다. 하늘에 닿을 것처럼 쭉쭉 뻗
은 메타세쿼이아가 끝도 없이 이어진 길에는 운치가 흘렀다. 첫째 민

다섯이 하나처럼

ing her husband and

준이와 둘째 민석이는 형들답게 의젓하게 산책을 즐기고 셋째 민유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대나무들이 서로 맞닿아 군락을 이루는 곳. 죽

their three sons, Min-

는 아빠 곁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함께 뛰어놀고 재미있는 목말까지

녹원에서는 대나무의 멋을 오롯이 엿볼 수 있다. 매표소를 지나 야트

jun, Min-seok and

태워주는 아빠는 민유의 신나는 놀이터다.

막한 언덕 위 전망대 앞에서 시작되는 대숲 산책로는 운수대통길, 죽

M i n-y u, e n j o y e d

“민유가 얼마 전까지는 저만 쫓아다녔는데, 아빠와 노는 게 즐겁다

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등 재미있는 이름의 오솔길들로 갈래

their time together in

는 걸 알고부터는 ‘아빠 바라기’가 됐어요.”

갈래 이어진다. “우리 이쪽으로 걸어요!” 민준이의 말에 가족은 오솔

Damyang. They took

아들 셋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백정원 과장의 얼굴에 잔잔한 미

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소가 스몄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남편 덕분에 아들 셋 키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늘 움직이게 되거든

우는 게 어렵지 않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 아내의 말에 남편 김형규

요. 아이 셋 모두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기쁨도 날마다 다르고요.”

씨도 따라 웃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모습이다.

민준이와 민석이는 대나무 피리를 불며 까르르대고, 대숲 사이를 오

“저희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3년 내내 제가 좋아한다며 쫓아

가며 쉴 새 없이 장난을 친다. 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는 시

다녔는데, 그땐 제가 남자로 안 보였나 봐요. 졸업하면서 인연이 아

각, 대나무 숲은 정취도 깊어졌다.

닌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스물일곱 살에 다시 만났어요. 우연

“저희 가족은 마치 하나 같아요. 서로 마음이 잘 맞거든요. 소망이 있

히 스키장을 함께 가게 됐거든요. 우린 진짜 인연이었던 거죠. 아내

다면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

가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거죠. 무엇보다 형제들과 우애 좋게 지낸다면

옛 추억을 불러오는 형규 씨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기억을 덧붙였다.

relaxing strolls among
tall metasequoia
trees and chatted in
a bamboo garden
called Juknongwon.
Baek Jung-won says
that her three adorable sons always
make her feel reju-

아이들의 밝은
표정에서 가정의

venated and excited.

화목함이 고스란히

더 바랄 게 없고요.”

She hopes that her

느껴진다.

“스키장에서 남편에게 스노보드를 배웠는데, 그때 남편이 절 잡아주

남편의 말에 백정원 과장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어

family will be able to

면서 그러더군요. 자신만 바라보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와 대나무 잎들이 사각거렸다. 대나무 숲을 따라 걷는 길, 행복을 매

travel together more

자연을 벗하며 흙길을 따라 걷는 길. 잔잔한 햇살이 가족들의 어깨

단 가족의 발걸음이 더없이 경쾌하다.

often in the future.

담양의 정취가 담뿍 담긴 힐링 플레이스

여기, 이 사람!
캠핑을 ‘진입 장벽이 높은 취미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누구나 캠핑했던 기억 하나쯤 건져
올릴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휴가나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간 수련회일 뿐이었다고 해도 그것 역시 분명한 캠핑이다. 박종민 과
장의 말처럼 ‘캠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니까.

동화기업 조직개발팀 박종민 과장
Park Jong-min, Organization Development Team, Dongwha Enterprise

내 삶의 리프레시 타임, 캠핑

If you think that camping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hobbies, you may be wrong. Anyone has memories of
camping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even if it was just a brief vacation with family or friends. Park Jong-min
believes that camping is not some extravagant hobby, but a time spent with good people.

Camping, Time to Refresh My Life

주말을 기다려 자연에 기대는 나는 캠핑 마니아
산은 계절이 빨리 찾아온다. 업무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무채색 일상
을 벗어나 산에 가보면 어느덧 계절에 맞는 색옷을 차려입은 자연을
보게 된다. 그날의 정오도 그랬다. 퍽 높아진 하늘 아래 산은 일찌감
치 다음 계절을 들이고 있었다.
경기도 포천의 포시즌스오토캠핑장에 도착한 박종민 과장이 캠핑
사이트를 둘러본다. 눈대중으로 공간 견적을 마친 뒤 자동차 짐칸 앞

1
2

에 서서 잠시 뒷문을 바라본다. 마치 파티장에 들어선 듯 표정에서 뿌
듯함이 느껴진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짐칸에 차곡차곡 쌓인 가방들
을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한다. 그 많은 짐들이 어떻게 들어 있었나 싶
을 정도로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림잡아 봐도 서른 개쯤 된다. 텐트,
코펠처럼 익숙한 캠핑 용품 말고도 각종 수납대며 탁자, 바비큐 체어
까지 있다. 짐칸 구석엔 캠프파이어용 장작이 가지런히 놓였다.

3

“수납 노하우가 생겼죠. 자동차 짐칸에 테트리스하듯 빼곡하게 채워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루나 이틀
이지만 가족이 머무를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걸요. 짐
이 많을 수밖에요.”
사실 그의 캠핑 취미는 만 3년이 조금 넘은 정도로 그리 오래되진 않
았다. 하지만 평균 두 주에 한 번꼴로 캠핑을 다닌 덕에 이제는 베테
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캠퍼가 됐다. 타프를 고정할 박
음쇠인 팩을 박으면서 박종민 과장은 캠핑의 즐거움과 시작한 계기
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를 꺼냈다. 3년 전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스
트레스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만큼 힘들었던 때 우연히 따라간
캠핑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1 타프 아래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 박종민 과장의 사이트는 모든 편의 시설
을 갖춘 이동식 집이나 다름없다 2 텐트를 치기에 앞서 꼼꼼하게 방향과 위치
를 살피는 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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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절이었으니 정확히 5월 1일이죠. 산속이라 밤에는 파카를 입을
정도로 추웠는데, 장비를 설치하느라 계속 움직이다 보니 땀이 다 났
어요. 그때 복잡하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꼈죠. 그 뒤로는 매주
가다시피 했습니다. 주말만 기다리게 됐는데, 주말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참 기분 좋더군요.”

추억거리를 공유하며 더욱 깊어지는 우리
로프를 당겨 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팩을 옮겨 박는 박종
민 과장은 캠핑을 할수록 ‘각 잡기’에 더 공을 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외적으로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비나 바람 같은 외부 충격에 더 강하

1 텐트가 완성되면 내부에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한다.
아이들이 뛰놀다 지치면 언제든 포근히 몸을 뉘일 수 있다

다는 귀띔이다. 주름진 곳 없이 팽팽한 지붕을 본 그는 함께 온 친구

2 밤에 그 진가를 발하는 뤼미에르 등. 은은한 불빛이
캠프파이어 기분을 내게 하는 데 최고다 3 캠핑 필수품

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넨다. 친구는 아내 친구의 남편으로, 캠핑

조리 도구 4 캠핑을 통해 가족의 정은 한층 깊어진다.

을 통해 만났고 함께 캠핑을 다니면서 친해졌다.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은 오롯이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

5
5 캠핑장에서만큼은 박종민 과장이 메인 요리사. 칼질이 아주 능숙하다 6 완성된 텐트를 볼 때면 언제나
뿌듯하다. 이제 신나게 즐길 시간만 남았다 7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화롯대. 사용 후 늘 말끔히 정리한
덕에 오래도록 쓰고 있다.

함께 캠핑하면서 이것저것 같이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캠핑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상황 말고도 가족 관계를 돈독하
게 하는 역할도 한다. 딸아이를 볼 때 특히 많이 느끼는 점이다. 아빠
가 집에서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때는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캠핑
을 다니다 보면 어깨가 쭉 펴진다. 즐거운 곳에 데려다주는 아빠, 바
깥에서 지낼 집을 지어주는 아빠, 요리사가 되어주는 아빠, 또래 친구
3

와 만날 기회를 주는 아빠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실제로 딸아이는 캠
핑을 다니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법, 사람과 어울리는 법, 배려하는 법
을 배우고 있다.

인간미 넘치는 캠프 그리고 새로운 목표
가장 어려운 타프 구축 다음에는 일사천리다. 텐트는 혼자서 순식간에 완성
한다. 전동 컴프레서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박종민 과장은 익숙하게 전기
연장선을 끌어와 에어 매트에 바람을 넣고 텐트 바닥에 깐다. 많은 사람이 캠
핑을 가면 전자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캠
핑장에는 전기 배선이 잘되어 있다고 조언한다. 이윽고 테이블과 바비큐 체
어, 조리대 겸 수납장, 야전침대까지 제자리를 찾자 딸아이와 친구 부부의 아
이들이 자석에 끌리듯 쪼르르 올라가 모여 논다. 그는 가스등의 일종인 뤼미

4

7

에르 등을 꺼내 보이며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고 소개한다.
“겨울에는 밖에서 캠프파이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걸 텐트 안에 켜놓
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제일 비싼 캠핑 용품은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 캠
핑에 가장 특화되었다고 생각해 4개월을 조르다시피 해 다이어트를 조건으
로 허락받고 구입했지요.”

The charm of camping described by
ardent fan of camping
Park Jong-min became fond of camping three
years ago. He and his family have been going
camping every other week. Setting up a tent
and other camping equipment in close touch
with nature helps him get rid of stress and
recharge his energy. Camping also helps his
family strengthen their bond and build new
relationships. Park Jong-min says he cannot
imagine his life without camping anymore. To
him, camping is excitement and life itself.

캠핑 용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얼굴에 꽃이 핀 그는 마니아라고 해서
비싸고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용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진정
한 고수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앞으로의 목표를 밝히며 눈을 빛낸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동화인을 찾습니다

“울릉도나 대마도,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

<그린동화>가 악기 연주, 각종 수집, 사진 촬영, 공예, 뜨개

다면 아빠들이 아이들만 데리고 캠핑을 가보고도 싶습니다.”
박종민 과장은 캠핑은 단순히 야외에서 잠을 자서가 아니라 특별한 곳에서

질, 운동 등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
는 동화인을 찾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재미있는 취미 생활로 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가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테이블 주위로 둘러

거운 일상을 꾸려가는 동료를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따스하다. 다음 주에도, 또 그다음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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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는 이들과 캠핑 가기를 꿈꾸고 있다. 새로운 계절 속으로 떠날 그날이,
생각만으로도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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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달린다

세계의 교통 문화

Traffic Rules around the World

현지 운전을 위한 드라이브 팁

Tips for Driving in Different Countries

이색 풍경을 감상하며 해외에서 만끽하는 드라이브는 낭만 그 자체다. 하지만 현지 교통 문화를 숙지하지 못하면
크고 작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나라별 주의해야 할 교통 문화를 소개한다.

Driving in scenic places abroad is always a romantic experience. But it may be dangerous if you’re not familiar with
local traffic laws. In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we introduce tips on driving in different countries.

호주, 철저한 대비 필요한 장거리 운전

뉴질랜드, 구불구불 다채로운 도로 지형

베트남,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말레이시아, 보행자를 위한 방어 운전 필수

호주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자동차가 좌측통행이며 핸

뉴질랜드는 지형이 다채롭고 폭이 좁은 도로, 언덕길,

베트남에서는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을 쉽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도로 사정이

들이 앞좌석 오른쪽에 있다. 따라서 도로 주행에 나서기 전 운전 방

심하게 굽은 길이 많다.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1차선으로

게 볼 수 있다. 베트남 국민 2~3명 중 1명꼴로 오토바이가 있으며

좋은 편이다. 하지만 도로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향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다. 승차한 후에는 탑승 인원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에서 도

교통법규와 신호 체계도 오토바이 위주로 정착되었다. 큰 도로의

도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운전석이 우리나라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주의해

로 한쪽으로 비켜준다. 뉴질랜드도 우리나라와 차선이 반대이고 차

경우 1차선을 자동차, 2차선을 오토바이 차선으로 지정하지만, 실

와 반대고, 쿠알라룸푸르 같은 시내 중심부는 일방통행로가 많으므

야 할 곳은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원형 교차로인데 신호가 없고 우

량은 항상 좌측통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차선이 반

제로는 1, 2차선 모두 오토바이가 점령할 때가 많다. 베트남 도로에

로 도로 사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도로는 횡단보도가

측 진입 차가 우선이다. 신호가 없는 로터리의 경우 시계 방향으로

대이므로 우리나라 비보호 우회전과 같은 개념)은 허용되지 않으며

서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땐

드물고 보행자 안전장치가 없어 방어 운전은 필수다. ‘P’ 스티커가

일방통행이 적용된다. 아웃백 지역이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항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 때도 보행자가 우선이니 주의하자. 또 뉴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오토바이 기사들과 눈을 맞추면서 천천히 움

부착된 차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보 운전자라는 표시

상 예비 연료와 비상용 타이어, 식수, 음식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질랜드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가 동일

직이는 것이 좋다. 운전석과 도로 주행 방향은 우리와 동일하다.

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간을 내주는 것이 좋다.

몇 시간을 달려도 작은 마을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다.

하다. 안전한 경우에만 자전거를 추월하고 되도록 1.5m 거리를 유

Vietnam | Endless motorbike processions

Malaysia | Defensive driving for pedestrians
essential

지한다.

Australia | Prepare well for driving long
distances

New Zealand | Meandering roads

Australia has left-hand traffic, which means that cars
in Australia have steering wheels on the right side.
All passengers and the driver must wear safety belts.
When driving in deserted outback areas make sure that
you have enough fuel, spare tires, food and water.

New Zealand has many narrow, slanted and curved
roads. Most of the roads have only one lane in each
direction. If the car behind you wants to pass you, slow
down and give way by pulling over in a safe area on the
side of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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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etnam it’s easy to see the endless processions
of motorbikes on the streets. Traffic laws and signs
in Vietnam were designed with motorbikes in mind.
Pedestrians must exercise extra caution when crossing
the street because priority is given to motorbikes and
vehicles. Make sure to maintain eye contact with bike
drivers while crossing the street and walk slowly.

Malaysia has relatively favorable traffic conditions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Yet, caution is requited because of congested roads and left-hand
traffic. Defensive driving is a must, as there are few
pedestrian walks and no safety equipment to protect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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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ing Event
The children of Dongwha employees have sent
their colorful drawings of “Global Dongwha.”
Here’s how they picture Dongwha as a global
corporation.

동화 주니어들의
형형색색 Dongwha
세계 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글로벌 동화’를 주제로 열린
컬러링 이벤트(2016년 3rd 게재).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동화인 자녀들이 ‘글로벌 동화’에 형형색색 옷을 입혀 보내왔다.
동화 주니어들이 생각하는 동화는 어떤 모습일까?

대성목재 시설지원팀 김영배 기술주임 자녀

김령은, 김신형

아이들이 8세, 10세인데 아빠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하니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평소 아빠를 그리
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짠하다고 했던 아내도 컬러링 이벤트 덕분에 가족 모두 옹기종기 모여 행복한 시
동화기업 원재료1팀 최민석 대리 자녀 최우진

간을 보냈다고 좋아하네요. 그동안 바빠서 잘 놀아주지 못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색칠을 하면서 저도 무척 즐거
웠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색칠을 하면서 아빠 회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에게 친숙
한 그림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었지요. 무척 뜻깊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Choi Woo-jin (son of Choi Min-seok, 1st Materials Team)
By coloring with my young son, I was able to explain to him what kind of work
I do in an easy and fun way through familiar pictures. It was a very meaningful and
rewar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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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Ryeong-eun, Kim Shin-hyung (children of Kim Young-bae,
Daesung Wood)
My kids, who are eight and ten years old, were excited to take part in the
event organized by their father’s company. My wife was moved to see me
and my kids spend time together and have fun, because I rarely have time to
play with them due to the busy work schedule. I also enjoyed coloring pictures
with my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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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직장인 펀드 A to Z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안형준 기술주임 자녀 안시형

아들이
색칠을
하기 전
“왜 다른 나라기공식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빠 회사가 다른 나라에도
동화 엠파크시티
M1
자동차
매매단지

직장인 펀드 A to Z

나무를 키우는 마음 투자를 시작하자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 특히 직장인의 재테크는 국제정세 등의 영향을 받곤 한다. 그러나 펀드투자는 마치 나
무를 키워 숲을 이루는 현대인. 특히 직장인의 재테크는 시류에 편승하기 쉬워 급변하는 환율과 국제정세 등의 영향을 받곤

최고의 자동차 비즈니스 플레이어를 향해
날 회사에서 정확하게 명칭을 확인하고 다시 아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알려줬지요. 컬러링 이벤트를 기회로

아들에게 아빠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고 저 역시 해외사업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동화기업의 기존 M1 단지가 위치했던 인천 가좌동의 M1 부지에서 뜨거운 태양빛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엠파크시티 M1 자동

Ahn Si-hyung (son of Ahn Hyung-joon, Quality Control Team)

차 매매단지의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동화엠파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동화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Before coloring the pictures, my son asked me why there were pictures of people

한다. 글 이신재 전략기획팀 사진 이원재

장기투자자에 맞춘 ‘랩어카운트’인기

트(Wrap Account)의 한 종류이다. 랩어카운트는 포장을 의미하는

‘자문형 랩’이 성장하게 된 것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몇몇 자문형

랩(Wrap)과 계좌를 의미하는 어카운트(Account)의 합성어로 증권

랩의 광고효과도 있지만 가입자 문턱을 낮춘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고객이 랩어카운

이다. 원래‘자문형 랩’의 최저 가입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

트를 통해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는 금융자산관리사를

이 1억원 수준으로, 투자자금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을 적절하게 운용해주는 것이다.

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적립식투자가 가능해졌고 가입이 가

과거 증권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주식의 매매를 통한 수수료였기 때

능한 금액도 최저 1,000만원까지 낮아졌다. ‘자문형 랩’은 랩어카운

문에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은 고객에게 장기투자보다는

발문 따로 갈 경우

발문 같이 갈 경우

from other countries. As I told him that my company operat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he asked me what countries it was based in. I just said, “Vietnam, Malaysia,
Groundbreaking
Ceremony
of M-Park
M1 Complex
New Zealand⋯”
To offer
him a betterCity’s
explanation,
I made sure to check the names
of overseas business sites the following day, and let him know after work. Thanks
to the coloring event, I was able to proudly introduce my workplace to my son and
learn more about Dongwha’s overseas business operations as well.

Becoming the world’s top
auto business player

On a scorching day on July 16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M1 used car complex of M-Park City was held on the
former site of Dongwha Enterprise’s M1 complex in Gajwa-dong, Incheon. This meaningful ceremony represented
Dongwha M-Park’s efforts to build a better future and Dongwha’s journey since its founding.

2016년 세계로 향하는 파트너쉽

일에 완공될 예정으로, 대지면적 38,622㎡, 건축면적 13,357㎡의 규모를

승명호 회장 이하 13명의 귀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작된 M1 매매단지

자랑한다. 지하 1개 층과 옥상을 포함한 총 9층의 주차시설에 총 3,630대

기공식은 단지의 착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하

의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의 기능도

는 자리였다.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의 임직원뿐 아니라 단지의 시공사

함께 수행 가능한 복합단지의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뜻깊은 자리의 축

인 제일모직과 설계사인 SKM 외에 엠파크시티 조합 발전위원회 임직원

사를 맡은 승명호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 MDF 공장이란 의미있는 M1 공

을 포함한 약 6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기공식

장 부지에 동화의 신동력인 자동차 산업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작

에서는 간단한 준공 경과보고와 공사개요 보고를 통해 M1 자동차 매매

점이 될 매매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과 M1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색칠하면서 “베트남 국기가 무슨 색이었지?” 하며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

단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엠파

점에 대한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있다. 광고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실

다. 막내 역시 “언니와 엄마랑 같이 색칠하니까 재미있고 아빠 회사가 베트남과 호주 등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크시티 M1 자동차 매매단지는 1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30

전 전략을 가르치는 곳이 많다.

The 혹은
first그렇지
thing을that
kids
do when
we인테리어
receive
new
edition
of “Green
고급스러울 수도,
수도 my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심는
쓰게a마련.
세련된
뉴요커들

The ceremony started with Chairman Seung Myung-ho

un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은 거창하게 Dongwha”
대대적으로 꾸미기보다는
효과적으로
겨울 있으니
한다.
is trying 컬러와
to find소재에
me in
there. They
had 있으니주의해야
great fun participating
in the

introducing 13 guests. It represented Dongwha’s wish

At the ceremony the outlin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coloring
event.
While coloring
together, introducing
we chatted13and
looked into each other’s
The ceremony
started
with Chairman
Seung Myung-ho
guests.
eyes. My
youngest
daughter
said
she enjoyed
coloring
pictures
with her sister
The ceremony
started
with Chairman
Seung
Myung-ho
introducing
13 guests.
It represented
Dongwha’s
wish forand
a successful
it was
by some
60 peopleisincluding
and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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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and
time
thatattended
her father’s
company
also based on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
and
Dongwha
M-Park
as
well
as
Cheilto spend
Vietnam and Australia. This event presented my family with an opportunity
Industries, which is building thecomplex, SKM, which designed it.

for a successful construction and it was attended by

was introduced,enabling the visitors to picture the cre-

some 60 people including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ation of the used car complex. The M1 complex, which is

of Dongwha Enterprise and Dongwha M-Park as well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s slated for completion in

as Cheil Industries, which is building thecomplex, SKM,

September 2016. The nine-story complex will be built on

which designed it, and the members of the MPark City

a 38,622m2 area, with its building area

올해 부각되는 쟁점은 전세계 정치와
Groundbreaking Ceremony
of M-Park City’s M1
경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불러온
경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불러온
동화기업 경영진단팀 이호철 팀장 자녀 이소명
‘녹색모드’다. 주도주(株)로 부상하고 ComplexGroundbreaking
Groundbreaking Ceremony
Ceremony of M-Park City’s
of M-Park City’s M1.
이에 따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질
저희 아이들은 사보가 오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아빠 찾기’인데요. 이번엔 컬러링 이벤트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
M1 Complex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각되는 쟁점은 전세계 정치와

TIP

있다고 했더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제대로 설명을 못한 저는 다음

몰입의
즐거움과
마음의에너지
안정,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준 이벤트였습니다.
그하네요.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효성인의
기운까지 덤창하게기를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락하고도 포근한 기운까지 덤아니라 안락하고도 포

Lee So-myung (daughter of Lee Ho-cheol, Management Assessment Team)

근한 기운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골드 컬러는 그 사용의 비중과 반짝임의 정도에 따라

time together. We experienced the joy of immersion, mental calmness and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after coloring all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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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Dongwha
Drawn by Children

30P~49P, 66P~87P 이 부분만 윤명조로 가는거고
나머지는 고딕체로만.... 제목까지 모두!!
영문은 모두 고딕&컬러 동화색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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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현장 관리자 안전 교육 워크숍
Safety Training Workshop for Technical Field Managers

동화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
생산 현장에서 ‘안전’은 구성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다. 특히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에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 지난 10월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열린 안전 교육 워크숍을 통해 기술직 현장 관
리자들은 안전 의식 점검과 사고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DONGWHA
Run &
Learn

Workplace safety is vital for workers. All field managers must know how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and cope with them. In October 2016 a safety training workshop
was held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for field managers to raise their awareness of
safety and improve their emergency response skills.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오후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및 재해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비롯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는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개인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
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료의 상태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이 한층 더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으로 이어졌
다. 자율적인 토론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안전에 대한 공감대
를 확장시켜나갔다.
둘째 날 아침에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과 MSDS 관리 강화’, ‘공장 환경설비 소개와 법령 교육’이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기업 안전경영’, ‘안전 검열 과태료’에 대한 교육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이 마무

Learning 1
꼼꼼한 관리로 위험 예지 능력 향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 현장에서의 업무는 완벽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
전에 대한 부주의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안전 교육 워크숍은
안전 의식을 점검하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워크숍 첫날,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첫 번째 강의는 ‘현장 패트롤 점검 결과 주요 문제
점 및 안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장 내 안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이해하
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자못 진지했다. 다음으로 ‘위
험물과 유해화학물질 구분 및 사고 예방의 이해’ 강의에서는 위험 사고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구성원
모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되었다. 현장 관리자들은 시간마다 강의를 경청하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
다. 어떻게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되새겨본 소중한 시간. 현장
관리자들은 ‘동화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소명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작업장 안전 조치가 필요한 위험 요인

Preventing accidents through thorough management
Working in production facilities, which are prone to all kinds of hazards, requires keen
attention to detail, as lack of safety measures and inattention can result in the loss of
lives. On October 25, Dongwha held a two-day safety training workshop to check the
safety awareness levels of field managers and improve their emergency response
skills.
As soon as the participants arrived in the Dongwha Culture Village on day one, they
greeted one another. At 9 a.m. they listened to a lecture entitled “Major Problems in
Field Patrol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s.” They learned about legal issues
related to the lack of safety measures in a workplace, and ways to enhance workers’
safety. After the lecture,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o distinguish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chemicals and prevent accidents caused by their use.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Creating safe workplace together
In the afternoon, the participants listened to a lecture on how to reduce work-related
stress. The lecturer said that in addition to coping with stress individually, help from
others is also essential. The lecture encouraged the participants to take care of their
coworkers to help them minimize their stress levels. After dinner, a brainstorming
session for preventing accidents was held.
On day two, a three-hour session was provided on the importance of using safety gear,
stronger MSDS managemen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equipment for factories
and legal issues. The participants renewed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Dongwha’s
safety and pledged to do their best to create a safe workplace.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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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팀장 리더십 과정 교육 2016 Leadership Training for Team Managers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 스킬 UP!
On October 19-20 and November 15-16 Dongwha held two leadership training sessions for team managers who are tasked with interviewing job applicants. The
training sessions took place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o improve their insight when hiring new employees and conduct job
interviews in a more systematic way.

DONGWHA
Run &
Learn

오늘의 주제
‘인사(人事)’

토론 주제 도출 시간

Learning 2
직무 중심의
역량 평가 모델 강의

면접 위원들의 역랑 강화를 위한 팀장 리더십 과정 교육이 지난
10월 19~20일, 11월 15~16일까지 2차수에 걸쳐 동화 컬처빌리
지에서 진행되었다. 팀장급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재를 선발
하는 안목을 예리하게 갈고닦은 시간. 체계적인 면접 프로세스를
익힌 그 교육 현장을 찾았다.
커리어 컨설턴트 ECCI 안윤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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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의 역할, 왜 중요한가?

접관들의 개인차를 최소화하는 구조화된 면접이 무엇보다

글로벌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필요하고, 면접 유형별 이론과 원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실

성장 동력은 ‘핵심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

습과 피드백, 반복적인 학습이 내면화돼야 한다”라고 강조

서 기업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

했다. 먼저 토론 면접에서 면접관의 역할은 토론 시간을 관

한 과업이다. 지난 10월과 11월, 2차수에 걸쳐 진행된 팀장

리하고 토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토론이 원활하게

리더십 과정 교육은 면접관 후보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동화의 인

정확한 인재 평가와 효과적인 인재 선발 운영이 이루어지는

재상, 중점 사업 등의 현안에 논리력, 판단력, 리더십, 창의

데 중점을 두었다.

력, 인성 등을 요구하는 토론 주제를 조별로 만들었다.

면접관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면접관 개인의 연

PT 면접에서는 좋은 인재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도출과 평

륜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면접으로는 진정한 핵심 인재를 확

가 요소가 핵심으로 꼽혔다. 지원 업종이나 직무에 관련된

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

전문 지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와 관련된 분석력과

계적인 면접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면접관의 능력을 강화할

정보력은 물론 열정이나 리더십에 관련된 면접자의 경험도

수 있는 팀장 리더십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무엇보다 면접 과정에서 중요한 것

교육 첫째 날에는 면접관의 역할과 면접 유형별 평가 항목

은 인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면접관의 집요함이라는 강사의

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맡은 안윤정 강사는 “면

설명에 참가자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What makes the role of
interviewers so importa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alented employees
are crucial for a company to survive in the highly
competitive global market.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corporations to be able to unearth and hire superior
employees. The two leadership training sessions held
for team managers in October and November were
aimed at strengthening interviewers’ skills to evaluate
job candidates more accurately and hire new employees
in a more efficient way.
On day one,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role
of interviewers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ng job
candidates. Lecturer Ahn Yun-jung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minimize differences in the interviewers’
personal opinions and have them practice various
types of job interviews and receive feedback on a

regular basis. When holding job interviews in the form
of debates, the role of interviewers is to oversee the
duration of the debate and ensure that it proceeds
smoothly by interfering directly and indirectly. The
participants came up with debate topics requiring good
logical skills, creativity and personal traits in line with
Dongwha’s needs. They held a heated discussion, as
choosing the topics proved to be quite a challenge.
When learning about job interviews held in the form of
presentations, the participants tried to come up with
questions needed to recognize and evaluate talented
employees.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work fields
of job applicants, the ability to analyze and grasp the
latest social issues, enthusiasm and leadership are also
essential for job interviewers. The participants learned
that above all they need to be persistent in identifying the
right employees when interviewing job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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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정상훈 팀장(동화기업 IT기획팀)
Chung Sang-hoon, IT Planning Team, Dongwha Enterprise

“열정과 따뜻함 가득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신입 팀장으로서 팀장 리더십 과정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채용
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긍정적인 동화의 이미지를 남겨야 한
다는 것과 바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동화의 ‘고객’이 된다는
모의 면접 동영상 촬영

내용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동화에 애착을 가지고 지원한
면접자들에게 첫인상으로 남게 될 면접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팀장으로서
고민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Training full of passion and warmth”
I was impressed to learn that it’s important to leave a
positive image about Dongwha even in the applicants
who will not be hired and keep in mind that they are also
Dongwha’s customers.
인성 면접 실습

고영일 팀장(동화캐피탈 영업지원팀)
Ko Young-il, Sales Support Team, Dongwha Capital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 있소이다!” 영
화 <관상>에서 주인공인 천재 관상가가 한 말입니다. ‘팀장 리더십
과정’을 들으면서 위의 영화 속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 동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을 배우다

Learning to select superior employees

지금까지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통한 본격적인 실습

After learning in theory how to interview job candidates,
the participants practiced their skills through simulation
interviews. After watching a video of simulation job
interviews,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job candidates’
customer-oriented mindsets, willingness to produce
results, problem-solving and planning skills, and
innovation mindsets. They also had to explain their
evaluations. In an interview where they had to evaluate
personality traits, the participants held a face-to-face
interview with a virtual job candidate.
The interview was filmed and shown on the following
day to identify problems. While watching the video of the
job interview,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ir interviewing
skills. They felt a bit embarrassed, but they all said that
it was a worthwhile experience that taught them how to
select good employees. Above all, the training helped
them realize how important the role of interviewers is in
hiring new employees. They learned how to evaluate
job applicants accurately and hold job interviews in an
efficient way.

에 들어갔다. 교육 참가자들은 PT 면접 10분, 인성 면접 20분 동안 면
접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PT 면접에서는 준비된 모의 면접 동영
상을 시청한 후 고객지향, 성과지향, 문제해결력, 기획력, 혁신적인 마
인드 등의 평가 항목에 점수를 주고, 왜 그 점수를 주었는지 기록했다.
이어진 인성 면접은 가상 면접자 한 명이 들어와 대면으로 모의 면접
을 보는 방식이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역량 보유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질문하며 역량을 세밀하게 파악해나갔다.
모의 면접 과정은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되어 다음 날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영상으로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면접관으
로서 어떤 점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참가자들은 쑥스러운 듯 웃기도 했지만, 인재를
가려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모두 뿌듯한 반응을 보
였다. 무엇보다 면접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시간이
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재 선발을 위해 정확한 인재 평가와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팀장 리더십 과정 교육. 참가자들은
앞으로 동화의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했다.

안 우수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면접관으로서 ‘단 몇 개의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본 의미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TIP.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관 체크리스트

인터뷰는 지원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관
은 회사의 인재상과 요구 역량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Improving my ability to
unearth superior employees”
The main character of the movie ‘The Face
Reader’ said that a person’s face says everything.
This training helped me understand what kind
of questions I have to ask as an interviewer to
identify the best job candidates.

인터뷰 가이드는 인터뷰 전략, 질문 예제 및 평가
방법,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을 기술한 가이드로서
면접관은 가이드를 참조해 구조화된 인터뷰를 실
시해야 한다.

류동완 팀장(동화기업 생산관리팀)
Ryoo Dong-wan, Production Management Team, Dongwha Enterprise

“제 자신을 되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면접 전에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의문스러운 부분을 체크했는지, 각 역량

이번 팀장 리더십 과정을 통해 스티브 잡스가 말한 ‘Stay Hungry,

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각 면

Stay Foolish’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또

접관들이 적절하게 질문 분야를 나누었는지를 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다가올 기회를 위해 준비해야 한

크한다.
면접관의 역할은 지원자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
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 중에는 관찰과 기

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해외 주재원 생활을 오래 했
는데 모처럼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하니 참 반가웠습니다.

“Time to reflect upon myself”

록에 충실하고 인터뷰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각

This training made me realize the meaning of

지표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ve Jobs’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It
inspired me to ponder my future and prepare for
opportunities that life may present m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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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경력직 입문 과정
H2 2016 Introductory Training for New Employees

동화를 알다, 동화人이 되다
2016년 하반기 경력 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인천사업장 견학과 동화 컬처빌리지
합숙 강의, 여의도 사무소 방문 등으로 구성돼 동화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기회가 됐다.

DONGWHA
Run &
Learn

Dongwha has held introductory training for new employees in the second half of
2016. The new employees toured Dongwha’s factories in Incheon, listened to a lecture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and visited the Yeouido office.

Learning 3

백경록 과장 Baek Kyug-rok

Learning about Dongwha’s history and business philosophy

해외 M&A 검토 및 추진, 사업 개발 기회 발굴 담당

On November 23-25, the new employees from various teams received
training in order to learn about Dongwha’s core business areas as well
as learn about the history of Dongwha and its business philosophy. The
training began in Gajwa-dong, Incheon, where the new employees
toured the History Hall and a factory. Dongwha Enterprise CEO Kim
Hong-jin delivered a speech at 9 a.m. to welcome the new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After touring the History Hall, the new employees visited
MDF and laminate flooring production facilities to see how Dongwha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toured the M-Park Tower before attending
a welcoming dinner.

Tasked with overseas M&As, project development and planning
“이번 교육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동화기업의 전
반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원
간 소통의 기회도 됐고요. 앞으로 해외 시장 발굴
을 통해 동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상빈 과장 Kim Sang-bin
자동차 사업 관련 온라인 기획 담당
Tasked with auto business online planning

선후배가 함께한 소통의 장

“첫날 견학이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확

다음 날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본격적인 이론 교육이 시작됐다. 직원들은 KM, BSC 등의 동

인하면서 제가 이제 동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

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와 스펙인 영업, 사업장별 생산품과 주요 브랜드에 대해 알아갔

감했습니다. 저 역시 모클이 동화기업 성장의 발

다. 동화의 다양한 사업 범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놀라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교육

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는 현재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선배들이 강사로 나섰다. 연단에 선 직원
들은 후배들을 배려하는 눈높이 강의로 이해를 도왔다.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용어에 대해
서는 특히 강조하고,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업무 팁을 알려주기도 하며 집중을 독려했다.
경력 입사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교육 내용을 습득해나갔다. 부지불식간에 던지는 질문

백경록 과장
(동화기업
사업기획실)

김상빈 과장

(동화기업
모클팀)

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마지막 날에는 해외사업장과 진출국, 인사제도와 조직, 의사소
통 전략에 관한 교육이 이어졌다.
동화 가족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 2박 3일의 교육 일정. 하반기 경력직 입문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동기를 만나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는 다짐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Becoming one family
동화의 역사와 철학을 배우다
각 부서에 투입돼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경력 입사자들이 동화의 핵심 비즈니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16 하반기 경력직 입문 과정’. 이는 동화
그룹의 역사와 비즈니스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력 입사자들을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경력직 입문 과정 첫날 일정은 인천 가좌동에서 시작됐다. 동화 역사관을 견학하며 동화그룹의 역
사와 철학을 알아보고 공장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는 오전 9시 환영 인사를 통해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을 반겼다. 김홍진 대표의 응원을 받은 경력 입사자들은 역사관을 둘러보며 동화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해 MDF 가공보드, 강화마루 생산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엠파크타워를 둘러본 뒤 첫날 저녁 환영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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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ay two, the new employees received training in the Dongwha Culture
Village. They learned about Dongwha’s communication processes, such
as KM and BSC, Spec-in operations, products and brands. They were
surprised to learn how diverse Dongwha’s business areas are. The
training was provided by section chiefs from various business units. They
did their best to help the new Dongwha members understand everything
easily. They emphasized important technical terms and shared workrelated tips. The training inspired the new employees to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presented them with an
opportunity to meet their coworkers, and make a strong determination to
strive to improve their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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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춘 대리

민경석 대리

(동화기업
EP팀)

(대성목재
사원관계팀)

남기웅 대리

Ge

남기웅 대리 Nam Ki-woong
회사 프로세스 문제점 진단, 개선 아젠다 도출 담당

to Know Dongwha
g
n
tti

정장훈 차장

(동화기업
경영진단팀)

오정석 과장

(동화기업
빅데이터팀)

(동화기업
IT기획팀)

Tasked with detecting problems in business processes
“교육 덕분에 동화기업 곳곳에서 인사할 ‘아는 얼굴’이 많아져 좋습니다.
기획이 융합된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제 자신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업무

장영춘 대리 Chang Young-chun

역량을 키워 스스로의 발전은 물론 회사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뉴그린넷 프로젝트 담당 Tasked with New Green.net project
“경력직 입사자를 위해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화를 더 많이 이해하며 동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장훈 차장 Chung Jang-hoon
빅데이터 플랫폼 제작 및 서비스 설계 담당
Tasked with big data platform production and service planning

민경석 대리 Min Kyung-seok

“회사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신생팀인 빅데

기술직 인사관리 담당 Tasked with managing technical staff

이터팀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제 업무가 동료 간 ‘관계 형성’과 관련된 일인데, 이번 교육도 일종의 관계 형성 과정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애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정석 과장 Oh Jung-seok
글로벌 IT인프라 운영 및 IT자산 관리 담당
Tasked with managing global IT infrastructure and assets
“동화라는 회사가 뿌리가 깊은 기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더욱 뻗어나갈 가
지를 기대케 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IT 체계를 잘 갖추는 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허정 차장 Heo Jung
디지털 혁신 추진 담당 Tasked with digital innovation
“7월에 입사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허정 차장

(동화기업
IT기획팀)

정민철 대리
(동화기업
EHS팀)

조원석 대리
박종민 과장
(동화기업
조직개발팀)

(동화기업
글로벌재경팀)

정민철 대리 Chung Min-chul
가좌동 업무공간 환경 및 안전 관리 담당

고남열 대리

(동화기업
조직개발팀)

최연철 대리
(동화기업
EHS팀)

Tasked with overseeing working environment and
safety control in Gajwa-dong
“앞으로 국내와 글로벌 사업장에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정착
시키며 ‘안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to Become Its Members

박종민 과장 Park Jong-min

고남열 대리 Ko Nam-yeol

GHR 제도 기획, 해외법인 관리 담당

주재원 제도 기획 및 운영 담당

Tasked with GHR planning, management of overseas

Tasked with managing employees stationed overseas

business sites

“동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동화에서 저 스스로도

“경력 입사자들이 회사에서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번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첫 고리’를 잘 엮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철 대리 Choi Yeon-chul
조원석 대리 Cho Won-seok

아산공장 환경안전보건 관리 담당

해외사업장 주관 자금 일보, 재무재표 리포트 담당

Tasked with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at Asan factory

Tasked with financial management at overseas busi-

“동화의 다양한 생산 품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사업 범위가 무척 넓다고 느꼈습

ness sites,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 and support

니다. 화학물질 관련 법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법 준수와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실제 업무를 눈으로 확인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
추고 업무를 지원하는 회계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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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Quiz
Dongwha Group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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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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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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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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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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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

1. 전 세계 동화인들이 화합을 다진 2016 글로벌
동화 페스티벌. 이 행사가 열린 지역으로 천년
의 역사를 품은 이곳의 이름은?
What is the name of the city where the
Dongwha Global Festival 2016 took
place?
ⓐ 경북 경주
Gyeongju, Gyeongsangbuk-do Province
ⓑ 경기도 가평 Gapyeong, Gyeonggi-do Province
ⓒ 전남 담양 Damyang, Jeollanam-do Province
ⓓ 경기도 포천 Pocheon, Gyeonggi-do Province

2. 지난 11월 1일 동화엠파크에서는 세 번째 신
규 중고차 매매 단지의 출범 기념식이 있었다.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옛 동화
기업 MDF 1공장 자리에 지어진 이곳의 공식
명칭은?
Dongwha M-Park launched a new
used car complex on November 1. What
is the name of this nine-story new
facility, which was built on the site of
the former 1st MDF Factory of Dongwha
Enterprise?
ⓐ 엠파크랜드 M-Park Land
ⓑ 엠파크타워 M-Park Tower
ⓒ 엠파크허브 M-Park Hub
ⓓ 컬처빌리지 Cultur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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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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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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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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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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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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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