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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빚고 내일을 빛낼 결정적 순간들로
Decisive Moments in Dongwha’s

동화 역사를 꽃피우다

Blooming History : A Prosperous Present & Bright Future

Intro

동화의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꽃피울

순간의 역사들

Memorable moments that built Dongwha’s prosperous
present and paved the way for its bright future

70년 동화의 눈부신 성장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맺은 결실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고심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 순간들,
아무도 걷지 않은 미지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딘 순간들,
그리고 그 반짝이는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Dongwha’s dazzling growth over the past 70 years is
the result of countless decisions and choices that it had to make along the way.
Moments when new possibilities were discovered and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Moments when Dongwha made first steps on untrodden paths,
And people who were with Dongwha during those unforgettable moments.

오래된 문서 속
수많은 직인과 결재 사인들.
새로운 도전을 승인한
이 흔적 안에는
동화의 오늘을 꽃피운
결정적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Countless signatures and
seals in old documents⋯
They are the traces of big
decisions to take on
challenges that helped to build
Dongwha’s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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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2017년 신년사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닭 그림을 항상 곁에 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셋째,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는 지난 2년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신감과 안정감을 회복했습니
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디어 사업군에서는 다양한
사업 조직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일보는 중
도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에게 새로움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나프 강마루 신제품 출시를
비롯해서 엠파크의 세 번째 매매 단지인 엠파크허브 준공과 함께 동화캐피탈이 출범했고, 해외에서는 베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트남 2라인 착공뿐만 아니라 이란의 테헤란, 미국 포틀랜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에 해외

국내외 사업 확대와 비즈니스 모델 추가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과 효율적인 업

법인이나 지사를 오픈하면서 해외 판매 거점들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해외 사업장들 역시 끊임없는 혁

무 환경 확립 및 인재 양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사에서는 여의도사옥 1, 2층에 그린라

신으로 최대 생산량, 최고 판매량, 최저 제조원가라는 기록들을 수립했습니다. 국내외의 이와 같은 노력

운지와 복합 문화 공간인 원창홀, 북한강변에 수려한 연수원을 오픈했으며 업무 능률 향상과 직원들 간의 소

들이 한데 모여 3년 연속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화 가족

통 증대를 위해서 뉴그린넷을 올해 1월 1일부로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Smart Business, Smart Factory, Smart Workplace를 대변하는 디지털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동화 가족 여러분!

것입니다. 최적화된 원가 실현으로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생산 부문의 혁신을 비롯해 S&OP와 빅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듯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부문의 제품 및 서비스 혁신과 함께 온·오프라인 업무 환경 최적화로 업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글로벌 최고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향해서 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지원 환경 또한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글로벌 신규 시장에 빠

속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져가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다음의 사항을

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동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소재 사업은 동화그룹의 출발점이자 핵심 사업입니다. 이러한 소재 사업에서 쌓아 올린

동화 가족 여러분!

역량을 기반으로 동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외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동화그룹의
창사 70주년을 앞두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면서 올해도 우리는 여러 새로운 일들에 거침없이 도전할 것입

우선 올해 가동될 베트남 2라인을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M&a를 통해 아시아 최고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목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는 국내외 모든 사업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해를 맞아

둘째, On-off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 자동차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기반으로 중고차

모든 동화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2011년 엠파크 매매 단지를 연 이래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문화와 투명한 유
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이지옥션, 모클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했고
지난해 12월 할부금융사업인 동화캐피탈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엠파크는 중고차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
공해 선진화된 중고차 시장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동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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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ew Year Speech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finance company. M Park will continue to provide comprehensive used car services to set trends in the

The year 2017 has begun. It is the Year of the Red Fire Rooster. Since ancient times, Koreans have be-

advanced used car market.

lieved that the images of a red rooster bring good luck. I wish every member of the Dongwha family to
have a successful and rewarding year.

The year 2016 was marked by “newness.” In terms of the domestic market, we released a new NAF
laminate flooring product,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used-car complex, M PARK Hub, and
launched Dongwha Capital. In terms of the overseas market, we launched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Thirdly, The Hankookilbo and The Korea Times have recovered confidence and
stability over the past two years through diverse efforts. However, they have yet
to secure a stable revenue structure. Therefore, in the media business we will
unearth a new revenue model and lay a solid foundation to make sure that The
Hankookilbo can fulfill its role as a politically moderate newspaper.

production line in Vietnam and opened representative offices in Teheran (Iran), Portland (USA), Jakarta
(Indonesia) and Ho Chi Minh (Vietnam). We have also opened new stores overseas.

Our business expansion efforts in Korea and abroad and the adoption of new business models have made
it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us to build a flexible corporate culture, create an efficient working environ-

Our overseas business sites broke records in terms of sales volume, production and cost-cutting thanks

ment and train employees. As part of such efforts, we have set up the Green Lounge and Wongchang Hall in

to their relentless innovation efforts. As a result of diverse efforts in Korea and abroad, we were able to

the Yeouido headquarters, built a training facility in the Bukhangang River area, and renewed the Green.net

set new earnings record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your

network to enhance work efficiency and improve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hard work.
We will soon launch digital innovation in earnest through smart business, smart factory and smart workplace
As you may have noticed, the year 2017 promises a lot of uncertainty i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processes. We will also create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maximize work performance by innovating

Nonetheless, we must continue to grow and produce results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to achieve our

our production processes through cost optimization and improving products and services by using S&OP and

vision of earning worldwide recognition. I have set the following goals for 2017, which I hope we will attain

big data. I hope that all of us will hone our ability to swiftly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market. We will

together.

provide all kinds of training programs to help you improve your skills.

Firstly, the materials busines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Dongwha Group
and its core business area. We must ensure sustainable growth for
Dongwha based on our expertise in the materials business.

We have done a good job over the past three years. But this is not where we’re going to stop. We will rise

We can do it by quickly stabilizing the operation of the second production line in Vietnam and building a

ing our best.

up to the challenge this year as well ahead of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n 2018. I
am sure we will face obstacles down the road, but we can overcome them by trusting one another and do-

momentum for becoming a genuinely global timber corporation through M&As.
I hope that this year we will have zero accidents at our factories in Korea and abroad. I wish you and your

Secondly, our auto business, which has a complete online/offline business model, will lead the used-car market by securing stable revenues.

families all the best in the New Year.

Since the opening of the M Park used-car complex in 2011, we have established trustworthy and

Happy New Year!

transparent used car transactions. We have also expanded our online business model to include Easy
Auction and Mocle services. In December of last year, we launched Dongwha Capital, a hire purchase

January 2, 2017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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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화기업·동화엠파크 시무식

붉은 닭의 기운!
세계 시장의 아침을 열다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2017년 첫 출근을 한 1월 2일
오전 10시, 동화기업 본사에서는
시무식이 열렸다. 28기 신입사원의
패기 넘치는 공연과 함께 승명호 회장님의
신년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임직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파이팅”을 외쳤다.

Dongwha Enterprise & Dongwha M PARK
held a New Year ceremony on January 2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year 2017. It
consisted of a performance staged by the
company’s new employees and a New Year
address of Chairman Seung Myung-ho.
The employees exchanged handshakes and
shouted encouraging slogans.

The Energy of the Red Rooster Opening Global Markets

Dongwha Enterprise &
Dongwha M PARK’s
2017 New Year Ceremony

DONGWHA
Leading
Topic
Topic 1

New
Year

10

New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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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Employees’ 2017 New Year Ceremony
New employees, new energy for 2017
3

A performance staged by the company’s new employees who joined Dongwha in
December 2016 created an exciting atmosphere. Donning white shirts and green ties, they
staged a dynamic nanta show to a big round of applause from their senior colleagues.

Reaching higher goals in 2017
2017년 동화를 이끌 새내기들의 무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표정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서로 마주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
세요” 인사를 건네고, 덕담을 들은 사람 역시 기꺼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로 화답한다.
시무식의 분위기를 돋운 건 2016년 1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신년 공연. 흰 셔츠에 녹색 넥타이를 맞춰 입
고 나온 신입사원들이 난타쇼를 선보였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힘 있는 공연을 펼치자 선배들의 박수가 이어
졌다. 북을 두드리는 소재로 동화의 새로운 목재 제품을 사용한 아이디어에 탄성도 터져나왔다.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넘어 올해도 거침없이 도전!
이어 승명호 회장님의 신년사가 있었다. 회장님은 신년사에서 “성공하려면 붉은 닭 그림을 가까이하라”는 선
조들의 말을 예로 들며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상서로운 기운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실천 사항도 전달했다. 첫째는 동화그룹의 핵심 사업인 소재 사업에서 쌓아 올린 역량을 기반으로 해
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둘째는 On-off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 자동차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를 기반으로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며, 셋째는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회복한 자신감
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군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해나가자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2018년
창사 70주년을 앞두고 올해도 새로운 일들에 거침없이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의 대미는 신년 하례가 장식했다. 무대 쪽에 일렬로 선 임원들은 차례로 걸어 나오는 직원들과 일일이 눈
을 맞추고 악수하며 “더욱 즐거운 일터로 거듭나게 하자”고 다짐했다. 오랫동안 손을 잡은 채 체온에 체온을
더한 훈훈한 새해 인사였다.
신입사원의 패기 넘치는 공연과 담대한 신년사로 알차게 치러진 2017년 시무식. 기념사진 촬영에서 함께 외친
다짐이 모두의 가슴에 닿기를 바란다. “2017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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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Seung Myung-ho expressed hope that the Year of
the Red Rooster will bring good luck to Dongwha. Mr. Seung also outlined Dongwha’s
goals for 2017. The first goal is to search for way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overseas
based on Dongwha’s expertise in the materials business, its core business sector. The
second goal is to secure leadership in the used car market based on stable revenues and
the complete on/off business model. The third goal is to unearth a new business model in
the media sector based on the newfound confidence and stability of the Hankookilbo and
the Korea Times, and help them fulfill their roles as moderate-minded dailies. Mr. Seung
also called for embracing new challenges ahead of Dongwha’s 70th anniversary in 2018,
and wished all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health and prosperity.

5

2017년 경영혁신 페스티벌 2017 Business Innovation Festival

스마트 혁신으로
체인지 동화!
DONGWHA
Leading
Topic

지난 2월 17일 동화기업 인천 본관 대강당에서 ‘2월 열린광장’과
‘경영혁신 페스티벌’이 열렸다. 스마트 액트를 통해 스마트 혁신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시간. 동화인들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자리였다.

Topic 2

Change Through Smart Innovation
On February 17 Dongwha held the February Agora and the Business Innovation Festival at the Incheon headquarters. The events
demonstrated Dongwha's efforts to innovate its business processes and generate new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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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아이디어

스마트 혁신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올해 경영혁신 페스티벌은 혁신 사례 발표에 앞서 오프닝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디지털

Leaders of Smart Innovation

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혁신을 주제로 Create(새로운 가치 창출), Connect(연결), Share
(공유)를 강조한 영상을 통해 임직원은 디지털 변화, 디지털 격변, 디지털 혁신을 넘어 디
지털화, 디지털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어볼 수 있었다.

분임조 과제 최우수상

다음으로 본격적인 혁신 과제 발표 시간. 첫 번째 평가 발표자로 연단에 선 보드영업3팀

QA Team Grand Prize

기명서 차장은 “떨리니까 박수 한 번 다시 쳐주세요”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발표
를 시작했다. 그는 ‘MDF 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최근 5년간의 MDF 사업 내·외부

대성목재 PB공장 장상훈 기술사원
Chang Sang-hoon,
PB Factory, Daesung Wood

환경 변화 속 혁신 과제 테마를 도출하고 수익 중심 품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한 과

행사장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혁신 과제, 분임조 과제, 제안왕, 스마트 액트, 베스트 프랙티스, 사후효과 포상자들)

더 좋은 일터를 위한 GWP추진위원회
2월 열린광장은 신규 입사자와 면 수습자, 주재원 귀임 및 보임자에 대한 사령장 수여로 시작됐다. 이번
열린광장의 핫 이슈는 2017년 GWP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임명식이었다. GWP는 ‘Great Work Place’
의 약자로, 이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할 22명의 추진위원이 임명됐다. 이
어 자동차사업군의 신규 보임자 사령장 수여와 월간 포상, 동화캐피탈 정세종 대표의 취임 인사를 비롯해
2017년 1월의 경영 실적 보고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GWP committee for a better workplace
The February Agora event began with the presentation of written appointments to new
employees, interns, employees stationed overseas and newly appointed employees. The
highlight of the event was the launch of the GWP committee, which stands for “Great Work
Place” and is dedicated to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e committee comprises 22
members, who will implement ideas on how to create a better workplace. The event also
included the appointment of employees in the auto business unit, monthly awards and a
speech by the Dongwha Chemical CEO, Chung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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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소개했다. 더불어 2017년에도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추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

분진 정량장치 및 노즐 개선을 통한 BC유 절감

다는 의지를 다졌다.

PB공장 건조 공정에서 목칩을 건조하기 위해 BC

이어 네 가지 사례의 스마트 액트가 소개됐다. 셀카봉을 이용한 재고 실사를 통해 위험한

유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원가를 절감할 수

고소 작업 대체, 내마모도 품질 기준 재정립으로 제조원가 절감, 경남 지역 수익성 개선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분진 투입량

추진 사례,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심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시세 추정

헌팅과 BC유 분사량 조절, BC유 분사 압력 최적화

모델링 구축 과제가 발표됐다. 이 외에 전사 과제는 아니지만 전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함

를 통해 BC유 사용량을 2015년 대비 62만ℓ절감,

께 공유하면 유익한 디지털혁신실 추천 ‘베스트 프랙티스’ 과제도 소개됐다. S&OP 시스

약 3억 원의 원가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입사

템 구축과 포털 개설에 따른 영업 효율성 개선 발표, e-Accounting을 통한 금융 업무 고

5년 차인데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최우수상

도화에 대한 발표는 모두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Innovative ideas for creating new value

Bunker-C oil reduction through
improvement of dust determination
controller and nozzles

This year’s innovation festival began with the screening of a special
video about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new ideas), “connection” and
“sharing” as the essential elements for ensuring success in the digital era.
It demonstrated how digital changes and innovation translate into digitalization and digital business. Then, innovation tasks were announced.
The first presenter was Ki Myung-seo, the manager of the 3rd Board
Sales Team. He began his presentation by asking the audience to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He told about how his team designed innovation
projects in line with changes in the MDF sector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created a profit-based portfolio. He also pledged to produce more
results through pro-active innovation activities in 2017.

Bunker-C oil is used to dry wood chips
at the PB factory. We tried to come up
with ways to reduce costs in this process. By dust input hunting, adjusting the
amount of bunker-C oil and optimizing
oil injection pressure we managed to reduce the use of bunker-C oil by 620,000
liters, worth 300 million won, compared
to 2015.

혁신 과제 우수상
Best Prize for Innovation Tasks

동화기업 보드영업3팀 기명서 차장 Ki Myung-seo, 3rd Board Sales Team, Dongwha Enterprise

MDF 사업 경쟁력 강화
성숙기 시장에서 유통 품목을 전환하지 못해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2016년에는 냉철한 평가 끝에 10가지 개선 과제를 선정해 수익 중심 품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했습니다. 혁신은 아이폰처럼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혁신입니다. 모두가
일상을 다시 보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Strengthening MDF business competitiveness
Our results used to be quite disappointing because we failed to switch
distribution items in the maturity market. So in 2016 we conducted an
analysis and selected ten tasks to establish a profit-based portfolio.
Innovation is not about creating something from nothing. It’s about
implementing small change on a day-to-day basis. I hope that all of
us will start viewing daily life from a fresh perspective.

응원과 격려 속에 빛난 경영혁신 페스티벌
짧은 휴식 시간 후 분임조 발표가 이어졌다. 분임조 과제는 PB공장 장상훈 기술사원이 ‘분진 정량장치 및
노즐 개선을 통한 BC유 절감’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아산 MDF공장 박태식 기술주임의 ‘CL
Refiner Disc 타입 변경을 통한 전력비 절감’, MDF2공장 이안표 기술대리의 ‘E1수지 변경을 통한 첨가제
(DCM) 비용 절감’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인 분임조 과제 발표자 포상은 이날 행사의 백미였다. 수상자가 각각 87·88·89·90점을 획
득한 것이다. 먼저 장려상에는 박태식 기술주임과 이안표 기술대리가 호명되었고 객석의 구성원들은 책
상을 두드리며 최우수상 수상자 호명 분위기를 북돋았다. 곧이어 장상훈 기술사원의 이름이 불리자 동료

분임조 과제 우수상
QA Team Best Prize

동화기업 보드화학생산팀 홍종화 기술대리 Hong Jong-hwa, Board Chemical Team, Dongwha Enterprise

들은 환호했다. 우수상에는 홍종화 기술대리가 올랐다.
김홍진 대표이사는 총평을 통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 국내에서만 67억 원의 원가 부담 발생에도 불

포르말린 정비 시간 단축을 통한 가동률 증대

구하고 원가 지출에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혁신 의지가 잘 반영되었기

포르말린 공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일상 정비에 39시간, Absorber Pauling 청소 포함 시 96시간

때문입니다. 2017년 스마트 혁신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에도 큰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라며 구성원

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휴동 시간을 줄이고 대기오염 및 폐수 발생과 같은 환경 이슈를 해

들을 격려했다. 예리한 아이디어로 혁신 사례를 일군 주인공들과 이러한 노력을 아낌없이 응원한 동화 임

결하고자 세정수와 고온 스팀을 활용한 청소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 상태를 개선하

직원들. 시종일관 혁신의 열기로 가득했던 이번 행사를 통해 2017년 동화는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고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한편, 정비 시간도 최장 36시간으로 단축해 정비 비용을 92.9% 줄일 수 있
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으니 지난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적은 인원의 팀원들이 똘똘 뭉쳐

Successful innovation festival based on encouragement
After a short break, small group made presentations. Chang Sang-hoon made a
presentation about the reduction of bunker-C oil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ust determination controller and nozzles. Then Park Tae-shik from the Asan MDF
factory made a presentation about energy conservation through the modification of
CL refiner disc types. Lee Ahn-pyo from the 2nd MDF factory presented on cost reduction for additives (DCM) through the modification of E1 resin, while Hong Jonghwa from the Board Chemical Production Team spoke about his ideas to increase
the factory operation rate by reducing cleaning time. CEO Kim Hong-jin said that the
cost burden of 6.7 billion won in Korea alone stemming from market uncertainty had
no serious impact on Dongwha’s financial situation since last year, which is a result of
Dongwha members’ efforts to innovate business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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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년퇴임까지 1년 남았는데, 더 좋은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설
후배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ncrease of operation rate through shorter formalin factory cleaning
time
It usually takes 96 hours to clean the formalin factory, including 39 hours for each
regular cleaning session and Absorber Pauling cleaning. To reduce the factory operation suspension time and eliminate air pollution and waste water, we
introduced a cleaning method using cleaning water and hot steam. This enabled
us to improve the cleaning process and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as well
as reduce the cleaning time to 36 hours maximum and cut the cleaning costs by
92.9 percent. This prize has made me feel rewarded for all the hard work. My
team was able to achieve this feat because we joined hands.

2016년 동화 말레이시아 저녁 만찬 행사
2016 Grand Annual Dinner

충만했던 2016년,
더욱 찬란할 2017년
DONGWHA
Leading
Topic

2016년 12월 9일과 16일,
동화 말레이시아 임직원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한
저녁 만찬 행사를 가졌다. 그 따뜻하고
의미 있는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On December 9 and 16, 2016
Dongwha Malaysia employees attended
a dinner to look back on the year
2016 and prepare for the year 2017.

Topic 3

한 해의 마무리, 저녁 만찬 행사
지난 12월 9일과 16일, 동화 말레이시아의 2016년을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축하하는 자리인 저녁 만찬 행사
가 열렸다. 닐라이 사업장과 쿨림, 머복 사업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 특성상, 닐라이 사업장은 9일에 Pa l m
Seremban Hotel에서, 쿨림과 머복 사업장은 16일 Sg. Petani의 The Pure Hotel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각 행사장에는 100명이 넘는 동화 말레이시아 임직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보내는 기쁨과 감회를 나눴다. 참가
자들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 아래 블랙&화이트 드레스 코드로 복장을 통일
해 더욱 멋진 장면을 연출했다.

Dinner to wrap up the bygone year
Dongwha Malaysia celebrating a very grand closure of 2016 year with its Grand Annual
Dinner which was held at Palm Seremban Hotel on 9 th December 2016 for Nilai Plant and The
Pure Hotel, Sg. Petani on 16 th December 2016 for Kulim & Merbok Plant. Both dinner was attended by more than 100 employees who came in their best outfit to match Black & White
colour in line with 1 Spirit, 1 Vision, 1 Identity theme for a wonderful evening.
동화 말레이시아 김명식 대표(좌)와 밸류 리더 어워드 수상자 ▶
Kim Myung-sik, CEO of Dongwha Malaysia and the winner of the Value Leader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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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하이라이트, 동화 어워드
한 해를 열심히 보낸 동화인들이 긴장을 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 내내 현지 요리사들의 멋진 요리 공
연과 전시가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동화 어워드. 김명식 동화 말레이시아 대표의 따
뜻한 축하를 받으며 2016년 수상자들은 트로피와 사령장, 꽃다발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이 지면을 빌려 모
든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

Dongwha awards, the highlight of the event
Then, the dinner began with a food presentation and performance session by local artists
throughout the dinner to lighten the mood and just let everyone relax. Later, the spotlight
of the night, Dongwha Award was presented by DMY General Manager, Mr. Kim Myungsik. The recipients for 2016 each received trophy, certificate, flower bouquet and cheque.
Congratulations to all the winners.

1
2

신나는 축하 공연으로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It was a festive mood
thanks to an exciting
concert.
3

5
4

1, 3 블랙&화이트 드레스
코드를 센스 있게 소화해낸
동화 말레이시아 직원들

모두의 수고로 빛난 2016년
생산본부 본부장인 이성영 이사가 동화 말레이시아의 수장인 김명식 대표를 소개하는 연설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성영 이사는 동화 말레이시아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환경 변화로 연간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

2, 5 초청 가수의 공연은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4 현지 요리사들의 멋진 요리 공연을
볼 수 있었던 저녁 만찬 시간.

려움을 겪었던 점들을 언급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화 말레

1, 3 Dongwha Malaysia members
dressed in black and white

이시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최고 관리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 공식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

2, 5 The concert by invited artists
added fun to the event

리며 동화 말레이시아의 밤 또한 본격적으로 무르익었다.

4 Dinner featuring an exciting
cooking performance by local chefs.

2016, a year of hard work
The night began with a protocol speech by Head of Production Division, Mr. Bruce Lee
representing Dongwha Malaysia (DMY) General Manager, Mr. Kim Myung-sik. In his
speech, he addressed on the struggle to meet annual business KPI due to various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but at the same time thanked all employees for their dedication, hard work and effort to increase productivity above all. After that, the emcee
kick started the event by inviting Top Management to the stage to officiate the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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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ful 2016, the More Stellar 2017

동료들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입니다.
Meaningful time
with colleagues.

3

4

1 The participants wrote a song about their company and
showed everyone how the song was produced
1

2

2 Winners of the High Achievement Award
3, 4, 5, 6 The festive mood continued throughout the event.

1 참가자들은 직접 회사를 대표하는 노래를 만들어
영상을 통해 그 제작 과정을 공유했다
2 High Achievement Award 수상의 주인공
3, 4, 5, 6 행사 내내 흥겹고 유쾌한 분위기가 끊이질 않았다.

5
6

더욱 성장하는 2017년을 다짐하며
행사 말미에는 모두가 고대하는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포상 휴가와 노트북, 태블릿 PC, TV,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의 주인공이 발표될 때마다 동화인들은 환호와 즐거움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
다. 그리고 어느덧 행사의 마지막 순서. 동화인들은 동화 말레이시아의 행복하고 찬란한 2017년을 위한 희망
사항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2016년의 저녁 만찬 행사는 닐라이와 쿨림 그리고 머복 사업장 조직위원회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녁 만찬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화 말레이시아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모두가 더욱 성장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2017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To a year of stellar results!
Not forgetting, the awaiting moment by all employees when the lucky draw commenced. Prizes
included a vacation package, laptops, tablets, TVs, latest smartphones and others valuable
prizes. At the end of the night, everyone had an amazing time and left with high hopes for
the New Year with Dongwha Malaysia. The dinner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tireless commitmen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 Nilai, Kulim & Merbok. We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who attended the dinner and may 2017 bring more
prosperity to all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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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Leading
Topic
Topic 4
VRG Dongwha MDF 이동호 대표 Lee Dong-ho, CEO of VRG Dongwha MDF

새해에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VRG 동화 Year End Party VRG Dongwha Year-End Party

행복으로 빛나는 2017년을 기대하며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의 끝은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하다. VRG 동화는 지난해의 성과를 자축하고
2017년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Year End Party’를 열었다.
After a year full of solid results, VRG Dongwha celebrated its 2016 achievements by holding a year-end party.

VRG 동화의 연말 행사인 ‘Year End Party’는 사업장 직원들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하는 자리다. 올해는 총
340여 명의 동화 가족들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중간중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
고 모든 동화 가족들은 자축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초대 가수의 공연으로 구
성된 문화 프로그램, 베트남 전통 신년제 음식으로 차린 저녁 식사 그리고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 러키 드
로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한 해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모든 동화 가족들은 격식에 맞춰 팀
별로 선정한 드레스 코드에 따라 멋지게 차려입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먼저 VRG 동화 이동호 대표가 이날 사업장에 방문한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2017년 VRG 동화가 추
진하는 글로벌 동화를 위한 목표를 공유했다. 그동안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둔 VRG 동화이기에 2017년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각오와 함께 동화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Toward higher goals in 2017
VRG Dongwha’s year-end parties are attended not only by its employees but their
families as well. Some 340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and their loved ones took
part in the 2016 year-end party. Despite the occasional rain, everybody enjoyed the
festive mood and felt grateful for the past year. The party consisted of a concert given
by invited artists, dinner featuring traditional Vietnamese New Year food, and a lucky
draw event where generous prizes were given away. The participants followed dress
codes that were set for each team, and took commemorative photos in their beautiful
attire. VRG Dongwha CEO Lee Dong-ho greeted everyone and announced the 2017
goal to make Dongwha a global corporation. VRG Dongwha is determined to continue to produce solid results in 2017 by achieving even highe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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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겨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공연 덕에 신나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Everyone enjoyed
the festival to the
exciting music.

6

2017년을 향해 희망을 품고
이후 진행된 문화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퍼포먼스와 함께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베트남에

1

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계 가수 하리원의 공연은 많은 동화 가족들의 호응을 받았다. 베트남은 새해

2

에 신년제를 지내며 전통 음식을 먹는데 이날 연말 행사의 저녁 식사 역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
미를 담아 베트남 전통 음식이 준비됐다. 삼삼오오 원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해에 대한 설
렘을 나눴다.
식사 후에는 동화를 상징하는 ‘해피 트리(Happy Tree)’ 나무 모형에 각자의 소원과 희망을 적어 붙이며 새
3
4

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 가족들은 ‘동화가 세계 일류 기업이 되길 기원합
니다’, ‘2017년에는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화 직원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5

좋겠습니다’ 등 희망찬 문구로 새해의 성공을 기원했다. 동화 가족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매달린 이 해
피 트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사업장 내에 전시된다. 또 소원을 적은 직원들 중 몇 명을 추첨해 내년 Year
End Party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 a year of hope

1, 2, 6 ‘동화’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으로 어울린 자리 3 베트남 인기 가수 하리원과
VRG 동화 직원들이 함께한 무대 4, 5, 7 2017년 소원을 적은 나뭇잎을 해피
트리에 붙이며 새해 성공을 기원했다.
1, 2, 6 Sharing the spirit of Dongwha 3 Performance by popular
Vietnamese artist Harri Won and VRG Dongwha members
4, 5, 7 Dongwha members wrote down their wishes for 2017
and attached them to the Happy Tree to ask for a successfu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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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 ensuing cultural program featured all kinds of performances and concerts.
Dongwha members especially enjoyed the concert of ethnic Korean singer Harri
Won, who is very popular in Vietnam. The dinner featured traditional Vietnamese
New Year food to wish a happy new year. The participants enjoyed the food together
by sitting at round tables in small groups. After dinner, the participants
wrote down their wishes and hopes and hung them up on the Happy
Tree symbolizing Dongwha. They wished Dongwha to become one
of the best corporations in the world and produce the best results
ever in 2017. They also wished all Dongwha members to succeed and
be happy. The Happy Tree will remain on display throughout 2017. The
lucky participants who wrote down their wishes will receive prizes at the
2017 year-end party.
2017 1st 29

1

2

1, 2 한자리에 모여 베트남 전통
음식을 즐긴 저녁 만찬
3 VRG 동화 구성원 모두에게
증정된 행운의 메시지 액자

3

4, 5, 6 구성원들은 풍성한 연말
행사를 통해 2017년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새겼다.
1, 2 Dinner featuring traditional
Vietnamese food
3 Framed good-luck messages
delivered to VRG Dongwha
4, 5, 6 A festive year-end event
full of hope for the year 2017.

모두의 번영을 기원한 시간
다음으로 모두가 기다리는 러키 드로 이벤트가 열렸다. 동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첨 행사로 베
트남을 상징하는 오토바이를 비롯해 각종 IT 기기,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이 준비됐다. 또 이날 모든 동화
직원들은 뜻깊은 기념품을 받았다. VRG 동화가 새해를 맞아 행운의 메시지가 담긴 액자를 구성원에게
하나씩 증정한 것이다. 각각 충성과 헌신, 행운 그리고 풍요와 부를 의미하는 ‘Trung, Loc, Tai’라는 문구

2017년 동화인 모두에게
행운과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Good luck and abundance to all Dongwha
members in 2017!

4

5

6

가 VRG 동화 로고와 함께 새겨진 액자였다. 2017년에도 VRG 동화 가족들 모두 행복하길 기원하며 준비
한 깜짝 선물이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VRG 동화의 멋진 2016년처럼 찬란하게 반짝이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장식했다. 아
름다운 불꽃을 바라본 VRG 동화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연말 행사였다. 동화인으로서 자부심
이 생긴다”,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었다”,
“비가 왔지만 ‘돈을 부르는 비’라고 생각하니 더 즐거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복한 추억을 마음
에 새긴 동화 가족들은 2017년 역시 보람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Wishing everyone prosperity
At the long-awaited lucky draw event, the luckiest of the Dongwha members received all kinds of prizes, from motorbikes, an iconic item in Vietnam, to IT gadgets
and gift vouchers. Each of the participants also received a picture frame with a message from VRG Dongwha. The picture frames featured the phrase “Trung, Loc, Tai,”
which means “loyalty, good luck and abundance,” and VRG Dongwha’s logo. The
gift represented the company’s wish that all of its members have a happy New Year.
The year-end party ended with an extravagant fireworks show. The participants said
they really enjoyed the party, which was more festive than ever, and felt pride in their
workplace. They said they would remember it for a long time as a meaningful event
that they attended along with their loved ones. They also said they enjoyed the rainy
weather, as rain may symbolize wealth. Dongwha members wrapped up the event
by wishing everyone a successful and abunda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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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캐피탈 출범식 Launch of Dongwha Capital

중고차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다!
Advancing into Used Car Hire
Purchase Finance Market
DONGWHA
Leading
Topic

동화엠파크가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며 동화캐피탈의 출범을 알렸다. 동화캐피탈은 엠파크 매매 단지 운영 노
하우와 BNK캐피탈의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Dongwha M PARK has advanced into the hire purchase finance market in the used car sector by
launching Dongwha Capital, which will provide differentiated financial services based on M PARK’s
business expertise in operating used car complexes and the financial capability of BNK Capital.

Topic 5

고객 위한 차별화 전략, 시장을 선도하다
지난해 10월 세 번째 중고차 매매 단지인 엠파크허브를 본격적으로 오픈하며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매매
단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동화엠파크. 꾸준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동화엠파크가 2016년 12월 16
일 BNK캐피탈과 함께 중고차 할부금융업 합작 법인 동화캐피탈을 출범했다. 동화캐피탈은 중고차 소비

1
1 동화캐피탈은 중고차 거래 선진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해
타 할부금융사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정대원 동화엠파크 대표이사(왼쪽)와
김일수 BNK캐피탈 대표이사가 출범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 동화엠파크와 BNK캐피탈이
합작한 할부금융사인 동화캐피탈 출범식이 지난 12월 16일 동화엠파크 본관에서 열렸다.

자를 위해 할부금융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화엠파크 입점 매매 상사에 중고차 담보 재고금융 대출
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매매 상사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포함한 3가지 금융 상품 서비스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화엠파크 고객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동화캐피탈의 금융 상품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매매 단지와 할부금융사를 결합해 운영하는 동화엠파크. 앞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며 타 할부금융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Leading the market through
customer-oriented differentiation strategies
In October 2016, Dongwha M PARK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largest used car
complex in Korea by opening its third used car complex, M PARK Hub. In December
2016, Dongwha M PARK launched a hire purchase finance company called Dongwha
Capital in a joint effort with BNK Capital, a provider of hire purchase financial services
and leases for car buyers. Dongwha Capital specializes in providing hire purchase
services and loans to the buyers of used cars as well as inventory financing loans and
tenancy deposit loans for Dongwha M PARK car dealers with used cars as collateral. Dongwha M PARK customers who purchase used cars can also use Dongwha
Capital’s financial products. Dongwha M PARK is expected to become the only onestop used car distribution platform in the nation by combining its large-scale used
car complexes and hire purchase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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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역사
Today Special Story

결정의 순간, 순간의 결정
순간은 위대합니다. 순간의 타이밍이, 흐름이,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삶의 방향을, 미래를 결정지으니까요.
우리 앞엔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나아가는 데는 고민과 책임감, 격려와 질책이 동반됩니다. 선택 후 찾아오는
후회도, 기쁨도 오롯이 다 각자의 몫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어떤 순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동화인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그 순간이 일군 따뜻한 이야기,
결정의 순간에 작은 이정표가 될 소식들을 전합니다. 일러스트 정현수

A Decisive Moment,
A Moment to Decide
A moment has enormous power. A single moment can determine our lives and future.
As we stand at a crossroads, we struggle to make the right decision as to which path to take. It
takes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encouragement and rebuke. After making the choice, some
regret and others celebrate. But one thing is clear-we grow and improve through such moments.
Dongwha members continue to try their best each moment. Here are som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in the lives of Dongwha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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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모든 순간
Today Special Story

있을까요?

I am preparing to earn
a certificate related to
my profession, because I think
I need a turning point in my life.
But after failing the test multiple
times I feel very discouraged.

SOLUTION ‘333법칙’을 기억하세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통화는

How can I overcome this?

3분 이내에 끝내고, 통화가 끝나면 3초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 신속하고

SOLUTION People tend to postpone
studying for something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they are
bored, lack confidence and want to
give up. If you want to overcome
d e s p a i r a s s o o n a s p o s s i b l e,
change your studying strategies.
Check if your studying method is
right, what your condition was like
on the day of the test, and if you
had enough time to study for your
tests. Devise a new plan that you
can put into action. If you set a
long-term plan with plenty of time,
you may become tired down the
road and end up cramming up for
your exams. Make the best use of
your free time to study on a regular
basis.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이라
어색한 것 투성이죠. 특히 업무차 전화할 때 제가
더 달콤한 인생을 위한 조언 For a Sweeter Life

삶의 전환점에 선 이들에게
Standing at the Turning Point in Life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전화 예절이

정확한 응대를 위한 스킬이지요. 통화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이 다른 것도 잊지
마세요. ➊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 “죄송합니다”라는 부정적인
말보다 “문제 확인 후 바로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➋ “NO”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일 때 : “○○ 서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보다 “○○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로 바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렘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미숙한 자신과 맞닥뜨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선 동화인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를 준비했다.

말하는 게 좋겠지요. 도움말 이은선 한국CS경영연구소 소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싶어 관련

Starting something new is always exciting, but facing a new environment can be a challenge. This segment provides
answers to some of the dilemmas facing Dongwha members who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 phase in their lives.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불합격하니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SOLUTION 지겨움, 자신감 부족,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찾아오니 슬럼프를 핑계로 공부를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학습 전략을 재정비해보세요. 그동안 공부해온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겁니다. 학습 계획은 장기간으로 느슨하게
잡으면 도중에 지쳐 결국 막판 벼락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의 시간을 꾸준히 확보해 절대적인 시간을 들이세요.
도움말 <직장인 사춘기 고민 상담소> 저자 최현정 커리어컨설턴트

예비 신랑입니다. 다른 이들 의견은 듣지 않고 혼자 말씀하시는 독불장군 장인어른,
평생을 함께할 아내 등 곧 한 식구가 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SOLUTION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혼자가 아닌 아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자리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혼자서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달리 처갓집 식구들이 거들고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도리어 장인어른께 마음껏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절 무용담 등 ‘지나간 세월 참 잘 살아왔소’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장인어른께 점수 따기도 좋지 않을까요.
질문하며 집중하는 인상만 줘도 서로 관계는 돈독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어려운 상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버겁다면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역시 자신의 의견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장인어른
때문에 곤욕을 치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가 남편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같이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냈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장인어른과 수담(바둑)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특히 ‘싫다, ‘안 된다’ 같은 부정의 언어는
감정을 상하게 하니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세요. 이왕이면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 본 칼럼은 삶의 전환점에 선 동화인들이 그 결정적 순간을 보다 지혜롭게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해외 사업장
구성원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을 게재했습니다.

이유와 자신의 심정을 말한다면 설득력은 물론 공감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도움말 김영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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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부부입니다. 한 가족이 돼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40세가 됐습니다. 중년에 접어들었다는

만큼 자금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정을 풍족하게

생각에 조금은 울적하네요. 인생의 하반기,

가꾸기 위한 부부 자금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LUTION 신혼 가정의 경제 예산 비율은 일반적으로 총수입 중 40% 이상의 저축률을

SOLUTION 노후 준비는 재무적 준비와 비재무적 준비로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월수입이 합쳐서 500만 원이라면 최소 200만 원은 매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강제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적금, 펀드, 채권 등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실천하고 있다면 - 불필요한 보험에

배정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적금에 절반 정도, 적립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 그것으로 재무적

나머지 절반을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험은 순수 보장성

준비가 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꼭 경제 공부를 시키라고 권하고

보험만 기준으로 할 경우 미혼은 전체 수입의 8~10%, 기혼은 8~12%가 적당합니다.

싶습니다. 자녀가 일찍부터 삶에 대한 개념을 잡고 경제를 배우는

도움말 <신혼부부 재테크> 저자 이주호 한국변화경제연구소 팀장

것은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자녀의 경제적

초보 아빠입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육아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육아 팁을 알려주세요.
I am about to get married. I am
not a very eloquent guy, so I
would like to know some conversation
techniques that can help me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my prospective
father-in-law, who likes to talk a lot
without listening to others, and my

SOLUTION 육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사랑받는 남편으로
거듭나보세요.
일·가정 톡톡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수혜 정보를 모아서 보여줍니다.
아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윙 아빠, 엄마가 직접 녹음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와도 함께 책을 읽으며 녹음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른

future wife.

목소리 변화를 음성 앨범으로 간직하는 재미도 색다릅니다.

SOLUTION Try to talk to your father-in-law

리틀홈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장난감을 사줘야 할지

in the presence of your wife and her family,
등 고민 많은 부모의 귀가 쫑긋할 만한 리뷰들을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may help you out by stopping
에디터들이 자신이 경험한 상품과 장소에 대해 단점까지 공개해
your father-in-law from talking too much.
‘선택 장애’를 겪는 부모들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Another method is to give your father-in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예방접종
law an ample opportunity to speak out. By
helping him to feel proud of his past, you will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국가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earn his favor. Your relationship will become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예방접종 일정을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stronger if you give him an impression that
갖췄습니다. 전국 보건소 안내, 예방접종 비용 지원 의료 기관 조회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he says and ask
등 손쉽게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im questions. This also applies to talking
to your boss at work. However, if this is too
much for you to do, try to find a common
hobby or area of interest. I also used to
have a hard time because of my father-inlaw, who would talk for hours and hours alone. My wife eventually stepped in to help me out. She found a hobby
that my father-in-law and I could enjoy together. Now, 20 years later, we enjoy playing the game of Go together.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wife, avoid making insulting remarks, especially by using negative
words such as “I don’t like it” or “No.” If you need to refuse something, explain the reason first. Start by saying
“Sorry but⋯” Explain the reason why you have no other choice but to refuse. By expressing your feelings, you
can better convince people and receive empathy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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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에 힘을 실어줘 부모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비재무적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살아보니 결정적 시기 같은
게 있더군요. 그 시기를 생각 없이 보내면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50대에도 은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지만 늦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
촬영을 취미로 시작한 것이 40대였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게 상당한 내공이 필요해서 10년이 훨씬 넘어서야 사진을 보는
눈이 조금 생겼습니다.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겠다고요?
충동 소비는 있어도 충동 취미는 없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누가 압니까? 취미 생활이
나중에 또 다른 직업이 될지. 도움말 <노후 준비의 함정> 저자 조영석

I have just started my first
job. I still feel awkward at
my workplace. Could you tell me
how to hold work-related phone
conversations right?
SOLUTION Keep in mind the “rule 333.”
Answer the phone before the bell has rung
three times. Finish a phone conversation
within three minutes. Hang up three seconds
after the conversation ends. These skills
are necessary for a swift and accurate
response. Don’t forget that different
situations require a different response.
➊ When someone calls you to voice their
opinion about a problem, instead of saying
“I apologize,” which sounds negative, say
“Thank you for calling right after detecting
the problem.” In this way, you will sound
more positive.
➋ When you have to say “No”: Rather
than saying “This is impossible to do
without the documents,” say “This can
be done when all the documents are in
place.”

깨달음의 순간
Today Special Story

외주관리팀 강민구 사원의 멘토 차범근
Cha Beom-keun, Mentor of Kang Min-gu from Outsourcing Management Team

동화인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준 멘토는 누구일까? 외주관리팀 강민구 사원은 자신감이 없어지던 순간 자신을 일으켜준

용기 없음이 부끄러워질 때
When You Feel Ashamed for
Lacking Courage

Who are the mentors who help Dongwha members choose the right path in life? Kang Min-gu from
the Outsourcing Management Team says there is someone who helped him get back on his feet when
his self-esteem plummeted. That person is none other than the legend of Korean soccer, Cha Beom-keun.

이가 있다고 말한다. 변치 않는 푸름으로 우뚝 선 한국 축구계의 레전드, 차범근이 그 주인공이다. 일러스트 레모

참회하는 어른, 차범근
스물아홉의 어느 날. 취업 전선에서 괴로워하던 한 청년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추세웠다. 한국 축구사의 거
목, 차범근의 짧은 참회록이 의기소침했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날 이후, 청년은 어려움이 생길 때 혹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그 몇 줄의 글을 기억하며 인생이란 경기에서 달려나갈 힘을 얻었다. 축구선수 박지
성의 은퇴를 바라보며 전한 차범근의 참회는 다음과 같다.
“최고의 선수를 겨우 서른 살에 국가대표에서 은퇴시키는 안타까움에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의 은
퇴는 나에게 묻습니다. ‘한국 축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해준 게 뭔데?’ 나의 용기 없음이, 비겁
함이 부끄럽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책임지는 리더로
그해 겨울, 청년은 동화기업 입사에 성공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외주관리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강민구 사원. 그는
차범근처럼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는 사람, 나아가 나이를 먹어도 타성에 젖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염원으로 오늘을 산다.
차범근은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신체를 혹사당하지 않고, 공부를 병행하며, 실력을 쌓아가는 선진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차범근의 아들인 전 축구선수 차두리가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히딩크 감독이 부임해 한국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했을 때 무릎이나 발목이 온전한 선수가 오직 차두리뿐이었다는 사실은 차범근이 이를 삶 전반에서 얼마
나 신경 썼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범근은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 없이 반성하며, 끝내
바뀌지 않은 시스템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순하고 강직한, 선수 시절 모습 그대로.
강민구 사원은 차범근을 기준으로 삼으며 부단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친환경 공법의 가공보드 제품 MFB를 발굴하면
서도 이를 넘어설 대안을 찾으려 노력한다. 선후배 그리고 외부 업체에게도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늘 무언가 배우려는
촉을 곤두세운다. 분데스리가 10시즌 동안 통산 308경기 98골로 역대 외국인 선수 득점 순위 7위 기록을 세우면서도, 단
한 장의 옐로카드만을 받은 차범근의 올곧음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 강민구 사원의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란
다. 바라는 대로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감복할 날이 올까. 동화의 차기 리더로 멋지게 설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Taking responsibility and never getting stuck in a 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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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에 의기소침해진 순간, 차범근의
진심 어린 자기 반성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Kang Min-gu, who works at the Incheon headquarters, says that his mentor is Korean soccer legend, Cha Beom-keun. He is the one who always did his best in the field and trained his
juniors after retirement to build a new and more rational soccer training system. He is a proud
leader, who never stops observing the reality, exposing problems and reflecting on himself.
Kang Min-gu receives endless inspiration from his mentor and strives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grow professionally lik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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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순간
Today Special Story

우리 회사 제안왕을 소개합니다 Dongwha’s Idea Kings

혁신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Brilliant Ideas Shining Brightly

나에게 아이디어는

발전의 시작점

이다

해마다 박정훈 기술사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많아야 5건 남짓. 그랬던 그가 지난해 222건의 개선 아이
사람들은 ‘발명’이라 불렀지만 이들은 ‘발견’이라 정정했다. 3년 연속 제안왕에 오른 권병욱 기술대리와 올해 최초로 제안왕에 도전해
최우수상을 거머쥔 박정훈 기술사원을 만났다. 업무 중 느낀 불편함을 아이디어 발굴의 결정적 순간으로 바꾼 두 남자 이야기.
People called this “invention,” but they corrected it into “discovery.” <Green Dongwha> met with Kwon Byung-wook,
who has been selected “the king of idea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nd Park Jung-hoon, who earned the title of
“the king of ideas” for the first time. Here’s how they turned inconveniences into “discoveries.”

디어를 쏟아내며 단숨에 ‘제안왕’ 자리에 올랐다.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설지원팀에서 전기P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 모든 곳이 저의 업무 현장인 셈이죠.
동료들이 하나둘씩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업무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관
심이 생겼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관심이 생기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현장의 개선 사항들이 눈에 들어
오더라고요. 외주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비용 부
담이 있는 아이디어도 팀에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성목재 내부 가로등은 24시간 켜져 있는데 전압 차 때문에 고장이 잦았다. 직원들이 어둡다고 고장 조
치를 요청하면 그때마다 장비를 불러 고쳐야 했기에 수리 비용과 시간이 상당했다. 박정훈 기술사원은 기
존의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를 일부 현장에 적용했다. 이후 전구 고장이 확연
하게 줄어든 데다 작업 환경이 더욱 밝아져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듣고 있다. 제안의 ‘나비효과’를 눈으
로 확인하니 탄력이 붙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더 나은 방법’을 습관적으로 고민하게 됐고 보람이 차
곡차곡 쌓였다. 모터 고장 방지를 위해 제안했던 아이디어도 호평을 얻었다.
“기계가 멈추면 생산에 타격이 커요. 공장에는 수천 대의 모터가 있는데 수명이 오래된 모터의 경우 샤프

제안점수

제안건수

트(축)가 마모된 것도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고쳐 사용하면 다시 고장이 나고, 새로 구입하려면 수입 제

486점

222건

품이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죠. 노후된 샤프트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샤프트를 쇠로 가공하
면 교체하지 않고도 모터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계 고장으로 인한 현장 직원들
의 불편을 예방하고 원가 절감까지 달성할 수 있어서 보람이 컸죠.”
올해 박정훈 기술사원의 목표는 제안왕 2연패가 아니다. 제안 홍보대사를 자처해 동료, 후배들을 독려하
며 ‘제안 열풍’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직원 모두 함께 고민하는 순간, 동화의 더
나은 내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Ideas are

최우수상
대성목재 시설지원팀 박정훈 기술사원
First Prize
Park Jung-hoon, Technician,
Daesung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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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rting point of growth

Park Jung-hoon of the Facility Support Team, Daesung Wood proposed 222 ideas
last year, earning the title of “the king of ideas.” One of his ideas was to replace existing
metal street lights with LEDs to prevent technical problems caused by differences
in voltage, as the lights must be on around the clock. His idea was implemented at
several worksites. After the replacement, the lights did not break down as often as
before; moreover, the working environment has become much brighter. Seeing his
idea produce tangible results, Park received an inspiration to come up with more ideas
on a daily basis, which resulted in a growing sense of accomplishment. Park’s goal
for this year is to volunteer as a PR ambassador of ideas to encourage his coworkers
to contribute their ideas.

나에게 아이디어는

웃음

이다

‘작업 환경부터 친환경이라야 한다’라고 권병욱 기술대리는 생각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
식이 높아지고, 동화그룹이 친환경 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우수상
대성목재 품질관리팀 권병욱 기술대리

하는 권병욱 기술대리가 방산량 측정 실험을 할 때면 톨루엔 특유의 화학 약품 냄새가 실험실을 가

Second Prize
Kwon Byung-wook,
Quality Control Team, Daesung Wood

득 메우곤 했다. 그는 방산량을 측정하는 퍼포레이터 기기의 전용 룸을 만들어 실험실 내부 톨루엔
냄새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는 바로 현장에 적용됐다. 권병욱 기술대리가 지난해 제안한
231개의 아이디어 중 가장 애착을 느끼는 변화다.
“현장에는 수많은 개선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보여요. 제가 일하는 실험실엔 야
간 작업할 때 어두운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에 센서등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하니 동료들이 ‘야
간에도 어둡지 않아서 사업장이 더 안전해졌다’며 고마워했어요.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작업환경이
개선되면 동료들이 좋아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저 역시 마음이 뿌듯하니 일석다조랍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낀다. 그러나 불편 사항을 전후좌우 다각도에서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의지다.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과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고민해
야 하고, 동료들의 반응까지 감내해야 한다. 즉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다. 권병욱 기술대리가 2015년
4위, 2016년 3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제안왕에 도전한 이유는 ‘아이디어와 생산성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체감해서다.
“품질관리 업무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하자가 곧 클레임이라 여기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재
실험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내죠. 동화그룹에 20년간 몸담으면서 저의 아이디어가 생산성,
원가 절감,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작업 중 불편 사항을 경험하면 서로 나
서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재빨리 적용하는 기업 문화가 동화그룹의 성장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고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해결책이 보인다는 권병욱 기술대리. 동
료들의 작은 불편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작업장 곳곳에 숨어 있는 개선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빛
날 것이다.

Ideas make me smile
Kwon Byung-wook, who is in charge of quality control, often conducts experiments
to measure the amount of emissions. Each time he conducts experiments, the
chemical smell of toluene fills the lab. To solve this problem, Kwon made a separate
room for Perforator, a device for measuring emissions. His idea was implemented
in the field right away. This idea was the most rewarding for him among the 231
ideas that he contributed last year. Kwon believes that any problem can be solved
as long as people do not turn away from it and do not give up on their ideas. The
moment we pay attention to inconveniences at the workplace, we can come up with
valuable ideas to make thing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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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순간
Today Special Story

1991년 국내 최초 MDF 제품 KS표시허가 획득
Acquired first KS mark for MDF products
당시 동화는 국내 유일의 KS표시허가 제품인 PB와 MDF 소재를
생산했다. 공인받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제일의
목재 전문 기업이라는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1948년

In 1991 Dongwha was the only producer of KScertified particle boards and MDFs in Korea. It further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top timber producer.

동화기업
창립

1991년
국내 최초
MDF 제품
KS표시허가 획득

1968~1970년 국내 최초 목재 저목장과 목재 공업단지 조성
Built the first timber yard and timber production
complex in Korea
둑을 쌓고 바다를 막아 물 위에 목재를 띄웠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내 최초의 저목장이 탄생한 순간. 이를 기반으로
동화는 국내 최초 목재 공업단지를 조성하며 목재 산업의 전문화를 이룩했다.

우리가 만든 처음을 기억하나요? First Steps Made by Dongwha

동화가 걸어온 최초의 순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가장 먼저
성취한 ‘최초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동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목재 산업의 최선봉에서 미지의 땅을 개척해온 동화의 첫 도전들과 성취를 소개한다.

1968~1970년
국내 최초
목재 저목장과
목재 공업단지 조성

The very first steps made by Dongwha in an uncharted territory using innovative methods
that had never been used before and becoming the first-ever to achieve what had never
been achieved before is what makes Dongwha members so proud of their company.
Here’s a look at Dongwha’s very first endeavors and achievements.

Dongwha built the nation’s first timber yard by building an embankment to block the seawater and covering water with lumber. By building the first timber production complex in Korea,
Dongwha shaped the timber industry.

1986년 국내 최초 MDF공장 준공
Built the first MDF factory in Korea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해 국내
목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동화의 MDF공장.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 수익성 증대와 제품 고급화를 실현했으며 이는
동화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Dongwha’s MDF factory opened new horizons in the
history of Korea’s timber industry by manufacturing
products that replaced imported timber entirely. Its
high added value products contributed to increasing Dongwha’s revenu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1986년

Do You Remember

국내 최초
MDF공장 준공

How It All B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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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005년

국내 최초
강화마루
공장 준공

국내 최초
강화마루 판매
16만 평 신기록 돌파

1996년 국내 최초 강화마루 공장 준공
Built the first laminate flooring factory in Korea
고부가가치 제품인 마루판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 강화마루
공장을 준공한 동화는 이로써 종합목재 가공 회사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신 소비재 개발과 사업 다각화로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룬 순간이었다.

To advance into the flooring market, Dongwha built the
first laminate flooring factory in Korea, becoming a step
closer to achieving the status of a comprehensive
timber processing company.

2012년 동화기업이 직접 건설한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
First overseas manufacturing base built
by Dongwha Enterprise
베트남 사업장인 VRG 동화의 MDF공장 준공.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4위 보드 기업이라는 입지를 굳힌 순간이었다.

Completion of VRG Dongwha’s MDF factory, Vietnamese
business site. The moment when Dongwha solidified its
status as the largest wood board manufacturer in Asia
and the fourth largest in the world.

2005년 국내 최초 강화마루 판매
16만 평 신기록 돌파

First in Korea to sell 520,000
square meters of laminate flooring
2002년 강화마루 9만 평 판매 달성을 시작으로,
2005년 국내 최초 강화마루 16만 평 판매 신기록을
세운 동화. 이를 기점으로 국내 강화마루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하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After selling 290,000 square meters of
laminate flooring in 2002, Dongwha went
on to sell 520,000 square meters in 2005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It increased
its domestic market share to 55 percent,
becoming the largest laminate flooring
producer in Korea.

2006년 국내 최초 보드 전 제품군에 환경마크 인증 획득
First in Korea to acquire environmental
mark for all boards
동화의 친환경 기술력이 돋보였던 순간. 2006년 세계 최초로
폼알데하이드가 전혀 방출되지 않는 Super E0 MDF를 개발했으며
국내 최초로 전 제품군에 환경마크 인증(HB 마크)을 취득했다.

In 2006, Dongwha developed the world’s first MDFs of the
Super E0 class emitting zero formaldehyde, and was the first in
Korea to obtain an environmental mark (HB) for all boards.

2011년 국내 최초 기업형 중고차 매매 단지 엠파크시티 설립
Founded the first corporate used car complex in Korea

2006년
국내 최초
보드 전 제품군에
환경마크 인증 획득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에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전파하며 설립한
동화엠파크시티는 국내 최초 기업형 중고차 매매 단지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엠파크시티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Dongwha M Park City was founded to spread the values of
trust and fairness in the used car market, which lacks transparency. It is the first and largest corporate used car market
complex in the nation.

2011년
2012년
동화기업이
직접 건설한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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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기업형
중고차 매매 단지
엠파크시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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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의 순간
Today Special Story

미래학자 서용석이 전하는 통찰력 업그레이드 노하우 Futurologist Seo Yong-seok’s ideas on improving insight

당신이 변화시킬 예측된 미래!
The Future Is In Your Hands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서용석 박사. 미래학자인 그는 미래학을 하나가 아닌 복수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가정으로 어두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현재와 미래의 순간을
잡기 위한 통찰력 그리고 미래학에 대하여.
Dr. Seo Yong-seok says that futurology is not a single field, but one that searches for multiple alternatives.
Dr. Seo has shared his ideas about ways to improve one’s insight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사람

미래의 최대 변수 ‘사람’을 이해하라

미래학은 ‘변화’에 대한 연구다.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을 고민하고 그 변화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서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변화에 대한 여러 각도의 대안 만들기라고나 할까. 광범위하고 정확
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맞춘다기보다는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바람직한 미래를 상상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일이다. 대안적인 사회, 사고, 제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대안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나 기술이 있는지도 탐구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안 가능성일 뿐, 정확한 예측은 어
렵다. 충분한 재정, 정보와 데이터, 정교한 방법론으로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사람’이 변수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순간,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굴절이 된다. 그래서 대안 가능한 여러 가지 미래를 구
상한다. 미래학이 인문학과 예술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듯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칼럼은 미래에 대한 혜안을 키우기 위해 순간을 포착하는 여러 방법을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해외 사업장 구성원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중요한 몇몇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가능해야 변화한다
Change is possible only through trial and error

패자부활

‘변화’에 초점을 둔 ‘미래’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회사 생활이 자유로워야 한다.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사고 패턴
으로 불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노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반복되고 경직된 회사 생활에서 새롭고 자유로운 아이디
어를 도출해내는 건 어렵다. 괜찮은 발상에 대한 답변은 대개 “좋아, 참신한데? 해외 사례를 가져와”이다. 리스크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 이런 기업 문화에선 아이디어나 창조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 실패해도 패자부활할 수 있는 분위기다.
To build a future focused on change, employees must be able to work in an unrestricted environment. They must think outside the box and “play” with uncertainty using new thinking patterns. However, generating new and free-spirited ideas in a stiff working environment is not easy. The
usual response to a good idea is, “It sounds good. Can you give me any examples from overseas?”
This kind of protective attitude seeks to minimize one’s responsibility for taking risks. Displaying
one’s creativity in such an environment is quite a challenge. It is important to accept mistakes and
help employees overcome their failures.

역사학+미래학 변화와 함께 춤춰라
현재가 흘러가는 곳은 과거인가 미래인가. 시간은 직선일까. 미래는 예측 가능할까. 이 엉뚱한 질문 끝에 미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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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명상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통찰한다

서용석 박사가 있다. 그는 다양한 질문과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 매 순간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배반

Morning meditation - observing future here and now

의 아이콘인 셈. ‘어마무시’한 예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 예측과 다른 미래가 당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 박

서용석 박사는 수년째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명상을 한다. 특히 논문 쓰기 한 달 전에는

사는 자신이 예측한 미래가 틀리는 게 즐겁다. 어떤 변화도 반갑다. 늘 변화를 타고 저만치를 내다보며 산다. 동양

명상을 꾸준히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로 작업한다. 생각을 끊는 것이 명상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

사로 학사를 졸업하고 국제정치학으로 석사를 받은 뒤 <후기 정보사회>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잡념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그는 미래학을 ‘시대학’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고 장면이 스치면 그저 흘러가게 둔다. 그러다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명상 후 정리해

“역사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과거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자 싶더라고요. 저는 과거

두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구체화한다. 의식의 흐름은 시공을 떠나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명상은

와 미래가 단절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속이 있는 거고 또 순환이 있고요. 역사도 봐야 하지만 역사에는 없

순간을 통해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훈련하기를 권한다.

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분명히 미래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한 탐색, 이런 징후들이 어떻게 우

For years Dr.Seo has been starting his days with meditation. He closes his eyes and meditates for

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끌고 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 탐구합니다.”

30 minutes to one hour. He makes sure to meditate one month before writing a thesis, because this

2017 1st 51

helps him come up with ideas. You may think that generating ideas while meditating is impossible,
as meditation is about stopping thinking. To be more precise, it is about doing away with trivial ideas
and keeping your eyes closed. If ideas pop up into your mind, just let them pass. Then at some
point you will receive an inspiration. Once you stop meditating, write down your ideas or search
for more information. By meditating and focusing on the “here and now” you can get an insight into
your future. It may be difficult at first, but don’t give up and keep practicing.

다른 과거와 다양한 미래

What if…? Another past and diverse future

만약 찾기

if

여유가 있을 때 대체역사물을 읽는다. ‘인류의 지난 역사가 기존 사실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일련의 픽션 장르인데 ‘만약’이라는 단서로 여러 갈래의 대안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데 도
움이 된다.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트렌드를 읽기 위해 그 직전의 변화 징후인 이머징 이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면 좋다. 어떻게? 열린 생각, 무한한 가능성을 두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 하나만 놓고 미래를 판단하지 말

동화인 행복 수업

고 여러 측면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 권한다.
When you have time, read books about alternative history. It is a fiction genre that is based on
presumptions about what would have happened if human history had been different. It helps

#1 바른 생활

Workplace Do’s & Don’ts

readers think of various alternatives. To be able to read future trends, it helps to take interest in
emerging issues, which serve as a sign of an upcoming change. How? With an open mind, leaving the door open for any possibility. Rather than predicting the future based on just one thing,
learn to take into consideration various aspects and factors. Dr. Seo strongly recommends artistic
activities.

공감

다른 것을 상상하는 힘

The power to imagine

미래를 이끌어가려면 이미지, 이야기, 미적 경험, 감성이 녹아 있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를 항상 염
두에 둬야 한다. 이 요소를 잘 풀어낸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다. 주류를 거부하거나 독특한 부분이 있어 ‘나는 너
희와 달라’라는 이야기와 이미지, 그에 부합한 독보적인 스타일로 크게 성공했다. 어떻게 드림 소사이어티를 구사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것을 통해 타인에 공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이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을 돕는다. 다른 무엇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그림
을 그릴 수 있고 그래야 이야기와 감성이 녹아들게 된다. 이를테면 자신과 다른 성(Gender)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
나 책을 보거나 세미나에 참여해도 좋다.
To lead the future, always keep in mind images, stories, your aesthetic experience and a “dream
society” filled with emotions. Apple is the best example of a company that makes the best use of
these elements. It has succeeded by rejecting mainstream trends and developing unique product
designs that made it stand apart from others. How can one create a dream society? The first step
is to take the time to understand other people and improve your ability to empathize. This, in turn,
helps foster imagination. Only after seeing and trying different things can you draw a completely
new picture and instill it with emotions and stories. For example, to understand people of the opposite sex, watch movies, read books or attend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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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첫 번째 수업 ‘바른 생활’ 편을 통해
동화인 모두 진정한 ‘에티켓 맨’으로 거듭납니다.
Lesson 1 on workplace etiquette teaches
how to create a happy workplace for everyone.

바른 생활
생활의 TIP

스마트 모바일 에티켓

“연결된 세상에서 비밀은 없다”
SNS에서는 말조심, 글조심

Smart Mobile Etiquette

직장 동료들이나 고객과 SNS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글이 어디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덕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 직장에서도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친구만 볼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 쓸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은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때도 자기도 모르게 내용이 공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올리자.

지 공유될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로 올리거나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시대, 이제 소통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이메일 매너

It is the era of ubiquitous communication, where people can communicate via their smartphones and tablet
PCs anywhere, anytime. The use of text messages and online messengers is widespread even at workplaces.
But excessive mobile communication can become a daily stressor. Etiquette has emerged as an essential part of
ubiquitous communication in the world where everyone is connected.

“이메일? 전화? 메신저?”
상황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자
시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료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하
면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보안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 급한 업무인데 일정 시간 메신저로 답변이 없으면 전화를 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 직원을 찾아 일을 맡기

“24시간 업무 대기 중?”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도 쉬게 하자

는 것이 현명하다. 또 통화상으로 정한 약속 등 중요한 정보는 이메일로
다시 보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급한 업무가 아닌데도 퇴근 후 습관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나 보고
를 하고 있진 않은가? 메신저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밤낮없이 울리는

Workplace mobile communication manners

알람은 오히려 피로감을 주고 업무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는 밤 10시
이후 업무 카카오톡을 금지하거나 퇴근 후와 주말 같은 근무 외 시간에는 메신저 사
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메신저 에티켓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눈치 없이 수시로 울리는 알람”
단체 대화방에도 격식이 필요하다
업무를 위한 단체 대화방에는 꼭 필요한 용건만 올려 메시지 공해를
줄이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
대화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또 중요한 메시지를 보면 바로
확인했다는 답을 주는 것이 예의지만 대답 또는 확인이
늦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태도는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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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Online messengers allow for swift and convenient communication, but when your mobile phone keeps ringing
around the clock, it can contribute to your fatigue and undermine your work efficiency. Try to stay away from your
smartphone after work unless it is an absolute necessity.
When it comes to group chats, refrain from posting unnecessary messages or messages that do not need to be
shared with everyone in the chat group. When exchanging messages with your coworkers or customers on social
media, exercise caution because your posts may be shared
by others. When transmitting urgent or classified information,
use phone calls or emails to minimize the risk of leaks.

1. 24시간 내에 응답하자
이메일로는 이해도나 진행 상황을 파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답답
함을 해소하려면 빠른 답장이 필수다.
즉시, 늦어도 1일 이내에는 답장을 보
내는 것이 좋다.
2. Re:Re:Re는 용건 파악이 어렵다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회신
과 포워드를 줄줄이 엮어 보낼 때가
많다. 이럴 땐 자신이 이해한 바를 기
초로 그간의 내용과 요청사항을 요약
해 전송한다.
3. 읽기 편한 메일을 보낸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확인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바닥 넓이
정도의 텍스트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
이 한눈에 보기 좋다. 내용이 길어질
경우 5~6줄마다 공백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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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생활
무비 토크

영화 <어벤져스>로 알아보는

The movie <The Avengers>

이런 비매너 꼭 있다!

Team Members’ Shortcomings
Seen through ‘The Avengers’ Team

제아무리 영화 <어벤져스> 같은 막강한 팀이라도 ‘꼴불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성원
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어벤져스’급 팀이 될 수 있는 건 그 꼴불견인 점들을 보완하
고 조화시켰기 때문 아닐까.

Even the best team in the world, like the one in the movie 〈The Avengers〉, has its own shortcomings. But any team
can become as good as the one in “The Avengers” if its members learn how to overcome their shortcomings.

글·사진 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 영화 스틸컷 마블 스튜디오

Captain America

리더 캡틴 아메리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엄친아 아이언맨, ‘귀차니즘’의 아쉬울 것 없는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기만 한 사람만큼 꼴불견이 있을까. 원리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돈이면 돈, 외모면 외모, 두뇌면 두뇌, 심지어 유머감각까지 겸

원칙만 따짐으로써 쉽게 처리해줄 수 있는 일도 곧이곧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은 심지어 일의 효

비한 엄친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소유주인 그의 재산 규모는 무려 3,000억 달러(약 340조 원)

율성까지 떨어뜨린다. <어벤져스>에서 리더인 캡틴 아메리카는 바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에 이르고, 17세에 MIT를 수석 졸업하고 전투용 슈트 아이언맨을 스스로 개발할 정도로 천재다.

캡틴 아메리카에게 타협은 없다.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에서 ‘어벤져스 팀’이 나뉘게 된 데는

하지만 그에게는 어딘지 ‘귀차니즘’ 가득한 나쁜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의 고지식함도 한몫 단단히 한다.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는 걸 용인하려는 아이언맨에 맞서 정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란 인물이 ‘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타인을 배려

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인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 결국 팀은 와해되고 아이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 함께 지켜야 할 원칙보다는 개인적 실리를 추구할 것 같

언맨을 따르는 측과 캡틴 아메리카를 따르는 쪽으로 나뉘어 자기들끼리 대결하게 된다. 오로지

은 이런 이기적인 인물은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꼴불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

정의라는 일관된 하나의 목표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캐릭터. 만일 이런 동료가 팀에서 나와 생각

같은 원칙주의자들과는 늘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엄친아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도 분

이 반대라면 함께 일하는 게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이런 면이 어떤 일에서도 흔들

명 존재한다. 그들은 져본 적이 없기에 실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성

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를 어벤져스의 팀장으로 만든 것일 테다.

장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언맨이 늘 위기 속에서 진화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The stubborn and hardheaded Captain America

Spoiled guy, Iron Man

There is no such thing as “compromise” in Captain America’s book. It was his
hardheaded personality that caused the split of Team Avengers in “Captain
America: Civil War.” Captain America only moves forward toward his goal
to make justice prevail. If someone on the team disagrees with his or her
teammates, staying in the team may be quite a challenge. However, it was
Captain America’s stubbornness and unswerving determination that made
him the leader of Team Avengers.

A person who grew up with all kinds of privileges can cause problems on the
team. People like Tony Stark, who had never gone through hardships, are
highly likely to have little consideration for others. They like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stead of playing by the rules of their team. But there are moments
when even “spoiled” people can be of great help. As someone who had
never lost in life, they have an instinct to grow as individuals when they face a
crisis, like Iron Man, who always evolves in times of crisis.

Iro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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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
빈틈 많은 신 토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어벤져스’급 팀워크,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어벤져스>에서 토르는 특이한 존재다. 그는 아예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른 ‘신’이다.

<어벤져스>의 슈퍼히어로들은 저마다 가진 능력만큼 단점들

그런데 신이라고 하면 뭐든 완벽할 것 같지만 토르는 정반대다. 빈틈이 많으며 무언가

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영화 속 인물들이 매력적으로 다가

를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찬찬

오는 건 ‘어벤져스’라는 팀으로 묶였을 때 각자의 단점들조차

히 살피는 섬세함이 없다. 아마도 신적인 존재가 갖는 무소불위의 힘 때문에 생겨난 성향일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벤져

것이다. 조직 내에서 토르 같은 인간형은 눈치 없이 행동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있어서 그

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팀워크에 대한 판타지

잘못조차 잘 몰라 조직원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앞서는 인물이

이기도 하다. 팀워크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때가 있다. 늘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때로

갖춘 엄친아도 필요하지만, 조금 고지식해도 전체 조직을 생

는 일단 행동하면서 상황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Troublemaker God Thor, whose actions precede thoughts
People like Thor tend to cause trouble to their teammates due to their
lighthearted behavior and lack of consideration. They don’t care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and don’t even realize what they have done wrong.
However, sometimes they can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team, because
there are times when it’s more effective to seize the chance and take action
first before deliberating.

각하고 희생할 줄 아는 팀장도 필요하며, 겉으론 약해 보여도
잘 뽑아내기만 하면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팀원도 필요하고, 때론 말보다는 행동으
로 보여주는 인물도 필요하다. 결국 팀워크란 이들 각각의 팀원들이 가진 능력치의 단순 합이 아니
다. 헐크나 토르의 사례처럼 능력이 통제되지 않거나, 어떤 하나의 목표로 잘 묶이지 않는다면 그것
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조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여러 개성들이 부딪치는 곳이다. 각자 갖고 있는 개성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발휘되기 위
해서는 조화가 중요하다. 여기에 각 팀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려는 회사
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저마다의 능력이 꼴불견이 아닌 개성이 될 때 ‘어벤져스’급 팀워크는 비로
소 가능해진다.

엄청난 능력의 헐크, 욱하면 조직 위계까지 파괴하는
힘으로는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헐크는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다. 평상시에는 항상 친절하고 심지어 성격
이 내성적이기까지 하지만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통제 불능의 녹색 괴물로 변한다. 그의 엄청난 힘은 적만 파괴하는 것
이 아니라 때로는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한다. 헐크 같은 인물이 만일 리더를 잘 만나 조직적
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팀은 엄청난 조직력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능력
이 오히려 조직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Hulk, a hot-tempered man of unlimited capabilities
People like Hulk have enormous power to carry out their missions as members of an
organization. But sometimes they lose their temper and can even destroy the hierarchy of their team. When such people work with a very strong leader, they display their
skills to the fullest and contribute greatly to their team’s growth. But when they have no
opportunity to do that, their skills can destroy the enti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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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k

“The Avengers” teamwork - turn disadvantages into advantages
A perfect team needs not only “spoiled people” but also a leader who can
sacrifice himself for the team, as well as people who look weak on the outside
but have unlimited potential on the inside, and people who walk the walk rather
than just talking the talk. Teamwork is not simply about a combination of different
people and their skills, but rather about pursuing common goals and keeping
each member’s abilities under control. A company is a place where people with
all kinds of personalities come together. People with strong personalities can
sometimes arouse repulsion in others. It is important to achieve harmony so that
people can turn their shortcomings into advantages. Strong teamwork like the
one in “The Avengers” can be achieved when the team makes the best out of
its members’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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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생활
고민 상담소

직장 생활의 알쏭달쏭 순간들 Workplace Etiqu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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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다!

그들
의선
택은
?

Q1

평소에 하지 않던 지각을 했을 때, 출근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When you are suddenly late for work, what do you say to
your team?
① 평소처럼 팀원들에게 인사하고 상사에게 지각 사유를 말한다.
I greet my team members as usual and explain the
reason of being late to my boss.

66.7 %

② 조용히 들어와 눈인사만 한다.
I enter my office quietly and just nod to my team.

24.1 %

③ 기타(출근 전 전화로 상급자에게 연락해 지각 여부를 전한다,
마치 일하다가 온 것처럼 전화를 하면서 들어간다 등)

call my
boss
let them
know
in advance
that
IOther
will be(I late,
I enter
thetooffice
while
talking
on the phone
as if I have already started working) 9.3 %

드디어 불금! 하지만 상사는 야근 모드! 업무가 끝나 먼저 퇴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It’ TGIF, but your boss is working late. You want to leave the
office first. What do you do?

Q2

① 말이라도 함께! “도와드릴 거 없나요?”란 말로 퇴근 전 분위기를 살핀다.
I look around to see what everyone else is doing and say,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55.6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 직급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회사에서는 매번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애매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더 궁금한 직장 생활 에티켓! 이번엔 동화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50여 명의 젠틀한 동
화인들이 이야기하는 센스 만점 직장 생활! 과연 그들의 선택은? *설문 참여 : 총 54명 *복수 응답

일러스트 이승정

Working in an organization consisting of various ranks can be a challenge. That is why workplace etiquette is so important.
Here are a few tips provided by some 50 Dongwha members on what to do in some of the most embarrassing situations
in a workplace. *54 people polled *Multipl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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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 시간 낭비!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란 인사와 함께 퇴근한다.
Instead of wasting my time, I just say, “See you next week!” and leave. 31.5 %
③ 쿨한 인사도, 분위기 파악도 어렵다면 “마침, 하필이면,
피치 못할 사정이…” 등 어쩔 수 없이 퇴근함을 어필한다.
I pretend that I urgently need to go. 7.4 %
④ 살금살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라진다.
I leave the office quietly when nobody can notice.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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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무래도 상사에게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 같을 때 무례하지 않게
대처하는 방법은?
What should I do when my boss gives me wrong instructions?

업무 보고 시간, 날 가장 당황하게 하는 부하 직원은?
 hat kind of your subordinates’ behavior embarrasses
W
you the most?

① 일단 알았다고 한 다음 예상되는 문제를 조사해 다시 의견을 구한다.
Rather than raising an objection right away, do some research on
what problems may occur if you follow the instructions. Then ask your
boss for his or her opinion.

① 진행 상황에 대해 아무런 경과 보고가 없는 감감무소식형
Employees who fail to notify me of work developments.

81.1 %

② 그 자리에서 바로 조심스럽게 2차 대안을 제시한다.
Carefully propose an alternative right away. 17.0 %
③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Just follow your boss’s instructions.

Q4
좋은 말은 귀에 쓴 법? 부하 직원의 쓴소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How do you react to criticism from your subordinates?
① 기분은 나쁠지언정 옳은 말이라면 귀 기울인다.
I don’t feel offended and I listen if it is justified criticism.
② 맞는 말이라도 태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꽝!
Even if it is justified criticism, it must be said
in a polite way.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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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Q5

58.8 %

②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내놓고 잘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일방통행형
Employees who unilaterally send their work reports via email
but never check whether I have received them or not. 25.5 %
③ 바쁜 업무 시간, 필요 없는 사항까지 구구절절 보고하는 만담형
Employees who report too many details when I am busy.

Q6

11.8 %

즐거운 회식! 꼭 끝까지 남는 게 예의일까?
Must employees stay with their team all the time during
corporate dinners?
① NO! 내일을 위해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센스!
NO! Employees should leave at an appropriate
time to prepare for the next day at work.

69.2 %

86.5 %

② YES! 회식도 업무의 연장!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의~리~
YES! Corporate dinners are also part of work.
Leaving first is disrespectful.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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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생활
국어의 달인

Bad Case 2 이메일 하나로 백치 낙인 찍힌 신입사원 B씨

받는 이 abc@dongwha.com
보내는 이 def@dongwha.com
제목 : 3.2(목) 회의 내용 정리한 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줄 맞춤법 상식

과장님,
팀장님 결제 전 회의 내용 정리한 사항 살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건 회의를 오랫만에 정리했는데 틀린 점이 많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컴플레인 발생 건수가 총 2만 7천 건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잘못 기제한 거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팀의 올해 지양 목표가 고객 소통 창구로서의 역활, 뒤쳐진 회사 이미지 재고 외에
어떡해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점심 시간에 뵈요.

온통 틀린 표현으로 가득한 문서를 보고 있노라면 작성자에 대한 신뢰도가 순식간에 하락한다. 직장 생활에서 언어는
곧 나를 나타내는 얼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똑똑한 맞춤법 에티켓을 소개한다.

Bad Case 1 문자 주고받다가 솔로 탈출 실패한 A씨

Part 1 둘 다 존재하는 단어여서 더 헷갈리는 표현

그녀

-던지 / -든지

그녀
이제 곧 퇴근이시네요.

A
네 ㅎㅎ 오늘 친구가 왠일로
밥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친구 일일히 설명해주지 않
으면 잘 못 알아들어서. 친구
중에 으례 답답이 있잖아요?
딱 그런 타입.

낫다 / 낳다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고, ‘-든지’는 나열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낳다’는 배 속의
아이를 몸 밖으로 내놓거나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Tip ‘-던지’는 주로 과거
시점을 회상할 때, ‘-든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Tip ‘낫다’는 ‘나았다’로,
‘낳다’는 ‘낳았다, 낳는다’로
변형되니 유의하자.

그녀
Part 2 종종 틀리게 사용하는 표현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겠어요.

A
맞아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얻어먹어야죠.
그러고 보니 몇일째 머리 아프
다고 했잖아요. 좀 낳았어요?
(그녀)님이 나갔습니다.

▶ 왠일로(x)/웬일로(o)
국어에서 ‘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는 ‘왠지’밖에 없다.
▶ 일일히(x)/일일이(o)
‘일일히’는 ‘일일이’의 옛말이다.
▶ 으례(x)/으레(o)
‘으레’가 ‘의례’와 발음이 비슷해 ‘으례’로 헷갈려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 몇일째(x)/며칠째(o)
국어에서 ‘몇 일’로 적는 경우는 없으며 항상 ‘며칠’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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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둘 다 존재하는 단어여서 더 헷갈리는 표현
결제 / 결재
‘결제’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맺는
일을 의미하고,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의미한다.
Tip ‘제’가 쓴 돈이니 ‘제’가 결‘제’할게요. /

기제 / 기재
‘기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의미하고, ‘기재’는
문서 따위에 기록해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Tip ‘제’ 마음속 심리적 기‘제’를 알고 싶어
요. / 모든 ‘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인지 결‘재’가 자꾸 반려된다.

뒤쳐지다 / 뒤처지다

제고 / 재고

지양 / 지향
‘지양’은 ‘피함’, ‘하지 않음’으로 순화할 수
있는 말로,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지향은 그 반대로 어떤 목표로
뜻을 쏠리어 향하는 의지를 뜻한다.
Tip ‘양’은 늑대를 피해야 하므로 지‘양’이고,
좋은 ‘향’은 많은 이가 원하는 것이니 지‘향’.

어떻게 / 어떡해

‘뒤쳐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는
것을 뜻하고, ‘뒤처지다’는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고’는 무언가를 쳐들어 높인다는 의미
이고, ‘재고’는 ‘두 번 재(再)’의 의미를
함유해 어떤 일이나 문제를 다시
생각함을 뜻한다.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해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하다’가
줄어든 말로 종결형 어미다.

Tip 뒤집‘혀’ 젖‘혀’지는 것은 뒤‘쳐’지다. /
‘처’절하게 낙오되어 뒤‘처’지다.

Tip ‘제’고를 생각할 땐 하늘 높이 나는 ‘제’비
를, ‘재’고를 생각할 땐 ‘두 번째’를 생각하자.

Tip ‘어떻게’는 부사로 문장 중간에, ‘어떡해’
는 구(句)로 문장 말미에 쓰는 경우가 많다.

Part 2 종종 틀리게 사용하는 표현
▶ 오랫만(x) / 오랜만(o) ‘오래간만’의 준말은 ‘오랜만’이다.
▶ 숫자 표기 날짜를 간략하게 표기할 경우, 년 / 월 / 일을 마침표가 대체하도록 2017.3.10.과 같이 표기한다.
숫자의 경우 천 단위까지는 숫자로 표기한다.(ex. 2,000억 53만 1,000원)

▶ 역활(x) / 역할(o) ‘역활’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 뵈요(x) / 봬요(o) ‘뵈어요’의 준말은 ‘봬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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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생활 동화인

Hello,
Malaysia!
Winners of the 2016 Dongwha English Festival have visited Malaysia. They received the opportunity to travel to Malaysia for their heated discussion of Dongwha’s capacity, culture and core
values. Here’s their account of their experience of Malaysian culture and Dongwha’s global status.

동화인으로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다
2015년 6월, 저는 1년간의 호주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귀국길에 말레이시아 쿠알라

반갑다 말레이시아!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
입상자들의 여행기

룸푸르를 경유했어요. 환승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화려함
을 맛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토록 인상적인 도시를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바람이 이렇게 빨리 이뤄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쿠알라룸푸르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그
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 비교해보면 저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화기업에 입사했고,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에 입상해 그 포상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지요. 일주일 동안 쿠알라룸푸르를 여행하면

2016년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입상자들이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다. 동화의 역량, 문화, 핵심
가치를 주제로 열띤 발표를 펼친 그들에게 말레이시아 연수
기회가 주어진 것. 말레이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글로벌 동화의
위상도 직접 확인한 따끈따끈한 여행기를 만나본다.

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관광 명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절로 재충전이 되더군요. 또 동화 말레이시아 공장
을 방문하고 대표님 이하 주재원분들을 만나 현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간은 무척 유익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여행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앞으로 동화에서 일하면서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동화인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동화 잉글리시 페스
티벌 출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Unforgettable memories as Dongwha member

자랑스러운 동화를 만난 행복한 여정
지난해 6월에 개최된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은 자발적인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기회였습니다. 입상
까지 하게 되어 행복한 추억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쉽게 접하지 못할 해외 사업장 탐방과

In November last year I visited Kuala Lumpur again. I realized that many things
had happened in my life since my first visit to the city: I had joined Dongwha
Enterprise, won a prize at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and received a trip
to Malaysia as a reward. During my one-week stay in KL, I tried diverse
food, visited tourist sites and simply recharged my energy. A visit to the
Dongwha factory in Malaysia and a meeting with its employees helped
me understand how the factory operates.

여행 기회까지. 기쁨에 감사의 마음을 보태 즐거운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첫 방문은 아니었지만 동화인으로서 훗날 근무지가 될지도 모를 말레이시아를 다시 찾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
습니다. 특히 닐라이 공장에서 주재원분들을 만난 일은 지난 베트남 MDF공장 방문 때 느꼈듯 동화가 글로벌

동화기업 특판영업팀 박태후 사원
Park Tae-hoo, Special Sales Team, Dongwha Enterprise

기업임을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를
살펴보고 색다른 현지 음식도 접하며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동화의 위풍당당한
기세를 직접 느끼고 현지 문화도 체험한 뜻깊었던 시간. 말레이시아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동화가
그리고 그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Feeling pride in Dongwha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which was held in June last year, was an
opportunity for self-learning. It was also nice to receive a prize and a
chance to travel overseas to tour Dongwha’s overseas business sites.
While meeting with my colleagues at the Nilai factory, I realized
time and again that Dongwha is a global corporation. I felt this
sense of pride in my company when I visited the MDF factory in
Vietnam. I am proud of Dongwha’s efforts to lay a solid foundation in Malaysia, and I am also proud in the work that I do
as its member.
동화기업 스펙인팀 나웅재 사원
Na Woong-jae, Spec-in Team, Dongwha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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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영혁신 페스티벌 - 디지털 혁신을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2017년

‘Connect People! Share Knowledge!’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7

FEBRUARY

년 경영혁신 페스티벌을 포스터로 한발 먼저 살펴보았다. 사람과 사
람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각기 다른 분야 간의 지식 공유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디지털 혁신’을 아이콘으로 표현
했다. 또 각 아이콘이 끈으로 이어진 모습을 형상화해 네트워크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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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 더욱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2017년이 되기 위해 세운 목표와 도전 과제들을
핵심 가치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동화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해보자.
Dongwha members portrayed the company’s goals and endeavors for 2017 in core value posters.
They made a determination to join forces to achieve their goals.

유의 의미를 나타냈다.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언제나 발전하는 동화
그리고 동화인이 되길 기원한다.

2017 Innovation Festival the digital innovation begins
This poster provides glimpses of the 2017 Innovation
Festival, which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Connect
People! Shar Knowledge!” A human network connecting
people and digital innovation to produce new values by
sharing knowledge from various fields are marked with
icons. Each icon is connected with a string to represent
a network and the spirit of sharing.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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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기회의 선물! - 창립 70주년 앞둔 거침없는 한 해

01

JANUARY

2017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17년, 새해를 맞은 동화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 창립 70주년을 한

오는 4월에 열리는 2017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Dongwha English

해 앞둔 동화의 사업별 도전 목표들을 ‘기회의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통

Festival)의 참가 신청 모집이 3월 핵심 가치 포스터와 함께 진행된

해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

다. 올해 잉글리시 페스티벌은 ‘Strong History! Global Victory!’라는

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

구호와 함께 ‘누구나 이루고 싶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당신의 이

업 영역을 찾아 도전하며,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오르고자 하는 동화

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며 훌륭한 글로벌 역량을 지니

의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고 있는 동화인들이 마음껏 재능과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로 마련
된다.

2017 is a gift of opportunities a year of dauntless endeavors ahead
of 70th anniversary
“A gift of opportunities” is the best phrase to describe
Dongwha’s business goals for 2017 ahead of marking
the 70 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Dongwha has
achieved stellar results so far, but rather than falling into
complacency, it is strongly determined to pursue innovation
and change, unearth new business fields and markets, and
attain higher goals.

70

Dongwha English Festival 2017 - Tell Your Story!

03

MARCH

2017, the Year of Relentless Innovation
and New Endeavors

포스터에 담긴 핵심 가치 Core Values in Posters

02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2017, which is slated for April, will be received in
March along with core value posters. This year’s English
Festival will be held under the slogan “Strong History!
Global Victory,” which refers to Dongwha members’
strong global skills. The festival will present contestants
with an opportunity to show off their English skills to the
full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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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in Media

동화그룹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엠파크
동화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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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ommunity
우리 가족 행복 충전 ➊ - 포항

건장재1팀 이동진 과장 가족의 포항 여행 Lee Dong-jin’s Family Trip to Pohang

바닷바람에 실려 온 새해 첫 희망
First Hope of the Year
Brought by Ocean Wind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 속 이 대사에는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시간의 소중함이 배어 있다. 이동진 과장 가족의 포항 나들이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일러스트 홍한나
“Each moment spent with you was dazzling, on fine days and on cloudy days, always.”
This is a famous line from the TV show “Goblin,” which drew to a close recently. It expresses
the preciousness of time spent with one’s lover. This line perfectly describes the atmosphere of
a trip that the family of Section Chief Lee Dong-jin made to the city of Pohang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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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본인 가옥 거리에 있는
예스러운 우체통 앞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걷는 바닷가

새해 소망에 담은 가족 사랑

볕이 좋은 2월의 어느 주말, 건장재1팀 이동진 과장 가족은 생애 첫

이동진 과장 가족은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로 장소를 옮겨 추억 쌓

포항 호미곶 나들이에 나섰다. 파란 바다에 맞닿은 하늘은 구름 한 점

기를 이어갔다. 구룡포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자 시우와 엄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없이 맑고 바람은 시원하다. 때때로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

마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한다. 일명 ‘하시모토 가옥’이라고 부르는 구

있는 일본인 가옥 거리

져도 가족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가슴에 든 행복 풍선이

룡포 근대역사관에서는 시우가 앞장선다. 가는 곳마다 “이리 와봐요.

마냥 부푸는 듯했다.

주방이 있어요”, “이리 와봐요. 또 방이 있어요” 한다. 책을 좋아하고

“시우야, 저 손 있잖아. 바다 밑에서 거인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문화유물에 관심 많은 시우에게 마침맞은 볼거리가 많았다. 가족은

이동진 과장은 일곱 살배기 아들 시우에게 농담을 던진다. 아빠의 말

거리 끝에 있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일정 계

에 잠시 고개를 갸웃한 시우는 이내 생각을 접고 종횡무진 달리기에

획을 나눴다.

바쁘다. 그러다 문득 게걸음으로 걷는다. 바다에 오니 예전에 본 꽃게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호미곶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 떠올랐나 보다.

인 일출 명소인 만큼 그 앞에 섰을 때 빌었어요. 우리 가족, 지금처럼

“결혼 초기에 광주로 발령받아 호남 지역 영업을 했어요. 약 3년간 주

건강하고 단란하게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말 부부로 지냈지요. 그 뒤로 대전에서 함께 살게 됐지만, 여전히 일

아내 최진영 씨의 말을 듣던 이동진 과장이 고개를 가만히 끄덕인다.

찍 출근해 집에는 늦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아빠를 낯설어

그는 속 깊은 아내가 늘 고맙다. 하지만 아내는 바쁜 와중에도 늘 아

했어요. 어쩔 땐 ‘아빠 싫어, 저리 가’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들에게 살가운 남편이 도리어 고맙단다.

이동진 과장은 외아들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 가급적 주말에

“시우가 아빠 회사 사보를 제일 먼저 봐요. 아빠 회사에 관심이 많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가운데서도 여행은 최고의 선택이었

요.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기막히게 아빠를 찾아내죠. 이번 사

다. 거의 매주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를 즐긴 덕분에 가족은 단란해졌

보에는 자신의 얼굴도 나오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다.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호미곶은 처음이라 눈에 띄는 모든 게

부부는 생각한다. ‘시우야, 좋은 추억 많이 쌓게 해줄게. 즐거운 마음 키

신기하기만 하다. 혼자 뛰어다니던 시우는 곧 엄마, 아빠 곁으로 다가

워 인성 바른 사람으로 자라주렴.’ 아들에게 이번 월요일에 유치원에

와 손을 맞잡는다. 셋은 함께 손을 잡고 호미곶 명물인 ‘상생의 손’ 조

가 이야기할 추억거리를 만들어줘 기쁜 부부의 미소. 세 가족의 웃음소

형물을 보고 나무 덱(Deck) 길을 걸었다.

리가 포항의 따스한 볕 아래서 둥글게 메아리친다.

2

찰칵! 2 100여 년 전 실제 일
본인들이 거주한 곳으로,

3 포항의 명소 호미곶에서
가족은 한 해의 소망을
빌었다.

Family memories
made in Homigot and Japanese
house street in Pohang

3

L e e D o n g-j i n, h i s w i f e a n d s o n
have recently made a belated trip
to Homigot, Pohang to celebrate
the New Year. They made wishes
looking at the Hand of Harmony
sculpture rising above the sea. They
then toured the Japanese House
Street in Guryongpo, where Lee’s
son, Si-woo, learned about history.
The family members continued to
smile throughout the trip. Even the icy
wind was unable to ruin their precious
time together.

포항 알짜 여행 Tip

➌

➊ 포항운하 1970년대 초 포항제철 준공으로 물길이 막혔던 동빈내항. 오염물이 쌓여 골칫거리
였던 이곳이 2013년 과거 모습을 복원해 옛 물길을 되찾았다. 포항운하에 간다면 크루즈 투어를
추천한다. 포항운하와 포스코대교를 오가며 감상하는 야경이 특히 일품이다.
➋ 죽도시장 동해안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갓 잡은 대게와 과메기, 물회, 돌문어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넉넉한 인심은 덤. 즉석에서 끓여주는 뜨끈한 수제비 한 그릇을 후루룩 먹
노라면 여행의 참맛을 알게 될 것이다.
➌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 약 100년 전 일본 어부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당시 가옥이 다수
➊

잘 보존돼 있다. 문화체험관에서 유카타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하거나 일본 전통 찻집에서 다도를
체험하는 등 이색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➍ 호미곶 우리나라 동쪽 끄트머리에 위치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알려지며 일출 명소
로 자리 잡았다. 바다에 우뚝 솟은 ‘상생의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로 태양이 솟아오르는데, 볼

➋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관이다.
➍

Happiness
Community
우리 가족 행복 충전 ➋ - 이천

Ahn Hyung-jun’s Family Trip to Icheon

In the Name of Family
Finding enough time to spend with our loved ones is not easy due to
the hectic work schedule. The only way to do so is probably by traveling together. Packing the bags and hitting the road is the best way to
make precious memories together. Ahn Hyung-jun from the Quality
Control Team took a trip to Icheon with his loved ones.

품질관리팀 안형준 기술주임 가족의 이천 여행

1

가족의 이름으로

2

일상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숨 가쁘게 흘러간다.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하여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은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
경기도 이천으로 떠난 품질관리팀 안형준 기술주임 가족을 만나보자. 일러스트 홍한나

1 서로를 꼭 빼닮은 사이좋은 오누이 2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맛보여주고 싶은 법 3 오랜만의 여행에 한껏 들뜬 가족들.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 여행
빠듯한 일상에 쫓겨 지내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그중에는 ‘내 소중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포함된다. 평소 아빠 엄마는 회사일 때문에, 아이들은 학업 때문에 가족은 하루하루가 숨 가
쁘다. 동화기업 품질관리팀에서 실험 업무를 담당하는 안형준 기술주임 역시 바쁜 일과에 쫓겨 아
내 박진 씨, 아홉 살 시형이, 다섯 살 시연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아쉽기만 했다.
“제가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
웠어요.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놀이동산이나 체험 여행 위주로 자주 다녔지만 첫째 시형이가 초등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마저도 힘드네요. 여름휴가 일정만 겨우 맞춰 떠나는 것이 전부였죠.”
어렵게 시간을 고르고 골라 꿈같이 마련한 1박 2일의 가족 여행. 목적지는 경기도 이천이다. ‘배부
르고 마음 부른 여행’이 이번 여행의 콘셉트다. 가족은 이천 쌀밥으로 든든하게 기운을 보충하는 것
을 시작으로 테르메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테르메덴 내 한옥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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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 가면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➊ 사기막골 도예촌 크고 작은 도자기 상점과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즐비한 곳. 다양한 곡선과 색감의 도자기를 구경하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➋ 호텔 미란다의 스파플러스 미란다 호텔 내 스파플러스에는

2

천연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어린이 물놀이풀,
유수풀, 아쿠아플레이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이 가득하다.
➌ 설봉공원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 시설. 이천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세계도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어 볼거리 또한 풍성하다.
➍ 테르메덴 온천의 지상낙원을 지향하는 테르메덴. 그 이름에
걸맞게 방문한 이 누구나 즐거운 추억을 담뿍 쌓을 수 있는 곳이다.
➎ 이천 쌀밥 땅이 좋아 쌀이 맛있는 이천. 뜨끈한 쌀밥에 다양한
반찬이 곁들여 나오는 이천 쌀밥 정식은 역시 이천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3

1

1 함께여서 행복해요~ 가족의 미소가 아름답게
반짝인다 2, 3 물 속에서 신나게 미끄럼 타고

➊

노는 동안 추위는 저만치 날아갔다.

➋

행복 에너지를 충전하다
신나게 여행을 즐기려면 배를 채우는 일이 우선. 쌀로 유명한 이천이니만큼 점심 메뉴는 역
시 이천 쌀밥 정식이다. 한 상 푸짐하게 차려 나온 쌀밥 정식을 보며 가족은 눈으로 한 번 놀
라고 먹으며 한 번 더 놀란다. 자극적인 맛이 아니었던지 골고루 잘 먹는 시형이와 시연이
모습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하다.
➌

다음 목적지는 이천 테르메덴 온천. 안형준 기술주임과 아내 박진 씨는 그간 쌓인 몸의 피로
를 풀 수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아이들은 온
수풀에 들어가자마자 제 세상을 만난 듯 즐거워한다. 실외 공간에서도 추운 날씨에 아랑곳
하지 않고 까르르 웃는 아이들을 보며 아내 박진 씨도 따라 웃는다.

Two days of fun and excitement

“여행을 즐기는 아이들의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다시 우리의 좋은 에너지가 아

Ahn Hyung-jun from the Quality
Control Team of Dongwha Enterprise
t o o k a t r i p t o I c h e o n, G y e o n g g i
Province along with his wife and two
children, who are nine and five years
old each. After having a nice multicourse meal consisting of the famous
Icheon rice, the family headed to a
spa water park, where they bathed in
hot spring water to relieve fatigue and
splashed to their hearts’ content. They
also toured a traditional-style house
located in the spa park. The parents
were happy to see their children run
around in a spacious lawn in front of
the house.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행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족 여행은 더
욱 특별해요. 가족과 함께이기에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의
미 있다고 생각해요.”
온천에서 물놀이를 만끽한 안형준 기술주임 가족은 이제 숙소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
기로 했다. 숙소에 도착하자 두 마리 귀여운 강아지가 가족을 반긴다. 장래희망이 수의사라
는 시형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시연이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내 관심을 보인다.
가족이 묵을 테르메덴 내 한옥 체험 시설은 너른 마당을 품고 있어 아이들이 뛰놀기에 알맞
다. 도시와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자연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환경. 안형준 기
술주임 부부의 한결같은 바람은 역시 아이들의 행복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우애
깊게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면서 잘 자라기를 희망한다.
느릿느릿 게으름뱅이가 되어도 좋은 여행이 있다. 굳이 많은 것을 보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품질관리팀 안형준 기술주임 가족이 경기도 이천에서 보낸 1박 2일
은 그래서 더욱 모든 순간이 따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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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을 품은

New Zealand

여행을 준비할 때 자신만의 목적과 테마를 갖고 여행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 찍기가 취미인 나는 재미있게 본 영화 또는
드라마 속 아름다운 촬영지를 찾아가는 ‘사진 여행’을 즐긴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뉴질랜드를 선택할 것이다.
글·사진 손창현(여행 칼럼니스트) 영화 스틸컷 <호빗:뜻밖의 여정>, <나니아 연대기: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A growing number of people choose their travel destinations according to their goals and preferences. Being fond of photography,
I enjoy visiting scenic places that have been featured in movies or TV shows. If you ask me to pick the most memorable place I have
visited, I will certainly choose New Zealand.

거대한 영화 세트장

뉴질랜드

동화그룹의 해외 사업장이 자리한 나라를 만나는 색다른 방법.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대중문화에 나타난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뉴질랜드.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대자연을 소개합니다.
One of the ways to learn about the countries where Dongwha’s business sites are located is by watching movies and
TV shows and reading books about those countries. The first country we’re going to introduce to you in “Green Dongwha”
is New Zealand, a country with beautiful natural scenery, which makes it a popular filming location.

출처 뉴질랜드관광청, 마타마타 호빗 마을

출처 뉴질랜드관광청, 영화 <호빗:뜻밖의 여정>

희고 긴 구름의 나라, 뉴질랜드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면?

뉴질랜드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언어로 ‘아오테아로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희고 긴 구름의 나

같은 남반구의 호주에 비하면 인구 450만의 작은 나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무기로 전 세

라’를 뜻한다. 그만큼 구름이 드넓게 펼쳐진 깨끗한 하늘과 청정한 대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다. 뉴

계 영화팬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것은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공전의 대성공을 거

질랜드는 남섬과 북섬 커다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 섬들은 기후 조건과 자연환경

둔 무렵이라 생각된다. 당시 피터 잭슨 감독은 영화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CG를 많이 사용하

이 크게 차이나는 편. 화산과 온천 지대가 많은 북섬은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한 반면, 3,000m급 고

지 않고도 장대한 스케일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촬영지를 물색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뉴질랜

봉과 만년설이 펼쳐져 있는 서던알프스를 품은 남섬은 빙하와 호수가 많고 기후 변화도 꽤 심하다.

드를 선택했다. 결국 그 계획은 성공했고 스크린 속 화려하고 웅장한 대자연의 풍경이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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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였음을 알게 된 관객들은 이후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찾아가고자 남반구행 비행
기 티켓을 끊기 시작했다. <반지의 제왕> 성공 후 피터 잭슨은 자신의 차기작 <킹콩>과
<호빗>의 촬영 역시 뉴질랜드에서 진행했다.

2

피터 잭슨뿐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의 앤드류 아담슨 감독도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영화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영화 <호빗:뜻밖의 여정> 캡처

속 세상을 구현했다. 그는 <나니아 연대기:캐스피언 왕자>에서 폐허로 변한 케어 패러벨 성

1 디어파크에서 바라본 와카티푸 호수
2, 3 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 속

을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을 청록색의 바다가 펼쳐진 헤레헤라타우라 반도에 세웠다. 이곳

호빗 마을은 현재 뉴질랜드의

은 해변 동굴 커시드럴 코브가 있는 명소로 거대한 암석과 나무가 해변과 묘한 조화를 이뤄
매력적인 곳이다. 감독은 앞서 <나니아 연대기: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도 영화의 클
라이맥스인 전투 장면 촬영지로 캔터베리 지방 아서스패스에 자리한 플록 힐 목장(Flock
Hill Station)을 고른 바 있다. 이처럼 유명 감독들이 촬영지를 뉴질랜드로 선택하면서
‘대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촬영지 = 뉴질랜드’라는 공식이 성립됐다.

<반지의 제왕>과 <울버린>을 만나다, 퀸스타운 디어파크
퀸스타운은 뉴질랜드 남섬 내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다. 수려한 풍광 덕에 이름처럼 여왕
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와카티푸 호수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레저, 액티비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제트보트 등 즐길 거리가 풍
부하다. 온몸으로 퀸스타운을 즐겼다면 이제 두 눈으로 이곳의 멋진 풍경을 담을 차례. 곤돌
라를 타고 퀸스타운 전망대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보다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디어파크(Deer Park)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퀸스타운 시내 중심부에

Movies featuring beautiful
landscapes
New Zealand began to draw the attention of movie fans after its magnificent
natural scenery was featured in “The
Lord of the Rings” series. Director Peter
Jackson chose New Zealand as a filming location, because he wanted to film
the series against a natural landscape
of a grandiose scale that required no
computer graphics. His plan turned
out to be a success, as viewers were
mesmerized by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of New Zealand. It emerged
as a prime filming location for movies.

인기 관광지 중 하나가 됐다

3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영화 <호빗:뜻밖의 여정> 캡처

4

4 커다란 바위들이 인상적인 캐슬힐에서
촬영한 영화 <나니아 연대기: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한 장면.

©브에나비스타코리아, 영화 <나니아 연대기: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캡처

1

서 와카티푸 호수를 따라 차를 타고 시계 방향으로 30여 분 달리다 보면 켈빈 하이츠(Kelvin
Heights)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과 <울버린>의 촬영지였던 디
어파크가 있는 곳이다. 특히 <반지의 제왕:두 개의 탑>의 상당한 분량을 이곳 디어파크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시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제공하는 반지의 제왕 촬영지 투어를 신청하
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해 개인적으로 방문한다면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이
곳이 품고 있는 풍경에 비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
영화 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기 벅찰 정도.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덕에 쾌청한 날이면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을 마주할 수 있고, 가까이에는 푸른 와카
티푸 호수가, 저 멀리에는 거대한 설산과 산맥이 자리해 카메라를 어디에 두고 찍어도 멋진
엽서가 된다. 디어파크에 입장할 때는 입구에 비치된 지도를 꼭 챙기도록 하자. 촬영지별 포
인트가 표시돼 있어 끝없이 이어진 웅장한 풍경 속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고 어떤 장면이
어디서 촬영됐는지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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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을 품은 영화 세트장 뉴질랜드

<아바타>의 원시림을 닮은 루트번 트랙에서 트레킹
굵직한 나무를 휘감은 덩굴식물과 크고 작은 바위에 내려앉은 초록의 이끼들. 마치 태초의 자연
과도 같은 모습이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뉴질랜드에 반해 곳곳을 여행한 <아바

코로만델
커시드럴 코브 - <나니아 연대기> 촬영지

로토루아

주요 도시
영화 촬영장

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감탄한 그곳 바로 루트번 트랙이다.
트레킹의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답게 뉴질랜드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잘 정비된 트레킹 코스를
만날 수 있다. 그중 남섬의 루트번 트랙은 <아바타>의 ‘현실 버전’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 모습이 똑
넬슨

닮았다. 워낙 산속 깊숙이 있어 인적이 뜸하다 보니 시작 지점부터 뭔가 음습한 기운이 감돌기도
한다. 하지만 그 덕분에 주변은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길과는 분
명 다른 풍경이다. 실제 이곳에서 <아바타>를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 속 분위기만큼은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무엇보다 압권인 것은 뿌리부터 위쪽 가지까지 푸른 이끼가 가득 덮여
있는 나무들.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푸른 몸의 아바타가 튀어나올 것만 같다. 특히 물소리, 새소
리, 바람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저 혼자 조용히 사색을 즐기며 걷기에 좋다. 게다가 코

웰링턴

웨스트고스트
퀸스타운
디어파크 <반지의 제왕>, <울버린> 촬영지
피오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캔터베리
매켄지 지방 트와이젤 인근 <반지의 제왕> 촬영지
플록 힐 목장 - <나니아 연대기> 촬영지

스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에메랄드 빛 물길은 트레킹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기에 더없이 좋은
사우스랜드

쉼터가 된다.

동화 뉴질랜드

Meeting “The Lord of the Rings”
in Deer Park Heights, Queenstown
The picturesque natural landscape of
New Zealand makes it a popular filming site. It has been featured in numerous movies, such as “The Lord of the
Rings,” “King Kong,” “The Hobbit,” “The
Chronicles of Narnia,” “Avatar” and
“The Wolverine.” Deer Park Heights
in Queensland, which is known as the
filming site of “The Lord of the Rings” and
“The Wolverine,” is home to the scenic
Lake Wakatipu and gigantic mountains
covered in snow. It draws scores of
visitors looking for beautiful natural spots
to take pictures of. The Routeburn Track
reminiscent of the primeval forests in
“Avatar,” and the Flock Hill Station, which
reminds of the climax in “The Chronicles
of Narnia” make New Zealand a popular
travel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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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와
통찰력을
결합하라!

교수
김시래

DONGWHA
Run &
Learn
Learning 1

2017 제4회 건장재 전략 워크숍 4th Construction Materials Strategy Workshop 2017

생각의 돌파로 미래를 준비하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견주고 결합하는 사람들에겐
혁신은 곧 즐거운 도전이 된다. 건장재 전략 워크숍에 모인 동화인들은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하며 동화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Generating new and creative ideas is easier said than done. But to people who like to get together to come up
with ideas, innovation is a fun task. Dongwha members who gathered at the Construction Materials Strategy
Workshop shared their diverse opinions and ideas to pave the way for Dongwha’s future.

남다른 생각과 트렌드를 결합하라
건장재 전략 워크숍이 지난 1월 18~19일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 행사는 건
장재 부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통해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워
크숍 첫 시간에는 ‘생각의 돌파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아
이디어 창출 방법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일하며 어떻게 성공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88

트렌드를 잘 분석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만의 고유한 통찰력에서 나오는 남다른 아이
디어와 현재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렌드가 결합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더 이상 고정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된 강연에서 직원들은 언제나 열린 마음
과 유연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Combining original ideas and trends
The 4th Construction Materials Strategy Workshop was held on January 18~19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Its goal was to unearth new growth engines
for the construction materials sector and implement innovation. On day one, a
lecture was provided on the power of thinking. It taught the participants how to
think differently and how globally renowned corporations managed to build their
successful corporate cultures through ideas. The instructor stressed the importance
of analyzing and using the latest trends, which influence people’s lives, in order to
provide new products and services to customers. This means that one can produce
the most powerful results by combining ingenuous ideas and the latest trends that
have an impact on people’s lives. The lecture was concluded with the saying that
nothing in the world is fixed.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it is important to always
leave the door open for every possibility with an open mind and flexibl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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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답!

2

1, 4 신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보며 토론한 시간 2 2017년 건장재
부문의 혁신과 발전을 깊이 고민한 워크숍
1

현장 3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문제점을

3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구성원들.

4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이야기하라

함께 생각할 때 혁신할 수 있다

강연을 들으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 직원들은 이후 조별로 나누어 토론

1박 2일간 열린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로 토론 내용을 공유하는 조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조별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점 등 평소 느꼈던 문제점이나

토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의문점들, 보다 심도 깊은 제안 등 아이디어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야기들이 나왔다. 직원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면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 유관 부서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

찾아갔다. 단순한 의견 공유를 넘어 논의된 안건들과 신규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

는 직원들이 한 조를 이뤄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반드시’라는 사고방식은 곧 고정관념과 같다는 것

보며 추후에도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을 깨달은 동화인들은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며 신사업 타당성 등 다양한 안건을 검토했다. 형식에 얽

매년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며 성장하는 동화인들. 이렇듯 쉼 없이 의견을 나누고 치열하게

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생각을 묻고 답하며 동화의 변화와 성장을 깊이 고민한 시간이었다.

고민하는 시간들을 발판 삼아 2017년 동화는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Speak out with an open mind

Achieving innovation by thinking together

The participants split into teams to hold a debate. They discussed new business items,
services and improvements in existing work processes, and shared their ideas. Each
team comprised members of different divisions to ensure that diverse ideas could
be exchanged from diverse angles. The participants realized that it is essential to do
away with stereotypes and take into account all kinds of possibilities.

The two-day workshop ended with the teams’ presentations of the results of their
debates and a Q&A session. All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opinions regarding issues
that were not discussed during the team debates and proposed in-depth ideas. By
generating new ideas and trying to find solutions and make things better, they lay a
foundation for Dongwha’s strong growth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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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Dongwha
1 동화 역사관을 방문해 70년
동화의 발전사와 제품을 살펴본

첫날 교육 현장 2 엠파크허브에서
중고차 매매 사업에 관한 설명을

28기 신입사원 입문 교육 Training for New Employees

듣는 신입사원들 3 동화의 제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생생하게

뉴 페이스 동화인의 기분 좋은 스타트
Good Start for Newcomers
첫사랑, 첫 만남, 첫 월급 등 ‘처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특별한 ‘시작’의 순간이다. 새로운 열정의 바람을 일으킬 28기
대졸 신입사원들과 이들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동화에게 지난 12월 19일이 바로 그러했다. ‘첫 직장’ 동화 그리고 ‘올해의 첫
신입사원’이 된 새내기들. 서로의 ‘처음’이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낸 ‘동화 28기 대졸 신입사원 입문 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DONGWHA
Run &
Learn
Learning 2
- PART ➊

살펴볼 수 있었던 공장 견학 시간.

3
1

When you do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be it your first love, first encounter or first salary, it is special and it stays
in your memory for a long time. December 19 was one of those “special” days for Dongwha’s new employees
and their seniors who were eager to meet them. The new employees, for whom Dongwha is the first-ever
job, were the first newcomers of 2017. Here’s a look at the training for new employees who spent a meaningful
time with their senior coworkers.

2

현장에서 배우는 동화의 역사와 철학
동화 28기 대졸 신입사원 입문 교육이 지난 12월 19일부터 10일간 열렸다.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맞이한 동화 새내기들. 교육 첫날, 김홍진 대표가 따뜻한 환영 인사로 신입사원들의 긴장을 풀어주었
다. ‘Only One Dongwha’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 1~3일 차 교육은 ‘동화인’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인 동화의 가
치를 익히는 과정이었다. 동화의 70년 역사와 뚜렷한 경영 철학을 비롯해 현재 어떠한 사업 분야에서 활약하
고 있는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후배들을 위해 사내강사로 활약하고 있
는 선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교육을 진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첫날 역사관 견학을 시작으로 MDF공장, 엠파크타워, 엠파크허브, PB공장, 가공보드·강화마루
공장 등을 방문해 현업에 있는 선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장 분위기를 익혔다. 남양주 동화 컬처빌리지
에서 진행된 2, 3일 차 교육에서는 사업부별 기본적인 업무 내용, 신입사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
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단단한 각오와 패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교육에 임하는 신입사원들에게서 열정
넘치는 동화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Learning about Dongwha’s history and business philosophy
Dongwha’s new employees received ten days of training on December 19. It was a fresh
start and a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On day one, CEO Kim Hong-jin gave a welcome
speech to the new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Held under the theme “Only One
Dongwha,” the first three days of training were dedicated to introducing Dongwha’s
values, 70-year history, business philosophy and current business fields as well as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Dongwha employees who joined the company earlier did their
best acting as instructors for their junior colleagues.
The new employees toured Dongwha’s History Hall, MDF Factory, M PARK Tower, M PARK
Hub, PB Factory, and processed board and laminate flooring factories. They met with their
senior colleagues to hear more about their work. Held at the Dongwha Culture Village in
Namyangju, the second and third days of training provided lectures on the basic duties of
each business sector and the attitude required on the part of new employees. The participants listened with extra care and were full of determination and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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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Dongwha

회사와 나의 멋진 동반 성장
마지막 이틀간 진행된 Vision Alignment Dongwha는 동화와 함께 성장해나갈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
다. 열린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운 셀프 리더십 강의, 동화인으로서의 다짐과 포부를 되새
겨본 Vision Tree 만들기 등 신입사원들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자신의 모습을 꿈꿨다.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여의도 원창홀에서 입문 교육 과정 수료식이 진행됐다. 어엿한 성인으로 이제 막 사회
에 발을 내딛은 동화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자리. 앞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할 각 부서의 팀장과 선배들이 진심
어린 조언과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회사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동화의 이름이 세계에 더욱 뻗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
로 힘찬 시작을 알린 28기 신입사원들. 이제 곧 70주년을 맞이할 동화와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이들이 바
로 동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주인공들이다.

Growing in unison with the company

동화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무장
동화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핵심 가치 교육도 진행됐다.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와 혁신, 윤
리·투명 경영’이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동화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

During the final two days of training, the participants tried to picture their future as
Dongwha members. They took a lecture on self-leadership to learn how to work toward
achieving their goals with open minds, and participated in making a “vision tree” representing their resolutions and goals as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hey promised to
continue to grow professionally. After the training, the participants attended a welcoming
ceremony at the Wonchang Hall at the Yeouido headquarters. Their senior colleagues and
team managers congratulated them on making their first steps in society. The new employees made a pledge to grow in unison with their company and contribute to Dongwha’s
global expansion. They are the ones who will write a new chapter in Dongwha’s history,
as it prepares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의사소통 및 팀 빌딩 수업에서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방법과 이해하고 협업하는 자세를 배우는 한편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매너도 숙지
했다. 더불어 조직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익혔다.
Pride Dongwha 시간에는 입문 교육의 하이라이트인 ‘선배와의 만남’과 ‘동기와 함께하는 통나무집 짓기’ 프
로그램이 이어졌다. 선배와의 만남에서는 입사 후 사수로 만날 1년 차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조언해주며 선후배들은 한층 가까워졌다. 또 동기들과 함께 통나무집을 지으며 앞으
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동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기도 했다.

Proud Dongwha, proud employees
The new employees learned about Dongwha’s core values - happiness, trust, priority on
people, change and innovation, and ethics and transparency. They took the time to better understand what kind of values Dongwha pursues and how they can implement them.
They also learned how to cooperate with their coworker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to create a happy working environment, and mastered good manners
that can help them to earn customer trust, basic work-related knowledge required to
grow professionally and problem-solving skills. The new employees held conversations
with their seniors who joined Dongwha one year earlier. They asked them questions and
sought their advice. They also built wooden houses with their fellow new employees to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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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Mentoring Ceremony for New Employees

어떤 우리가 될까? 함께 그려보는 6개월의 여정

진솔한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Growing in Unison Through Frankness

이날 모인 멘토와 멘티들은 귀감이 되는 선배, 초심을 일깨우는

5조

후배가 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했다. 무엇보다
진솔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사전에 진행한 MBTI

‘열 번 혼자 해보는 것보다 한 번 배우는 것이 낫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글귀다. 동화
신입사원들에게도 새로운 배움을 위한 선생님이
필요할 터. 멘토링 결연식에서 동화 새내기들은
바로 그 든든한 스승을 만났다.

우리는 누구일까? 정체성을 탐구한 시간

결과를 비롯해 서로에게 바라는 점, 6개월간 함께 하고 싶은 것,

지난 1월 20일, 동화의 품에 안긴 새내기들이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등 소망 목록을 공유했다.

다. 현업에서 일하는 선배 멘토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멘토링 결연식.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우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멘토링

총 22명의 멘토와 멘티가 5개 조로 나누어 6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

결연식. 동화의 멘토, 멘티들은 6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에 참여하게 된다. 첫 만남에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짧은 자기 소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준다는 보람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Learning how to do something once is better
than trying to do it alone ten times.” This saying
rings true with anyone who needs to adapt to a
new environment. Dongwha’s new employees
are also the ones who need mentors to adapt to
their new workplace.

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동화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정체성에

도움을 받는다는 고마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와 멘티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

Six-month journey planned together

배려하며 소통하기로 약속한 이들이 어떤 ‘우리’로 성장할지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멘토 혹은 멘티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

기대해보자.

The mentors and the mentees discussed how they can
set good examples for their juniors and never forget their
original resolutions. They also pondered what kind of
qualities they need to grow through open communication. They agreed that it is essential to embrace each
other’s differences and think about what they can do
for others. In the next six months, Dongwha’s mentors
and mentees will experience the rewarding feeling of
encouraging and helping someone as well as the feeling of gratitude for having someone to rely on and receive help from. We look forward to seeing how these
people will grow together.

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 어떻게 서로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다.

Exploring who we are

보통 새내기의 원활한 적응과 조직 학습을 위한 활동만이 멘토링 프

On January 20, Dongwha’s new employees met their
mentors - senior coworkers - at a mentoring ceremony.
The 22 mentors and mentees were divided into five
teams to participate in a six-month mentoring program. After breaking the ice, the participants introduced
themselves. They then took the time to ponder their
identity as Dongwha members. It is also imperative for
the mentors and the mentees to understand each other,

로그램의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적, 개인적 배경
이 서로 다른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모두 훌륭한 역량을 지닌 조직원으

1조

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2조

because they have different social and personal backgrounds. This helps them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grow into more capable members of their organization.

4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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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파티시에의 황홀한 디저트 Dongwha Mentoring Program

네 남자, 난생처음 케이크 만들다

멘티·멘토, 델리민주를 만나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고소한 빵 냄새가 퍼졌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면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서 ‘델리민주’라는 애칭과 함께 많은 팬을 얻은 유민주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글래머러스
펭귄에서 윤은채 멘토와 이상홍·윤종선·류준용 멘티가 디저트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한 조로 만난 인사팀 윤은채 과장(멘토), 성과관리팀 이상홍 사원(멘티), 기획연구팀 윤종선 사원(멘티), 경영지원팀 류준용
사원(멘티)이 유민주 파티시에에게 디저트를 배우기 위해 뭉쳤다. 홈메이드 디저트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들의 체험을 함께한다.

‘인천을 연고지로 한다’는 의미에서 조 이름을 ‘인연’으로 지었다는 이들. 윤은채 멘토가

Four members of Dongwha - Yoon Eun-chae from the HR Team, Lee Sang-hong from the Result Management Team, Yoon Jongseon from the Planning Research Team and Ryoo Joon-yong from the Management Support Team - gathered at the Glamorous
Penguin cafe to learn how to make homemade desserts from pastry chef Yoo Min-joo.

“지난 1월 멘티들과 처음 만났어요. 6개월 동안 월 1회씩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체험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모았는데 사보 이벤트가 저희가 생각했던 멘토링 활동 방향과 딱 들어맞기도 했고, 어쩌
면 다시 경험해보기 어려운 기회다 싶어 신청했습니다.”
네 사람을 황홀한 디저트 세계로 안내할 유민주 파티시에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유민주

동화의 숨은
재주
류준용 멘티 꾼

장인
는
에
크 빚 티시
이
케 주파
유민

파티시에에게 배울 디저트는 ‘초코버터밀크 케이크’와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 여자의 마음

프로를
꿈
윤종선 꾸는 수제
멘티 자

을 사로잡는 데 추천하고 싶은 메뉴라는 말에 네 사람이 환하게 웃었다.

행복을 굽는 시간

유민주 파티시에

유민주 파티시에와 함께 디저트를 만드는 네 사람의 손길에 정성이 가득 들어간 듯

• 한남동 디저트 카페
Glamorous Penguin / 디저트
스튜디오 Glamorous Penguin
Bakeshop / 키즈 베이킹 스튜
디오 Kangaroo / 경리단 공공
빌라 대표 및 오너 셰프

보였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가 드디어 완성되자 이상홍 멘티는
여자 친구에게 선물한다며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뿌듯하게 바라봤다.
잠깐의 휴식을 갖고 두 번째 디저트 초코버터밀크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 냄새가 가득 퍼지면서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두 개의
케이크를 다 만들고 나니 어느덧 밤 9시가 훌쩍 지나 있었다. 윤종선 멘티가 오늘의
소감을 전했다.

• 레시피 북
<아메리칸 케이크>
저자

“같은 빵을 만들었지만 강사님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비주얼을 보면서 프로는 역시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역시 동화에서 전문성을 키워 프로답게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류준용 멘티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윤은채 과장님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케이크를 손에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내내
유쾌한 분위기를 즐긴 네 사람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

Sweet baking for Dongwha mentor and mentees

멘티를 이끄는 절대 강자
윤은채 멘토

열혈 수제자
이상홍 멘티

Sweet Dessert Taught by Pastry Chef Yoo Min-joo

The mentor and mentees, who met back in January, got together
to make desserts firsthand. They comprised Yoon Eun-chae from
the HR Team, Lee Sang-hong from the Result Management Team,
Yoon Jong-seon from the Planning Research Team and Ryoo Joonyong from the Management Support Team. They applied for this
baking program as part of the “Green Dongwha” event. They made a
chocolate buttermilk cake and an earl gray chiffon cake. Thanks to the
careful instructions of pastry chef Yoo Min-joo, their cakes turned out
to taste and look incredibly great. This “sweet” event has brought the
mentor and mentees closer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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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2
- PART ➍

동화 새내기들의 반가운 인사

“우리는 동화의 신입사원입니다!”
Greetings from Dongwha’s New Employees

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② 2018년 70주년을 맞이하는 동화에서 앞으로 어떤 순간을 만들어가고 싶나요?
① The most memorable moment in life
② What do you want to achieve at Dongwha in time for its 70th anniversary in 2018?

가공보드공장 김준석 사원

건장재2팀 이종윤 사원

기획마케팅팀 김지훈 사원

경영지원팀 류준용 사원

메이커팀 노수현 사원

빅데이터팀 김용겸 사원

① 군 제대 후 가방 하나와 스케이트

① 9박 10일간의 크루즈 여행. 고요한

① 베트남에 초등학교 문화 교류 프로

① SCM을 알고 싶어 무작정 타 학교

①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이수한 지난

① 군대 가기 전 떠났던 기차여행. 매

보드를 메고 유럽 10개국을 40일간 혼

밤바다 위에서 빛나던 별들과 비단결

그램 봉사를 갔던 경험. 준비하면서 하

학회 문을 두드렸던 순간. 유일무이한

2009년 여름.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일 오가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찾

자 여행했던 순간. 여름에도 기온이 영

처럼 반짝이는 아침 바다를 보니 모든

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매일

타교생으로 1년간 활동했죠. ② 동화가

때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교

아다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기회

하로 떨어졌던 모스크바의 밤과 런던

근심이 사라지더군요. ② 지난 70년간

매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② 동화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혁신

육을 받았습니다. ② 그간 선배님들 모

였습니다. ② 동화 70년과 함께하게 되

에서 해 뜬 날 내렸던 비가 생생합니다.

목재 기반 산업에서 선배님들이 쌓아

업이 성장하는 순간마다 작은 부분이

의 자세로 앞서나가는 조직이 될 수 있

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제가 퇴직할 때

② 동화 70년을 넘어 100년이라는 영

온 노하우를 착실하게 학습해 동화의

라도 힘이 되어 제가 맡은 업무에서 보

도록 전후방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사랑

쯤이면 더 멋진 동화로 발전할 수 있도

광의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넓히겠습니다.

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받는 동화를 만들겠습니다!

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Kim Jun-seok,
Processed Board Factory

Lee Jong-yun,
2nd Construction
Materials Team

Kim Ji-hoon,
Planning & Marketing
Team

Noh Soo-hyun,
Maker Team

Kim Yong-kyum,
Big Data Team

The stars in the night sky and
the morning sea that I saw
during a ten-day cruise trip.
They made all my worries disappear.

My volunteering experience
at an elementary school in
Vietnam. Even though I could
only sleep two or three hours
a day because of too much
preparation, each day was full
of excitement.

The summer of 2009, when I
finished human rescue training.
I did my best to learn how to
rescue people in perilous situations.

A train trip that I took before
starting my military service. It
was an opportunity to discover
new places.

After completing my military
service, I packed my bag and
embarked on a 40-day solo
journey of 10 countries. I still
vividly remember the cold
nights of Moscow, when temperatures fell to subzero levels
even in summer, and the rain
on a sunny day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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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oo Joon-yong,
Management Support
Team
The moment I knocked on the
doors of another school’s association to learn about SCM. I
was the only alien who studied
at that school for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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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팀 이봉건 사원

회계세무팀 이종규 사원

PB공장 박상열 사원

① 중국 상하이 어학연수 시절 처음으

① 대학교 때 생계를 위해 학업과 일을

① 친구들과 함께 공모전에서 수상했

로 배낭여행을 결심했던 순간. 당시의

병행했던 아프리카계 유학생 친구들

던 순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에겐 꽤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정

의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첫 학기보다

입상 소식을 들으니 정말 즐겁고 뿌듯

이었고 그 여행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

성적이 잘 나온 날, 함께 치킨을 먹으

했습니다. ② 훗날 후배들에게 동화의

이 되었습니다. ② 동화의 중요한 전환

며 축하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신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동화의 역

점들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

② 동화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며 천년

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동화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Lee Bong-keon,
Result Management
Team

Lee Jong-kyu,
Accounting & Taxation
Team

Park Sang-yeol,
PB Factory

The moment when I made up
my mind to take my first-ever
backpack trip while studying
Chinese in Shanghai, China.
That decision required much
courage from me, and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When I was in college, I helped
students from Africa who had
to study and work at the same
time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When their grades improved,
we celebrated by eating fried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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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재1팀 채상기 사원

교육문화팀 이은정 사원

기획연구팀 윤종선 사원

① 호주로 떠났던 워킹홀리데이. 당시

① 친한 친구들과 배낭 하나 메고 떠

① 대학원 시절, 국책과제에 참여해 공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났던 여행.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제

정 개발을 했던 순간. 기업의 이윤 창

이를 계기로 ‘이겨낼 수 있다면 어김없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되

출을 위한 활동은 제가 연구원으로 성

이 추억이 되어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

었습니다. ② 동화의 위대한 걸음에 함

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② 동

습니다. ② 70년이라는 위대한 시간을

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내일을 위한

화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여

이끌어오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력

씨앗을 뿌려 천년 동화를 함께 만들어

러 아이템을 검토하고 소비자가 원하

을 본받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

Chae Sang-ki,
1st Construction
Materials Team

Lee Eun-jung,
Education & Culture
Team

니다.

The year when I went to
Australia on a working holiday.
It was the most difficult time of
my life, but it taught me that
I could turn it into precious
memories by overcoming the
hardships.

A backpack trip with my
friends. It helped me to discover who I am.

Yoon Jong-seon,
Planning & Research
Team
While in graduate school, I
participated in a state project.
By carrying out activities that
help corporations produce
revenues, I was able to lay a
foundation for my growth as a
researcher.

The moment when my friends
and I won a contest. We were
elated to receive a prize after a
difficult prepa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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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팀 이상홍 사원
① 취업 준비로 힘든 시기에 다녀온 미국 여행. 힐링 여행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해
동화라는 멋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②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동화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동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Lee Sang-hong, Result Management Team
A trip to the U.S. that I made during a tough time while looking for a
job. After recharging my energy, I landed a job at an amazing corporation called Dongwha.

디자인팀 유경배 사원

보드영업2팀 강현진 사원

빅데이터팀 여봉룡 사원

① 대학 때 첫 수입으로 책상을 샀던

① 대학생 때 ‘씨얏캠프’를 기획하고

① 교내 영자신문사에서 영자 신문을

순간. 인테리어 학도로서 설계의 첫 시

진행했던 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을 위

발간했던 순간. 제가 소속된 곳에 긍정

도였던 그 책상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한 캠프를 진행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

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며 뿌

저도 앞으로 예쁜 보드를 만드는 디자

실할 때 성과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

듯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② 동화

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② 선배님들의

습니다. ② ‘동화’라는 튼튼한 배에서

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조금이나마 일

열정을 이어받아 뜨거운 심장을 지닌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을 더욱 빛내

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oo Kyung-bae,
Design Team

Kang Hyun-jin,
2nd Board Sales Team

Yeo Bong-ryong,
Big Data Team

The moment when I bought a
desk after receiving my firstever salary while attending
college. It was my first attempt
to design furniture as a prospective interior designer. I
liked it a lot and I want to design beautiful boards in the
future.

Planning and organizing a
camp in college for young residents of farming areas. It taught
me that hard work pays off.

The moment when my English
newspaper club in college
published the first newspaper.
I felt rewarded for contributing to something and having a
positive influence.

Greetings from
Dongwha’s New Employees

PB공장 김재현 사원
① 캄보디아 해외 봉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용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초등
학교에 전등을 밝혔을 때. 제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
분이 좋았습니다. ② 선배님들을 본받아 멋진 동화인으로 성장해 후배들에게 훌륭
한 기업을 물려주겠습니다.

Kim Jae-hyun, PB Factory
The moment when I helped an elementary school in Cambodia to
install electricity using solar energy as part of my overseas volunteer work. It felt good to see my small contribution produce a big
result for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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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Quiz
동화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 Dongwha”!

사보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기다립니다. 체험 이벤트, 의견 공유, 가족
여행 등 참여형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 <그린동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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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완하면 좋을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사소한
의견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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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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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가 많은 동화인 등 혼자서만 알기 아까운 모범 동화인
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동화인은 다음 호 사보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Recommend your co-workers.
If you want to praise your co-workers for their good work,
personalities, enthusiasm or ideas, recommend them to “Green
Dongwha.” One day we may publish a story about them.

우리 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사업장이나 팀마다 고유의 개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장 혹은 우리 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업무 성과가 돋보
이는 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 등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보를 통해 그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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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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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1. 동화는 중고차 할부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의 문을 열었습니다. BNK캐피탈과 합작해 출
범한 이 법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Dongwha has launched a hire purchase
finance company. What is the name of
the new company?
① 동화엠파크 Dongwha M PARK
② 동화캐피탈 Dongwha Capital
③ 엠파크허브 M PARK Hub
④ VRG 동화 VRG Dongwha

2. 2016년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입상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
이 방문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The winners of the Dongwha English
Festival 2016 received a chance to
travel overseas where they experienced
a new. What country did they visit?
① 말레이시아 Malaysia
② 베트남 Vietnam
③ 호주 Australia
④ 뉴질랜드 New Zealand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최윤주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안형준 인천 서구 가정로

최민지 인천 서구 가정로

이순철 인천 중구 답동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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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보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To share your opinions or contribute stories, please
contact Jung Jun-young (Personnel Development Team)
•문의 동화기업 인재개발실 교육문화팀 정준영 사원
•Tel 02-2122-0595
•E-mail jjy806@dongwha-m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