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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의 대표 성장 국가인 베트남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작년에 재정비한 핵심가치와 리더십 모델을 회사 안에 생생하

하노이 공장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

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조직 문화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며 반드시 제2의 동화기업 신화를 만들어, 동화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어느 산업도, 어떤 회사도 이전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고집할 수 없는 시

2021년
신년사

또한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 공장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업무 현장과 고객 접점에서 스스로 주도적으

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헝가리는 유럽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

로 일에 몰입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담대한 도전을 꿈꿔야 합

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유수의 글로벌 배터리 공장들이 진출해 있습니

니다. 자율, 협력, 변혁의 핵심가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경쟁 환경 속

다. 동화는 헝가리 생산기지를 거점으로 이들 고객사와 긴밀하고 신속

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생존 루트를 찾아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럽뿐 아니라 미주지역 등 추가 진출이 가능

문화적 토양입니다.

한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생존 방정식이 바뀌었듯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에도 변
핀란드에서도 제2 생산라인의 본격 가동에 발맞춰 선제적 고객 확보에

화가 불가피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높은 성과 몰입과 조직에 대한 자부

주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잠시 위축되었던 러시아, 유럽의 테고

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해내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수요에 미리 대비해 시장을 선점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화는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의 자부
심과 성장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작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화학사업을 소재사업에 이어 ‘동화의 제2 성장
축’이며,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

동화 가족 여러분!

리는 기존 시장과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결코 멈추지

미국의 교육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부커 T. 워싱턴은 “성취의 크기는 목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동화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해내야 합니다.

표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만 했던 장애물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말
을 남겼습니다.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려움이 따

둘째,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경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를 담대하고 끈기 있게 헤쳐 나갈 때, 우리
가 경험한 역경은 그보다 더 큰 크기의 성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동화 가족 여러분!

동화 가족 여러분!

것은 물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객의 생각을 꿰뚫는 비즈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

안타깝게도 전세계 경제지표는 여전히 팬데믹의 그늘 아래 있으며, 국

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습니다. 혼란과 위기로 점철되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올해에는 동화의

내 경기 또한 외환위기 이후 초유의 역성장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올해

모든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에는 경제지표가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견실한 회복

지난 2년간 디지털 혁신의 경험 속에서 PB 공장에 시범 적용했던 스마트

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을 이어

에 언제쯤 들어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팩토리를 글로벌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려 했으나 외부 플랫폼으로는

간다면 우리의 목표와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를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화는 업계 최초로 스마트팩토리 플

위해 올해에도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정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국내외 사업장 모두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추구하며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코로나 위협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랫폼 D-FactoryIn(디-팩토리인)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접목하고 내재화하면서 경영 전반에 디지털 트랜

동화 가족 여러분!

스포메이션을 추진했습니다.

이제껏 겪지 못한 새로운 변화, 뉴노멀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 앞으

따라서 작년에 아산 MDF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프로세스를 적용한 데

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이어 올해는 국내외 PB 공장과 MDF 공장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

베트남에서는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고, 치열하게 매진하여 안정

있으며, 탄탄하게 다진 역량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늘 한발 앞선 생각과

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동화의 모든 보드 공장은 스마트팩토리 체제

적인 경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호주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코

도전을 이어 온 동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올해에는 다음의 세 가

로 전환될 것입니다. IT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영 최적화를 통해,

로나19의 위협을 이겨내며 사업 목표 초과 달성은 물론, 설립 이래 최대

지 중점 사항을 동화 가족 모두가 유념해야겠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최고 품질과 최대 생산성을 이루는 일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쿨림 사업장 철수라는 뼈아
픈 결정을 단행했지만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노이, 헝가리, 핀

끝으로 신축년에는 항상 건강하고 개인과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화만의 차별화된 기업가치를 일약 제고시키는 대변혁일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사업장에서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과 고객과의 파
트너십을 더욱 굳건하게 함으로써 리딩기업의 초격차를 굳건히 다져

한편 건장재와 엠파크 사업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

야 합니다.

로운 고객 가치 창출의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고도화된 웹서비스를

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동화의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장 중이며, 인천 북

기반으로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 충성고객을 만들면

성동에는 연구 인프라를 한 곳으로 밀집하기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을

우리는 동화베트남 공장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강화

서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 데이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조직 문화 혁신

마루 공장, 8월 MDF 공장 준공을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남부 지역에서

속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서

을 선결 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철학인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는 VRG동화가, 북부 지역에서는 동화베트남이 맹위를 떨치며 아시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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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동화그룹 회장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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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Electrolyte’s factory in Hungary is to launch manufacturing

CEO MESSAG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a strategic point for supplying batteries
to European automakers, Hungary is home to numerous global battery
factories. We will build rapid and close partnerships with European
automakers and further expand our presence not only in Europe but also in

in data to expand our businesses.

Thirdly, we must establish our new core values and
leadership model that we announced last year as an
inextricable part of our organizational culture.

the Americas and around the world.
No company and no industry can continue to use old success models.

2021 New Year Address

In Finland, we will focus our efforts on securing customers in time for the

We must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all business processes and when

launch of the second production line. We must prepare for the recovering

dealing with customers to generate new value and take on new challenges.

demand for tego film in Russia and Europe, which were temporarily

The core values of Autonomy,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 are

affected by the pandemic.

imperative for our survival in the era of uncertainty and cutthroat
competition.

At the start of last year, I promised to nurture our chemical business into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Unfortunately, the global economic indices remain overshadowed by the

The eventful year 2020 has ended, and the year 2021 has begun. Last year

pandemic. Economy of Korea is also posting negative growth for the first

we faced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confusion. I wish you and your

time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While some prospect the economic

families all the best in 2021.

indicators to be turn the tide this year, it is still unclear when it will enter

Last year our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sites took on meaningful

our second growth engine after the materials business. We must never stop

Just like businesses’ survival strategies are changing, changes in leadership

new endeavors and innovation to achieve higher goals and nurture our

what society needs are also inevitable. We need leadership that motivates

chemical business into a core business area.

each and every employee to create great performance, take pride in their

Secondly, we must adopt digital technologies across
our businesses and devise strategies that can grasp
customers’ need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from the
past.

organization and trust it. Through such efforts, Dongwha must become
a workplace where employees have both the pride of achievements and
pleasure of growth at the same time.
American educator and human rights activist Booker T. Washington once
said, “Success is to be measured by the obstacles which one has overcome.”

stable recovery.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s shrouded in

While implementing digital transform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we

Hardships are inevitable when trying to achieve high goals. When we

uncertainty.

tried to introduce smart manufacturing used on a pilot basis at our PB

overcome them with perseverance, we are rewarded with even bigger

factory to all our global business sites.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results.

challenges and made progress despite the hardships. Our domestic
business sites quickly adopt digital technologies to carry out digital

The new normal era is unfolding quickly. But we have vast experience in

due to external platforms. Dongwha was the first in the industry to

transformation in all business processes.

overcoming challenges. We also have strong competence and confidence.

successfully develop its own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named

There is still no end in sight to the pandemic and economic uncertainty.

Continuing the history of always being one step ahead of thinking and

“D-FactoryIn.” Last year, we implemented it at the Asan MDF factory. This

But if we continue innov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s we have done thus

challenge, I would like to ask you the following.

year we plan to introduce it at the domestic and overseas PB and MDF

far, we will become a step closer to our goals and vision. I ask you to keep up

factories one by one to achieve digital transformation at all our board

the good work to make that happen.

In Vietnam, we have unearthed hidden opportunities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and achieved stable results through intense efforts. In Australia,
we overcame the worst bushfires and the threat of COVID-19 to exceed
our business goals and post the highest performance ever. In Malaysia, we
made a difficult decision to remove our Kulim business site, but it helped us
lay a stable management foundation.

Firstly, we must maintain the huge gap with other
followers as a leading corporation by completing our
new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 with our customers.

factories.
In conclusion, I wish you and your families good health, joy and
We will further enhance our corporate value through unrivaled quality

happiness.

and productivity by optimizing factory oper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data.

Happy New Year!

We also invested actively for our future. We are expanding our production

We aim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new factories in Vietnam – a

bas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Hanoi, Hungary and Finland. We are

laminate flooring factory by April and an MDF factory by August. With

We must also look for opportunities to generate new customer value in the

also preparing to establish an integrated research center in Bukseong-

VRG Dongwha in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and Dongwha Vietnam in

construction materials sector and MPark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dong, Incheon in order to concentrate our research infrastructure. To

the northern part, we will quickly expand our presence in the Vietnamese

and infrastructure. We must present customers with a new experience

ensure continuous growth, we have been innovating our organizational

market, one of the fastest growing markets in Asia. I urge you to continue

based on sophisticated web services and boost our brand loyalty through

January 4, 2021

culture and announced new core values, which represent our business

to do your best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Hanoi factory. Let’s create a

data-based marketing strategies. Furthermore, we must find new survival

Dongwha Group Chairman

philosophy.

new Dongwha miracle and show the world our potential.

strategi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world by unearth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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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동화그룹 시무식

원대하고 대담한 꿈으로 도약하라
지난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및 글로벌 생산 거점 확장, 핵심가치 재정립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동화는 2021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무식을 통해 동화의 저력과
도전 정신을 확인한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원대한 꿈을 품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다.
Dongwha Group achieved impressive growth in 2020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expans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and re-establishment of its core values. In 2021,
we are determined to keep pushing our limits. At the New Year ceremony, Dongwha members
once again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urning Dongwha’s dreams into reality.

2021 New Year Ceremony

DONGWHA
LEADING
TOPIC

대변혁을 이끄는 문샷 싱킹
지난 1월 4일 승명호 회장님과 최고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동화그룹 시무식이
열렸다.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지만 약 350명의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
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TOPIC

1

올해 시무식의 문을 연 신년 영상에서는 대담한 꿈을 바탕으로 혁신을 일궈낸 사례를 소
개했다. 달 표면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 성능 개선 등 기존 접근법이 아니라 아예
달에 가는 방법을 찾아낸 혁신적 사고방식을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라고 한
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닌 아예 없애자는 무모해 보이는 꿈을 위해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구글 X, 화성에 인류를 위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위해 재활
용 로켓을 쏘아 올리는 엘론 머스크의 문샷 싱킹 사례가 바로 그것.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화인들에게 과감하고도 원대한 도전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미래
승명호 회장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과 성과를 올린 국
내외 사업장의 구성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더불어 무수한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
는 동화의 역량을 되짚으며 2021년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글
로벌 사업장에서 신규 건설 프로젝트 준공 및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딩 기업의 초
격차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경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객의 생각을 꿰뚫는 비즈니스 전
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난해 재정비한 핵심가치와 리더십 모델을 회사 안에 생생하게 살
아 숨 쉬고 움직이는 조직 문화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어 승명호 회장님은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이를 담대하고 끈기 있게 헤쳐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한 역경은 그보다 더 큰 크기의 성과로 보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혁신을 다짐한 2021년 시무식. 최고가 되겠다는 동화
인들의 열정이 모여 올해도 더 큰 도전과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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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송출된
최초의 랜선 시무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많은
동화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었다.

Think Big, Dream Big!

Moonshot thinking for major transformation

The future we dream of

On January 4 Dongwha held the 2021 New Year cer-

for employees at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sites, who produced meaningful

emony attended by Chairman Seung MyungHo and

results last year despite the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He also proposed a

other executives. While the number of participants

direction for Dongwha in 2021 based on the company’s experience in overcoming

was kept to a minimum, the ceremony was watched

countless crises. Firstly, we must complete new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online by some 350 employees. First, a video

and solidify the “super gap” as a leading company through partnership with

introducing examples of innovation was screened.

customers. Secondly, we must adopt digital technologies in all business

It introduced the so-called “moonshot thinking”

processes and devise business strategies that can grasp customers’ needs in

– when people find ways to visit the Moon in perso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irdly, we must make our new core values and

rather than developing a high-tech telescope for its

leadership model an inextricable part of our organizational culture. “Hardships

observation. Examples of moonshot thinking include

are inevitable when trying to achieve high goals. When we overcome them with

Google’s self-driving vehicles designed to eradicate

perseverance, we are rewarded with even bigger results,” said Mr. Seung.

car accidents rather than just reducing them, and Elon

Dongwha members reaffirmed their pledge to strive for excellence. Their passion

Musk’s audacious dream of using recycled rockets

will help them achieve better results in 2021.

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Seung MyungHo expressed his encouragement

to build a city for humans on Mars. These examples
demonstrate the meaning of rising to challenges to
achiev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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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린광장의
문을 연 것은 ‘동화를
기록하는 자’ 동기자였다.
동화 커뮤니케이션의
마스코트인 동기자는 행사
진행 순서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새로운 목표를 함께 공유한 국내외 동화인
동화의 열린광장은 경영 실적과 사내 이슈를 직원들
과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연말에 진행되는 열린광장
은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는 의
미 있는 시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소

Sharing new goals

인원만 현장에 모였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그 어

Dongwha has been holding agora events since 2000 to share the company’s

느 때보다 많은 동화인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 과장급

business results and internal issues. Held at the end of the year, agora events serve

이상의 구성원만 참석했던 기존의 열린광장과 달리

as a meaningful time to announce the company’s goals. In 2020, however, the

팀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구성원은 물론 해외 주

number of participants was kept to a minimum due to COVID-19. The event was

재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broadcast live online, and more Dongwha members than ever were able to watch

대형 스크린의 분할된 화면을 가득 채운 구성원의 얼
굴은 모두가 함께 있다는 기분을 선사했다.

행복한 뉴스가 가득했던 2020년
행사 1부에서는 승진 임원의 사령장 수여식이 진행

DONGWHA
LEADING
TOPIC
TOPIC

2

2021년 경영 전략·목표 공유 Business Strategies and Goals for 2021

됐다. 올해는 3명의 임원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일보 권동형 전무와 동화기업 인사홍보실 최주

동화 최초의 랜선 열린광장
지난 12월 18일 원창홀에서 동화 역사상 최초의 랜선 열린광장이 열렸다. 팀즈를 통해 국내외 동화인들에게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의 경영 전략과 목표를 공유한 자리였다.

it. Unlike in the past, when agoras were attended only by mid-ranking employees
or higher, the 2020 agora was shown on Teams not only to all Dongwha members
in Korea but also to our members working overseas. A large screen filled with the
faces of Dongwha members showed that the entire Dongwha family was together.

Our potential shines through in difficult times
In the finale of the event, Chairman Seung MyungHo lauded Dongwha members
for their efforts and perseverance in these challenging times. He urged them to

영 상무, 그리고 VRG동화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영

keep up the good work to achieve the 2021 business goals. Staying afloat during the

상무가 그 주인공. 팀즈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사령

COVID-19 pandemic was not easy. Nonetheless, Dongwha has overcome the crisis

장 수여식을 지켜보던 구성원들은 박수를 보내며 축

and produced results. Dongwha members made a pledge to continue to implement

하했고, 그 모습이 수상자 뒤 대형 스크린에 비쳤다.

change in the market in 2021.

동화 구성원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행복 뉴스를 확인한
시간. 1위는 베트남 하노이
공장 건설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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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 2021년 재무 목표
Dongwha Group’s 2021 Financial Goals

매출

892억 원

758억 원

+1,431
+819

해외

2020년

+134
+65

+612

국내

화학사업

김홍진 사장

이시준 사장

보드/건장재 사업은 ‘초격차’ 완성을 위한 생산 혁

화학 사업은 화학 외판과 LPM 사업 등을 더욱 성장

창사 이래 최고 월 경영 실적을 달성한 동화호주.

경영기획총괄 부문은 동화의 2021년을 스마트 비

신 과제 목표 달성, 시장 수요 견인을 위한 신제품

시키는 동시에 유럽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테고필

중장기적인 원목 수급량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원

즈니스 고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간다는 전략을

개발 가속화 및 ‘디지털 경영’을 지속할 것을 밝혔

름 제품을 선보일 것이며, 태양합성은 신규 제품을

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률 12% 달성을 다

공유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확산, 스마트 비

다. 동화말레이시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VRG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짐했다. ‘엠파크 홈서비스’라는 비대면 고객 서비스

즈니스 고도화, 디지털 툴 확대 등 업무 스마트화를

동화의 프리미엄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도 공유했

계획이다. 글로벌 기지를 구축한 동화핀란드와 동

를 선보인 엠파크는 매매단지 활성화를 가장 큰 목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B2C 사업 지원 등 최

다. 특히 동화베트남 하노이 공장이 완공되면 베트

화일렉트로라이트는 동화 내부의 기술력과 네트워

표로 잡았다. 디지털혁신실과 협조해 2021년부터

적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가능경영을

남 남북 통합 영업을 통해 강력한 유통망을 확립할

크를 활용해 신제품 및 원천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

B2C 서비스를 진행하고 금융 지원 서비스도 안착

위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 있을 것이다.

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시킬 계획이다.

채광병 부사장

경영기획총괄
승지수 부사장

영업이익

11,773억 원
10,341억 원

동화호주/엠파크

소재사업

+69

2021년

2020년

2021년

승진자 인터뷰
위기에 빛나는 우리의 저력
열린광장 2부에서는 소재사업 김홍진 사장, 화학사업 이시준 사장, 동화호주(DWAU)/엠파크 채광병 부
사장, 경영기획총괄 승지수 부사장이 각 부문별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승명호 회장님은
총평을 통해 “직원들의 노력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으로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라며 “2021년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와 이를 극복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동화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해냈다. 2021년의
새로운 꿈을 마음에 새긴 동화인들은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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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권동형 전무

동화기업 최주영 상무

VRG동화 이성영 상무

Kwon DongHyung, Hankookilbo

Choi JooYoung, Dongwha Enterprise

Lee SeongYoung, VRG Dongwha

2012년 이사 승진 후 이 자리에서 소감으로 ‘가
문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족들이 보낸 축
하 난에는 ‘가문의 자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에서 조촐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이겠다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만
큼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의미겠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앞으로도 한국일보와 동화그룹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직
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방향 때문에 힘들
어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조직의 비전을 공유
하고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고 몰입해야 함을 알
고 있습니다. 새로운 핵심가치와 리더십 모델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베트남은 코로나19로 국가적 봉
쇄가 있었고, 주문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며 위기
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영업에서 시장을 리드
하면서 주문을 확보하고, 봉쇄 기간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주재원들과 현
지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
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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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최고의 순간을 말하다 Our Best Moments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유럽 첫 진출

2020 Dongwha Good News

Dongwha Electrolyte advances to Europe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헝가리에 전해액 공장 신설에
착수하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유럽 시장에도

팬데믹의 일촉즉발 상황에서도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동화의 지난 1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연간 생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동화인이 직접 뽑은 2020년 동화 최고의 뉴스를 통해 그 영광의 기록을 확인해보자.

과 NMP 정제 공장을 건설, 2025년까지 연평균 52%의

Although the pandemic is still raging on, Dongwha has had a quite productive year.
We take a look at the most glorious moments of 2020 picked by Dongwha members.

성장률을 보일 2차 전지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전해액 공장 신축 프로젝트 기
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3위

하노이 프로젝트의 시작,
베트남 시장 점유율 40% 도전!

Launch of Hanoi project – Aiming for
40-percent share in Vietnamese market
동화 제1호 해외 단독 투자 건설 프로젝트인 ‘하노이

DONGWHA
LEADING
TOPIC

4위

프로젝트’가 2020년 최고의 뉴스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 타이응우옌
성 지역에 첫 삽을 뜬 MDF ·강화마루 공장은 50만㎡

자율, 협업, 변혁을 통한 조직 문화의 혁신

(15만 평)를 자랑하는,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공장이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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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ng our organizational culture by
Autonomy,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

다. 강화마루 공장은 2021년 4월, MDF공장은 같은 해

1위

8월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
에 베트남 시장에서 동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

지난 11월 11일 동화의 비전을 실현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

로 기대된다.

들기 위한 동화인의 DNA ‘핵심가치’가 재정립됐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동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과 가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 것. 특히 핵심가치를 성실하게 수
행하는 동화인의 도전과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자
율포상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2위
동화호주, 창사 이래 최고 월 경영 실적
Dongwha Australia Posts Highest
Monthly Performance

부시파이어(Bushfire, 호주 잡목림 지대의 산불)와 코로나19 사태에
도 불구하고 각각 영업이익 143만 7,000, 경상이익 137만 5,000호
주달러(AUD)를 달성한 동화호주. H2 신제품 개발과 판매 안정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최초 재택근무 실시
Working from home amid COVID-19 pandemic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발
빠르게 재택근무를 실시한 동화의 대처 능력이 눈에
띄는 한 해였다. 일하는 방식과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
꾸기 위한 동화의 선제적 대응은 디지털 혁신 속도에
가속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생산 효율성 개선 및 일반 관리 비용 절감 등을 바탕으로 성과를 도
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두 연초 사업 계획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동화인들이 꼽은 최고의 뉴스 2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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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이 들려주는
아산MDF 스마트팩토리 이야기

SF개발팀 이동혁 부장
Lee DongHyuk
Smart Factory Development Team

Q. 아산MDF 스마트팩토리 플랫폼과 타사 스마트팩토리 플랫
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DONGWHA
LEADING
TOPIC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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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독자적인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개발
Dongwha’s unique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아산MDF 스마트팩토리 오픈

D-FactoryIn을 개발하기까지
지난 12월 15일, ‘D-FactoryIn’을 적용한 아산MDF 스마트팩토리가
본격 오픈했다. ‘D-FactoryIn’은 동화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으로 동화의 고유한 생산 프로세스와 제품 특성에 맞

‘D-FactoryIn’은 동화가 자체 구축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으
로 동화의 생산 공정에 적합하게 개발됐습니다. 기존에는 프
레스 공정까지만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했다면, D-FactoryIn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스마트화했습니다. 핵심 모듈인
MF T(Material Flow Tracking)의 경우 포워드(Forward) 방
식에서 동화의 실정에 맞게 백워드(Backward) 방식으로 재
구성했지요. 또 기존에는 일부 데이터와 작업자의 노하우로
설비 교체 기준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예지/
진단 기능으로 설비를 관리할 수 있고 설비 수명도 연장될 전
망입니다.

게 구축된 프로그램이다. ‘D-Factory’는 동화(D)가 구축한 스마트팩
동화의 독보적인 기술로 자체 구축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D-FactoryIn’이 아산MDF공장에

토리 플랫폼을, ‘In’은 사람(人)을 뜻하는데, 이는 공장과 사람이 서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9개월간의 플랫폼 개발 스토리와 D-FactoryIn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장을 소개한다.
Dongwha’s unique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D-FactoryIn has been
introduced at the Asan MDF factory. Here’s more on the nine months of platform
development and how it works.

그간 동화 PB공장은 외부 시스템(포스코ICT)을 도입, 스마트팩토리
로 운영했으나 시스템 수정과 개선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유
지, 보수 등 운영 비용도 높아 동화에 적합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SF기획팀 임정환 과장

개발이 필요했던 상황. 이에 2020년 3월부터 디지털혁신실과 아산

Lim JeongHwan

MDF공장 임직원들의 협업이 시작됐다. 먼저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

Smart Factory Planning Team

에 앞서 SF(Smart Factory)기획팀, SF개발팀 및 아산MDF공장 전체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조 공장 특성상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현장에 가장 시급
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점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프로
젝트 진행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
민했다.
이후 매주 2~3회 SF기획팀 6명, SF개발팀 6명이 아산MDF공장을
방문해 센서와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동
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
트팩토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며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노력 또한 병행됐다.

Q. 아산MDF공장에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인적 노하우 기반으로 움직이던 공장 운영이 데이
터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정실(Control
Room)에서는 오퍼레이션 화면을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시설 장애 발생 시 언제, 어느 부분에서, 어
떻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현장 직원에게 곧바로 경보를 알릴
수 있지요. 특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품질이나 생
산성 개선을 위한 포인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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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MDF
smart manufacturing Q&A

스마트 센서, 우드칩 벨트 스케일 등을 통해 기존에는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던 보드 사이즈, 두께, 원재료
투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

아산MDF공장 이근영 부장
Lee GeunYoung

Asan MDF Factory

Q. 새로운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적용한 이후 생산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데요. 먼저 장치산업에
서 중요한 ‘설비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직
접 설비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했지만 사전에 설치된 센서와
모니터링을 통해 설비의 효율적인 예방 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정 관리 프로세스를 데이터로 시각화함으로써 이
뤄지는 ‘업무 효율화’입니다. 공장 어디에서나 공정의 주요 사
항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구성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산 프로세스 구축
이러한 과정을 통해 12월 15일 아산MDF 스마트팩토리가 새롭게 가
동을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별 작업자의 노하우에 의해 운영
되던 공정이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보드 사이즈, 두께 등의 수치가
스마트 센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축적돼 보드를 깎을 때 발생하는 손
실이나 불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우드칩 벨트 스케일의 경우 목질
원재료의 최적 투입량을 측정해 낭비 요소를 줄인다. 무엇보다 이러
한 공정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
다. 모니터 화면 하나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동화가 자체 구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
감 효과는 물론 비즈니스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도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동화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은 소재와 화학
각 공장의 환경에 맞게 변경 및 적용할 수 있다. 향후 동화는 2021년
까지 국내외 5개 사업장(PB1공장, 대성PB공장, VRG동화 2개 공장,

아산MDF공장 김우삼 기술과장
Kim USam

할 예정이다.

How D-FactoryIn was created
On December 15 D-FactoryIn was launched at the Asan MDF factory.

그동안 공장 가동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센서나 측정 기기들의 오류나 편차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번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도입을 계기로 보다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며, 정확한 데이터가 누적된다
면 이를 토대로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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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novation Division and the Asan MDF factory launched a joint development project. The first step
was a meeting of the SF (Smart Factory) Planning Team, the SF Development Team and the Asan MDF
factory. They got together to find ways to minimize the use of human resources. They tried to address the
most urgent issues while coming up with the most efficient solution without wasting resources.
Afterwards, six members from the SF Planning Team and six from the SF Development Team visited
the Asan factory two or three times a week to check data from sensors and equipment in a bid to develop
Dongwha’s unique platform. They also worked hard to build a consensus on the implementation of
data-based smart manufacturing.

DWVN 1개 공장)에 D-FactoryIn을 적용,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추진

Asan MDF Factory

Q. 새롭게 도입되는 D-FactoryIn 플랫폼에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SMART
FACTORY

D-FactoryIn was developed using Dongwha’s own technologies
specifically for its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roducts. The
name of this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means “Dongwha” (D)
and “people” (In). In other words, it symbolizes the convergence of
factories and people.
Until recently, Dongwha’s PB factory had used an external system
(POSCO ICT) for smart manufacturing, and faced technical difficulties in terms of its maintenance and cost management. Dongwha
needed its own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In March 2020, the

아산MDF 스마트팩토리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별 작업자의 노하우에 의해 운영되던
공정이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Data-based manufacturing processes
On December 15, the Asan MDF factory finally launched smart manufacturing. The
biggest change it has brought is the operation of the factory based on accurate data
rather than on the workers’ personal experience. Smart sensors can accurately measure
the size and thickness of boards in real time, thus drastically reducing defects and
losses. Wood chip belt scales can measure the right amount of materials without wasting
resources. Above all, manufacturing data can be visualized and viewed on screen

in real time, contributing to swift and efficient decision-making. Moreover, because the system was
developed by Dongwha, the factory can save its management cost while responding quickly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ongwha’s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can be modified and adjusted to various materials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By 2021, Dongwha plans to introduce D-FactoryIn at five factories (PB1,
Daesung PB factory, two VRG Dongwha factories, and one DWVN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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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Reset 시대, 리더의 역할은?

나누어 이루어졌다. 중앙연구소 부문에서 특강을 한 김정수 상무는 “변화는 천천

비즈니스 환경, 조직과 문화, 일하는 방식이 빠른 속

히 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판도를 바꿔놓는다”면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기

도로 리셋되고 있는 ‘Great Reset’의 시대. 기업이 이

위해서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역
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란 현업에서 팀원들과

새롭게 정립된 핵심가치와 리더의 역할

함께 일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룹이 지향하

이어 인사홍보실 최주영 상무가 ‘동화의 핵심가치와 리더십 모델’을 주제로 강의

는 바를 전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존

했다. 최주영 상무는 현업에서 팀원들과 부딪히며 일하는 리더들이 핵심가치를 어

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5

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핵심가치 변화에 따른 리더

Leader Workshop for Innovating Organizational Culture

차수에 걸쳐 팀장 이상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직 문

십 모델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리더십의 변화와 조

화 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이 실시됐다. 차수마다

직의 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변화 관리의 리더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인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리더십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내·외부

식(Self-awareness),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 회복 탄력성(Resilience)

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동화의 리더들이

과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리더십 역량 모델을 성과 관리, 조직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 관리자’로서

관리, 변화 관리 측면에서 재정의했다.

인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핵심가치가 바뀌면서 GWP의 정의도 조금 달라졌다. 구성원들이 ‘일하는 행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

DONGWHA
LEADING
TOPIC
TOPIC

5

워크숍의 첫 시간은 각 부문 임원들의 특강으로 문을

복’을 느끼려면 일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율, 관계, 성장’ 등 내적 동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동화는 커다란 혁신의 변곡점에 서 있다.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를 바탕으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경험해야

변화의 주요 동력은 중간 관리자들을 비롯한 동화의 리더십. 동화를

변화를 비롯해 경영진이 지향하는 조직 변화의 방향

하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자존감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몰입도를 결정하는 요인

이끄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의 리더십을 점검했다.

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사업 부문별로 변화의 방

의 70% 이상은 관리자에게 달려 있다. 관리자부터 조직 문화 변화의 리더로 거듭

Dongwha is standing at a critical juncture in the rapidly
changing era. The driving force of change at Dongwha
lies in its team leaders. We take a look at a workshop that
was held recently for team leaders.

향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임원 특강은 부문별로

나야 하는 것이다.

리더 워크숍 3차 현장
(연구소/화학사업, 태양합성,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직책별 리더십 역량 모델 Leadership Model by Job Title

육성

최고
경영자

구분

성과 관리

조직 관리

Leading Biz

Leading People

사업 리더

•사업 전략 수립
•사업 성과 혁신

총괄
(Biz Domain)

(Business Leader)

기능 리더 사업 리더
(Fun. Leader) (Biz. Leader)

(Function Leader)

•전체 최적화
•이해관계자 관리
•Successor 육성

•전략적 사고
•변화 리딩
•학습 민첩성
•회복 탄력성

•팀 목적 공유
•팀 성과 혁신

•팀워크 개발
•갈등 관리
•회복 탄력성

•변화 촉진
•학습 민첩성
•회복 탄력성

•고객 관점
•탁월함 추구
•성과 책임

•다양성 포용
•개방적 소통

•자기 인식/관리
•주도성
•신속한 변화 실행

육성
Executive

육성

•영업·생산·구매·설비
•CIO·CFO·CHRO 등

기능 리더

팀 리더

팀 리더
(Team Leader)
팀원

Professional

•기능 전략 수립
•기능 성과 혁신

•CEO·COO

(Team Leader)

Manager

변화 관리
Leading Self &
Change

팀원
(Self Leader)

(Self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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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Factors Impacting Leadership Skills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리더십 자가 진단
이번 워크숍에서는 리더들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동화의 조
직 문화와 리더십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뤘
다. 먼저 ‘나에 대한 이해’ 시간에서는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스
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면(Derailment)이 리더

역량
Capability

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성격, 강점, 가치관은 특정
한 경험과 역량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점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성격이 도출돼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험

따라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이해할 때 효

Experience

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어 ‘성장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새로운 상

가치관

황에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을 ‘강점’으로 이끄는 방법을 생

Value

각해봤다. 또 사전에 진행된 상사와 팀원들의 다면 진단 과정을
바탕으로 ‘내가 바라보는 나’와 ‘타인의 시선에서 보는 나’의 차이

Bright Side

강점
Talent

Dark Side
Derailment

▲ 리더 워크숍 4차 현장(건장재사업부, 엠파크, 엠파크캐피탈)

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화의 조직 문화를 고찰하는 시간에서는 조별로 바람
직한 개선 방향과 지양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낱말카드를 이

성격
Character

용해 이를 시각화(Q-Sort)하기도 했다. 이어 개인 진단 및 성찰을
통한 리더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워크숍은 마무리됐다.

동화의 리더가 말하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스킬을 넘어 리더십에 접근하는 시

Remarks by the leader of Dongwha

야와 프레임을 깊게 고민한 시간을 통해 동화의 리더들은 한 단
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Leaders’ role in the era of Great Reset
Five rounds of a workshop dedicated to the innov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were held for team leaders from October to December. The
purpose of the workshop was to understand rapi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and raise awareness among Dongwha’s team

Q

팀원들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leaders of their role in implementing change. The workshop began with
lectures provided by executives from various divisions. Executive Director
Kim JeongSoo said change happens in an instant rather than slowly, and

A

it’s important for team leaders to have the spirit of ownership to prepare for

“처음부터 완벽하게 변화를 실현하기보다
는, 빠른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현실 가능
한 실천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New core values and leaders’ role
Executive Director Choi JooYoung gave a lecture titled “Dongwha’s Core

B

Values and Leadership Model.” She stressed that leaders must be able to
manage change in a way that can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an organization and change it at the same time. This requires self-awareness,

“팀원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실천하도록 위
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팀
장이 평소 의사 결정 기준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learning agility and resilience. Choi also re-defined the leadership model
from the standpoint of result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change management based on differences in roles by job title. She explained
what skills different kinds of leaders need – team leaders, function leaders,
and business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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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업무를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
존 업무도 많은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업무
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업무의 질도 떨어지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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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ine Change
Begins from
Leaders

▲ 리더 워크숍 5차 현장(경영관리/재경기획, 디지털혁신실, 경영전략실)

With Dongwha’s new core values, the definition of GWP has also changed
slightly. For employees to feel the joy of working, they must discover

Mini Interview

meaning in work and pursue excellence based on intrinsic motivation,
such as autonomy, relationships and growth. More than 70 percent of this
is determined by managers. They are the ones who must take the lead in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Know yourself - self-check for leaders

동화기업 세무팀
김동철 차장

동화기업 글로벌회계세무팀
김혜원 차장

Kim DongCheol,
Dongwha Enterprise

Kim HeaWon,
Dongwha Enterprise

새롭게 바뀐 조직의 핵심가치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요구되는 리
더십에 대해 토론하다 보니 핵심가치가 텍스트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점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퍼실러테이팅을 통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와 실제
의 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 자신이 어
떤 성향인지 이해하기 위해 깊이 들여다봤던 것처럼, 팀원들
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코칭해야 한다
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It was good to learn about the new core values. After
discussing the company’s future course and leadership
skills needed to implement change, I realized that the
core values must be implemented in real life rather than
just exist on paper.

The facilitating session helped me realize that the way
I think about myself is different from the way others
perceive me. It w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myself better, and realize that I should observe my team
members more closely and coach them according to
their needs.

The worksho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oneself and
pondering ways to improve Dongwha’s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kills.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heir personalities, values and
emotional derailment in stressful situations can affect their leadership skills.
People’s personalities, strengths and values play an important part in
shaping certain experiences and skills. Sometimes they act as strengths,
but at other times they can also act as stumbling blocks. Therefore,
people can display their leadership skills effectively only when they
fully underst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participants also
identified differences in how they view themselves and how others perceive
them. They took the time to review their perspectives on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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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핵심가치 온라인 선포식
Online proclamation of
new core values

* 우리가 걸어온
기준
핵심가치
핵심가치
우리가
*
가야 할 방향

자율, 협업,
변혁으로

기준

핵심
우리

11월 11일

미래를 향해
출발
온라인 선포식 영상 도입부에선 ‘우리가 걸어온 기준=핵심가치’, ‘핵심가치=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문구로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어서 문장의 등호(=) 표시 2개가 세로로 서면서 ‘11월 11일’이라는 날짜와 연결됐다.
특히 11월 11일에 ‘처음, 최초, 최정상, 하나 됨’의 상징성을 추가로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

DONGWHA
LEADING
TOPIC
지난 11월 11일 동화의 NEW

TOPIC

6

핵심가치 온라인 선포식이
진행됐다. 변화의 시대를
포착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동화의 기준

소개하는 블로그인 ‘리워크(Re:work)’에서 영감을 얻어, 현재 동화 임직원들이 사용

치열하게 준비해온 동화는

불확실성, 변동성, 복잡성, 모호성이 증가하는 뉴노멀

하고 있는 Office 36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핵심가치(자율, 협업, 변혁)와 기본가치

새로운 핵심가치 선포와 함께

의 시대. 동화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윤리, 안전)에 따르는 하위 행동 양식이 총 10개인데, 행동 양식별로 주요 내용, 구체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 직

적인 활용 방안, 실습 도구, 참고 도서, 관련 강의 등을 연결해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On November 11 Dongwha
proclaimed its new core
values online. Thanks
to Dongwha’s relentless
efforts to prepare for the era
of change and take the lead,
it is now ready to begin
innovation in full gear.

급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복잡성에 대응하고자 문

참고 도서의 경우 전 과정 북러닝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팀즈(Teams) 및 쉐어포인트

핵심가치란?

화 혁신의 방향성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또 모호함

(Sharepoint)를 통해 ‘동화 핵심가치 스토리’로 접속하면 된다.

What are core values?

이 지속되는 상황을 돌파하고자 신속한 업무 문화를

➊ 우리가 나아갈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
➋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기본 행동이다.
➌ 핵심가치는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고 일을 하는 방식이다.
➊ Our future course and standard
➋ Our desirable behaviors

만들어가려 한다. 동화의 새로운 핵심가치는 이처럼

동화의 뿌리인 창업 정신과 연결된 New 핵심가치

변화하는 시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핵심가치는 창업 정신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정립

길을 연 개척 정신에 담긴 주도성은 ‘자율’로 다시 태어났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의

됐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NEW 핵심가치 온라인 선

분산이 아닌 ‘힘의 집결’을 강조한 창업 정신은 ‘협업’으로 공고해진다. 현재에 안주

포식을 통해 ‘자율, 협업, 변혁’이라는 새로운 핵심가

하지 않고 도전의 길을 걸어온 혁신 정신은 ‘변혁’으로 가속화된다.

치를 동화인의 마음속에 새겼다.

동화의 새로운 핵심가치는 해외 사업장에도 퍼져나갔다. 웹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핵

➌ The way we make decisions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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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치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핵심가치와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터디 자

핵심가치 교육 Tool로 성공적인 정착 기대

료를 공유해 해외 사업장 임직원들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최정상을

새로운 핵심가치를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고자

향해 달려온 73년 동화의 저력. 그 역사에 담긴 창업정신은 새로운 핵심가치를 통해

핵심가치 교육 Tool도 선보였다. 구글의 조직 문화를

또 다른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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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핵심가치 “자율, 협업, 변혁”

Dongwha’s standard in the era of change

Educational tool on core values

New core values
Autonomy, Collaboration, Transformation

Uncertainty, volatility, complexity, ambiguity – these

An educational tool on core values has been introduced to publicize Dongwha’s new

are the attributes of the new normal era. Dongwha’s

core values. It was modeled after Google’s blog Re:work, which introduces its organi-

preparation for the era of change is in full swing. The

zational culture, and is based on Office 365 used by Dongwha members. There are ten

company is collecting the opinions of its employees

behavior patterns by core value (autonomy, collaboration, transformation) and basic

of all job positions to minimize uncertainty, and

value (integrity, safety). The description of each behavior pattern, tools, references and

fine-tuning its cultural innovation to prepare for

lectures are also provided. References are available through book learning and can be

complexities. To eliminate ambiguity, Dongwha is

accessed via Teams or Sharepoint.

●‘자율’은 나의 강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만
들어내는 것.
●‘협업’은 나와 다른 강점을 가진 동료와 함께 크고 의미 있
는 목표에 도전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것.
●‘변혁’은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드는 것.
●Autonomy: Recognizing and fully utilizing our

own strengths without relying on anyone else
●Collaboration: Trying to discover other
people’s different strengths and performing
tasks together to achieve their shared goals
make synergies
●Transformation: Completely overhauling
existing working methods and systems for the
customer value

trying to create a swift working culture. The company’s new core values were devised after much delib-

New core values and entrepreneurship

eration on how the way we work can be overhauled

The new core values are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they are related to Dongwha’s

in the era of change. On November 11 the new core

spirit of entrepreneurship. Leadership honed by venturing down an untrodden

values – autonomy,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

path has been reborn into Autonomy.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which

– were announced online.

emphasizes “togetherness” and “joint effort,” will become even stronger

The video about the new core values started with

through Collaboration. Our commitment to relentless innovation will thrive on

the phrases “Our Standard = Core Values” and

Transformation.

“Core Values = Our Future Course.” The date of

Our new core values have been introduced at our overseas subsidiaries as well on the

proclamation, November 11 (11/11), symbolizes

internet and through study materials that stress the importance of core values and

“first, best, unity.”

organizational culture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implementing
change.

핵심가치 굿즈 머그컵
증정 이벤트
Core value event

동화는 새로운 핵심가치 선포를 기념하며 크리스마
스와 연말을 맞아 임직원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
했다. 핵심가치 VI(Visual Identity)가 그려진 머그
컵과 각 핵심가치 소개 문구가 담긴 메시지 카드를
전달하며, 새로운 핵심가치의 의미를 한번 더 되새
기는 시간을 가졌다.

Dongwha has prepared a small surprise for
its employees in time for the holiday season
– a mug adorned with the visual identity
of the core values and a message card
introducing them to encourage Dongwha
members to ponder the meaning of the new
core values.

Ushering in New Era
through Autonomy,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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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영감

Speed

나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문장들
경쟁사들이 커다란 화면에서 재생되는 걸 염두에 두고 영상을
만들 때 우리는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어린이의 시청각을 단숨
에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했다.
이승규 스마트스터디(핑크퐁, 아기상어 제작) 부사장
While our rivals produce videos thinking they will be played
on large screens, we focus on developing content designed for
small mobile screens so that it can capture the attention of young
viewers right away. -Lee SeungKyu, Smart Study

“SPEED”, 민첩한 전환의 힘
Speed, the Power of Agile Transition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먹잇감을 잡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비
단 속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꼬리를 돛으로 사용해 먹잇감의 움직임에 따라 재빨리 방향을
바꾸고, 감속과 가속을 민첩하게 조절하는 것이지요. 치타의 강력한 무기는 한마디로 발 빠른
방향 전환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동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야말로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단단히 뿌리내린
73년 역사를 발판 삼아 끊임없이 변화를 실천해가고 있는 동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을 주도하고 조직 문화 혁신으로 효율적인 업무 문화를 구축하는 우리는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
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동화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It takes less than a minute for the cheetah, the
fastest animal in the world, to catch its prey. And
the secret is not solely in speed. Cheetahs use their
tails as Sails to change direction and speed swiftly
according to the prey’s movements. In other
words, the most powerful weapon of this animal
is its ability to change direction quickly. The same
applies to the business world. Companies can
secure a competitive edge only by grasping market
changes quickly and responding preemptively.
Dong wha has been implementing change
relentlessly based on its 73-year expertise. With
our goal set at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and maximizing
work efficiency by innovating our organizational
culture, we do not hesitate when it comes to
change. The era of drastic change has begun, and
we are up for the challenge.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
The best way to predict future is to create it.
-Abraham Lincoln, former U.S. president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앤디 워홀 미술가
They always say time changes things, but you actually have to
change them yourself. -Andy Warhol, artist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빌 게이츠 기업인
I am not incredibly smart or particularly wise. I just put into
action what I wanted to change. -Bill Gates,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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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ave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DT 워크숍
현재 동화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그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놓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초연결, 초지능, 초고속, 초맞춤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뉴노멀’, 즉 새
로운 표준이 도래한 셈이다.
이에 지난해 9월 동화는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을 초빙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하 DT)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즈니
스 모델을 혁신한 기업 사례 등 최신 변화의 흐름을 읽는 시간이었다. 이와 연계해 지난 10월에는 엠파
크, 11월에는 건장재사업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DT 워크숍을 열었다. 각 사업 분야 내 혁신 어젠다를
발굴하고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엠파크 DT 워크숍에서는 중고차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자동차, 핀테크 산업의 디지털 혁
신 사례를 살펴보고 토의를 통해 플랫폼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건장재사업부 워크숍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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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원하는 경험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기업 사례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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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였다. 각각의 워크숍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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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ing up for digital transformation

ho

Back in September, Dongwha invited digital business strategist Kim JiHyun to give a lecture on digital

p

transformation. He introduced examples of companies that have innovated their business models using
digital technology. In October and November, Dongwha held digital transformation workshops for
MPark and the Construction Materials BU, respectively. The goal was to unearth innovation agenda
for each sector and come up with solutions for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innovation process.

건장재사업부 DT 워크숍

MPark and Construction Materials BU gearing up for transformation

엠파크·건장재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숍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열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강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사업군별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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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엠파크와 건장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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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A workshop on digital transformation was held for MPark and
Construction Materials BU employees. Unlike the lecture on digital
transformation held in September to form a consensus on business
transformation using digital technologies, this workshop was aimed at
devising solutions on digital innovation for each busines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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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경영경제연구소
김지현 부사장

엠파크 DT 워크숍

엠파크 DT 워크숍

MPark’s digital transformation workshop

사용자 경험과
플랫폼 혁신을 고민하라

Innovating User Experience
and Platform Innovation
플랫폼 비즈니스로 탈바꿈하는 산업 지형
최근 자동차 산업에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카롱 택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별화된 승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
장한 택시 플랫폼이다.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요타는 새로운 개념의

What are our tasks for implementing platform business?

모빌리티 플랫폼 ‘이팔레트(e-palette)’를 선보였다. 이는 이동형 호텔이나 상점, 병

동화인 톡톡

How can MPark grow into a platform company? The most urgent task is designing a platform where

원 등 목적에 따라 설계가 가능한 다목적 자율 주행 전기차이자 모빌리티 서비스 플

not only customers but used car dealers and their managers can willingly insert all kinds of data.

랫폼이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단순히 자율 주행, 수소차 등 기술적인 측

However, this requires new customer experiences. In other words, customer data can only be

면을 넘어 자동차 자체로 모든 것이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매매단지 방문 고객에게 동화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은?
What kind of new customer experiences
can Dongwha present to visitors of the
used car complex?
“비콘을 통해 매매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를 소개하면 고객의 이용 패턴을 수집할 수 있겠네요.”
“자유롭게 단지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secured when customers voluntarily use the app.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앱)을 이용하는 고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기반

MPark employees discussed what kind of new customer experiences they can create using digital

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technologies, what tasks MPark must carry out urgently, how it can be put into action, and how to

수수료로 수익을 냈던 배달의민족은 현재 시설 임대업, 결제 솔루션까지 다양한 플

solve problems during digital transformation. They also held a vigorous discussion of how to secure

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핀테크 업체들 또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

customer data and apply it.

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며 단순한 금융 앱을 넘어 정보형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It was an opportunity to unearth MPark’s potential and become a step closer to digital innovation.

있다. 알리페이 앱은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송금

We look forward to MPark’s future as a platform business.

서비스는 메시지, 이모티콘 등으로 돈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전달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진
행하면 어떨까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매물과 소유 딜러의 인식 코드를 제공하면 허위 중개를

그렇다면 엠파크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

방지하는 등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객뿐 아니라 중고차 딜러와 상사 모두가 기꺼이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플랫폼

MINI
INTERVIEW

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A “We can grasp customer pattern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services regarding
complex facilities through beacons.”
B “How about having customers tour the
complex to find the products they like and
pay with their smartphones using QR
codes?”
C “We can earn customers’ trust by providing
the recognition codes of products and
dealers to prevent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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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즉 고객이 자발적으로 앱을 실행할 만한 가치를 선사할
때 고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엠파크 구성원들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

지훈 부문장
엠파크 운영기획부문

김기탁 차장
엠파크 임대운영팀

이종욱 과장
엠파크 임대운영팀

그동안의 워크숍이 비용을 줄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혁신의 실행 단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 자동차 시장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3~4

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토의 형식으

이번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에 초점을 맞췄

년 후를 예측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니

로 진행해 유익했습니다. 전통적인 임대 비즈니스 관

이처럼 엠파크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굴하며 디지털 혁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임

습니다. 덕분에 엠파크의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영역

까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한정된 답만 얻

직원들. 오프라인 매매단지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엠파크의

을 확장해 사업의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

미래가 기대된다.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를 풀 수 있었습니다.

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온라인 토의 시간에는 현재 엠파크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부터 시작해 DT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고객 데이터 확보와 이의
적용 방법에 관해서도 활발하게 토의했다.

37

건장재사업부 DT 워크숍

Constructional Materials BU’s workshop

제품이 아닌 초맞춤
경험을 창조하라

Creating Ultra
Customized Experience

새로운 경험이 곧 새로운 미래

론 중앙 센터와도 교신할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 헬멧이다.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역시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구성원들은 ‘바이오 센서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마루’, ‘온

며들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피커 구글홈을 설치하면 무전기를 사용하듯 다

도, 환경 변화에 따라 디자인이 변하는 마루’, ‘층간 소음 알림 기능이 있는 마루’ 등

른 공간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은 ‘다이너마이트’ 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모이는 플

직비디오를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VR·AR이 만들

랫폼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혁신을 가로막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낸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의 결과로, 현재 인터넷·모바일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솔직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공유했다.

을 뛰어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험을 다시 고민하고, 고객을 새롭게 정의한 시간. 앞으로도 건장재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기술을 넘어 반드시 ‘고객 경험’과 연결돼야 한다.

사업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토대로

나이키는 20년 전 성장이 둔화됐을 때 경쟁 업체를 새롭게 정의했다. 바로 사람들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을 집에 머물게 하는 게임 업체 ‘닌텐도’를 경쟁 상대로 지목한 것. 소비자 시간 점유

동화인 톡톡

사용자와 판매자가 우리의 플랫폼에 모여
가치를 거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할까?
What kind of new customer experiences
can Dongwha present to visitors of the
used car complex?
“다양한 인테리어, 시공 사례 내역 등 VR 기능을 통해

MINI
INTERVIEW

박주형 과장
건장재사업부 건장재2팀

율 확대를 목표로 삼은 나이키는 애플과 협업해 신발에 달리기 정보를 관리해주는

It all begins with customers

센서를 탑재한 ‘나이키 플러스’, ‘나이키 런 클럽(NRC)’ 앱 등을 선보였다. 현재도 최

How can new customer experiences be created by combining construction materials

신 디지털 기술력을 갖춘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경험을 강

with digital technologies? Lecturer Kim JiHyun introduced an example of the

조한 D2C(소비자 직거래) 전략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C-Thru helmet combined with smart goggles and a mask. Designed for firefighters,

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소통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부

the helmet helps spot people easily when there is a fire using augmented reality

서 구성원들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고민을 체감할

디지털 혁신은 고객에서부터 시작한다

technologies. It also helps firefighters communicate and contact their control centers.

수 있었어요. 임원이 함께 강의를 들으며 직원들의

그렇다면 건장재 제품에 디지털 요소를 결합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 경험을

The participants proposed ideas on developing floors equipped with bio-sensors

창조하는 방법은 없을까? 강사로 나선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구성원

that can check users’ health condition, floors whose designs change according to

들에게 건장재와 디지털의 결합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실제 사례로 헬멧과 스마트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floors that alert users of between-

안경, 마스크를 결합한 C스루(C-Thru)를 소개했다. 이는 소방관을 위한 헬멧으로,

the-floor noise. They also discussed what kind of experience customers look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사람의 윤곽을 쉽게 파악하고 소방관들끼리의 소통은 물

forward to and what the definition of “customer” is.

온라인 특강을 먼저 접하고 워크숍 강의를 들으니
잘 이해됐어요. 구성원의 아이디어로 토론이 진행되

의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는 분위기도 신선했습니다.

내 집을 가상현실에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정확한 견적 산출을 업체와 접촉하기 전에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누구나 들어와서 인테리어, 바닥재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

이준현 사원
건장재사업부 외주관리팀

“A virtual reality feature that allows users to
create their own decor and view the history
of their transactions.”

특강을 통해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기업 생태계

“A feature that allows customers to see
exact price quotes even before contacting
service providers.”
“A community where anyone can discuss
decors and floor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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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
했고, 국내외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 사례들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어요. 혁신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
어를 고민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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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

GWP 추진위원회 워크숍 GWP Committee Workshop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기업의 조직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동화 역시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Companies’ organizational cultures are not fixed. Rather, they need to be improved
as times change to transform the way people work. Dongwha also strives to build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presents its new core values.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월 23일 여의도 원창홀에서는 GWP 추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GWP 추진위원
38명이 모여 조직 문화 혁신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
인 조직 문화란?’, ‘직원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은?’과 같은 주제를 놓
고 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GWP
추진위원들은 조별로 준비된 이미지 카드 중 이상적인 조직의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생각
하는 카드를 하나씩 골라 의견을 나눴다. ‘나의 역량을 마음껏 펼
칠 수 있는 회사’,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회사’ 등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
각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 핵심가치인 ‘자율, 협업, 변혁’을 실천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번 워크숍은 인터넷 설문 게시판을
통해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기회가 됐다.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이어 동화의 조직 문화 현황에 대해 조별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어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없애거나 멈춰야 할 것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
인지 고민해본 시간이었다.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
에 대한 용인과 보상도 필요하다’, ‘서로 다름을 불편해하는 마인드를 없애야 한다’ 등의
솔직한 의견이 오갔다.
What is an ideal workplace?
On October 23, a GWP Committee workshop was held at the Wonchang Hall. It was
attended by 38 committee members, who pondered ways to innovate Dongwha’s organizational culture. The participants discussed what an ideal workplace should be like and
what must be done to help employees focus on their duties. In part one of the workshop,
the participants reviewed employees’ opinions on what an ideal workplace should be like.
They picked out image cards depicting an ideal workplace: a work environment where each
individual can display their skills to the fullest, where employees can communicate freely
and enjoy what they do, where each day at work is full of excitement. The participants also
discussed factors hampering Dongwha’s core values and ways to elimin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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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Dreamlike
Workplace

Frank discussion
The participants also discussed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omotion, topics of major
concern. They exchanged opinions on what
must be done to ensure the company’s growth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 시간

while also helping employees develop their

구성원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한 성과·역량 평가, 승진 등 인사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skills, and what the role and leadership of

졌다. GWP 추진위원들은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

middle management should be like. They
all agreed on the importance of nurturing

문을 통해 동화의 발전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고민했

human resources. The participants voiced

다. 특히 ‘직원 육성’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또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

their opinions anonymously online to

발전을 위한 의견도 자유롭게 나눴다.

ensure open communication. A workplace

한편 이번 워크숍은 인터넷 설문 게시판을 통해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 그

where employees feel comfortable, have strong

간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기회가 됐다. 또 공감하는 의견에는

camaraderie, enjoy what they do and feel

‘좋아요’를 눌러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valued can only be created through the joint

출근하는 게 꺼려지지 않는 회사,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직원들과의 유대감

efforts of all employees. The GWP Committee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는 몇몇 사람의 노력이 아닌 동화인

is determined to continue to listen to the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GWP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

members’ opinions to create a more efficient

며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nd enjoyable workplace.

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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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동화의 노력”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 확대”

“각자의 역할을 100%
다하는 기본이 선행돼야”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조직의 행복도 따른다”

대성목재 안전팀 조승갑 과장

엠파크 임대운영팀 김은정 주임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빈손욱 대리

동화기업 ERP팀 임미화 과장

Cho SeungKap
Daesung Wood

Kim EunJeung
MPark

Bin SonWook
Dongwha Enterprise

Lim MiHwa
Dongwha Enterprise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또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일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일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직원 각자가 자신의 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

수 있는 회사가 이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

즐거운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워크숍처럼

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각자의 업무에

두가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나만의 생각과 입장

로 변화하려는 동화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믿습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GWP 추진위원회 활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료하는 책임 의식

을 주장하기보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바라보고 이해하

니다. GWP 멤버로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

동을 하면서 여러 직원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소속감을 많이

이 중요하겠죠.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과 창출된 성과에

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행복을 느낀다면 회사

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느꼈거든요!

대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행복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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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How
동화기업 기술혁신실
연말 자율포상제도 현장 Year-end Autonomous Award Ceremony

Effort Award

Effort Award

Effort Award

자율, 협업, 변혁을 실천하는 동화인의 방식

생산혁신팀
이상홍 대리

생산혁신팀
송정환 부장

설계팀
최경환 과장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자율포상제도는 업무 현장에서 핵심가치를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값진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동화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를 대표해 자율포상을 수상한 주인공을 만나보자.
In 2020, the Autonomous Award was given to Dongwha members who produced outstanding
results in implementing the core values. Here are those who received this year’s award on
behalf of all Dongwha members, who continue to do their best.

동화기업 경영기획총괄

* 2020년 12월 15일 이전 수상에 한하여 소개

MOQ(Member of Quarter)

MOQ(Member of Quarter)

화학경영관리팀
김태형 사원

재무팀
허효 대리

•PM 모듈 및 제작 원가 신규 업무
습득을 위해 노력

•부장 직책임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부문을 위해 헌신

•1명의 팀원으로 설계팀 업무를 이상
없이 추진

•본인 업무 외 BSC 자료 업데이트
및 목질 가치 분석, B I 구현 등 추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

•전사 여러 부서와 고난이도 혁신
업무를 발로 뛰며 돌파함

•헝가리, 핀란드 및 NMP 공장 신설
관련 업무 지원 병행

•5S Top 진단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원활하게 마무리

•업무의 정확성 및 집중력 탁월

•기술혁신실 내 전체적인 업무 조율
및 협업을 위해 노력

동화기업 디지털혁신실

•도전 늘 도전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업무에 임함

•협업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내외 우호적 네트워크 형성

•적응 화학경영관리로 전배 후 빠른 학습력으로 업무 적응 완료

•도전/혁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검토 및 준비로 회사의 Biz에 기여

•안정화 시간 소요가 많은 총괄 비용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MOQ(Member of Quarter)

E(Executive)’s Pick

회계팀
구민서 사원

대표임원 추천
전략기획팀 유태경 과장
재경기획부문장 추천

재무팀 유현종 대리
경영관리부문장 추천

회계팀 이윤석 대리
•도전/혁신 본인 주도하에 RPA 업무 과제 2건 완료, 수작업 업무
처리 개선, 엠파크 홈서비스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참여

44

•조직의 성과 창출 및 목표 달성 기여

Great Performance Award

Great Performance Award

Great Performance Award

ERP팀
김태홍 과장

SF개발팀
나민규 사원

SW추진팀
박상훈 사원

•스포츠토토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단기간에
추진 완료

•NRTP 개선을 통해
클라우데라(Cloudera)
유료화에 대한 사전 대응 및
AWS 사용료 절감

•외부 지원 없이 신규 사업장
그린넷 자체 통합
(스포츠토토, 베트남, 헝가리
사업장 등)

•스포츠토토코리아와의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업무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조직에 대한 Retention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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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인사홍보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
Director’s Persona

UNSUNG HERO

포상위원 선정 영업1팀 민찬기 과장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과장

인사팀
이중권 사원

•해외 사업장의 원활한 SAP 시스템 셋업을 위해
동화기업과 해외사업장 간 커뮤니케이션 진행
•SKI창저우(BEST)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대응해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냄
포상위원 선정 경영지원팀 장만수 차장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내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함

•디자인전략팀과의 신규 핵심가치 VI 제작 업무 및
캘린더 협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채용 업무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잠재적 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 전파

•사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캐릭터 지속 개발 노력

•업무 외에도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함

•기술직 직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주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임원 선정 연구개발2팀 장설희 주임
•SKI 조성 개발 기술 대응을 통해 매출 창출에 기여
•전해액 안정성 첨가제 개발을 위해 노력

Implementing Autonomy,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

동화 한국사무소 무역본부

엠파크
Valuable Person Award

슬기로운 직장생활상

엠파크서비스
상품화서비스팀
임미란 사원

엠파크 임대운영팀
오다인 사원

엠파크오토서비스
상품화서비스팀
송경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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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pot Incentive

On Spot Incentive

Valuable Person Incentive

소재무역팀
박성우 과장
•보드 3자 무역 시장 개발 및 확판

화학구매팀
장재환 사원
•파라포름 신규 개발, RPA 안정화

화학구매팀
이상원 대리
•능동적인 화학 원재료 시장 변화
대처로 ‘자율’ 실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200명의
고객(딜러)을 대면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어진 업무를 완수

엠파크서비스
상품화서비스팀
황민주 사원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새롭게 엠파크 업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격려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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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ory 새로운 차원의 빠른 변화, SPEED

Check List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생존을 넘어 리더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해력(文解力)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Preparing for the future

디지털
리터러시와
트렌드 리딩의
기술

트렌드를 읽는 능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는 사람이 좋은 기회를 선점하기 마련.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란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말한다.

디지털 시대, 미래 트렌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디지털 데이터에서 찾아낸 정보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조합해 사용하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of today, honing the ability to read trends based on digital

는 능력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기능과 능력을 넘어 태도와 마인드를 포함하는 역량의 관점

literacy is crucial to become a leader. Only those who can foresee the future can seize good

으로 변화했다. 우리가 디지털 정보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opportunities first. Here’s how to read trends in the era of digital technologies.

자가 진단을 통해 알아보자.

자료 제공 | 양성식(씽크퓨처스 대표, <미래를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저자)

디지털 리터러시 자가 진단표
				

항목

YES NO

1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최우선이다.

4

필요한 정보를 RSS 리더, 웹 크롤링 등을 통해 수집·관리할 수 있다.

트렌드 리딩에서 정보 다이어트는 필수

5

자바, 파이썬, C언어 등 코딩 언어를 한 가지 이상 다룰 줄 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찰된 변화의 흐름을 담고 있는 트렌드는 미래를 미리 보여

6

엑셀, SPSS, SAS, R 등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다룰 줄 안다.

주는 바로미터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필수.

7

뱅킹, 자산관리, 간편결제 등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한다고 해서 트렌드 리딩력이 생기고 미래

8

건강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헬스 케어 밴드나 스마트 체중계를 사용 중이다.

를 예측하는 능력이 발전하는 건 아니다.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매우 중요

9

넷플릭스, 밀리의 서재, 멜론, Cake 등 앱 구독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필터링하고 정크(junk) 정보를 최소화하는

10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한 자료의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있다.

정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11

불건전한 콘텐츠나 가짜 뉴스를 직간접적으로 유통시키지 않는다.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세상을 통찰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뉴스, 시사 프

이중 백업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안 진단을 하고 있다.

로그램, 다큐멘터리, 교육 방송 등을 보는 것이 좋다. SNS 플랫폼을 통한 정보는

➌ RSS 리더 앱·웹사이트에 접속해 ‘Add Content’ 버튼
클릭. 복사한 Url 입력 후 Follow 버튼 클릭

시야를 좁히고 균형 있는 정보 소비를 어렵게 하므로 피하도록 하자. 고령화, 다

➍ 배달된 정보의 헤드라인과 요약본을 읽고 전문이 궁

12

문화, 세계화, 지구온난화, 양극화 등 최근 많이 언급되는 메가트렌드의 중요성

당신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몇 점?
위 12개 문항에서
‘YES’라고 답한 항목의 수를 더해주세요.

10개 이상
6~9개

준비된 능력자,
디지털 마스터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개척자

을 깨닫고 꾸준히 독서하며 관련 정보를 트렌드 리딩할 것을 권한다.

RSS로 스마트한 정보 리딩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가장 좋은 정보 모니터링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
는 RSS 기능을 활용해 RSS 리더로 정보를 구독하는 것이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란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이용자가 원하는 것만 골라 서비
스해주는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의미한다. RSS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신문

6개 미만

이나 정보 제공 사이트를 서비스 플랫폼인 RSS 리더에 등록하면 관련 뉴스와 정

조금만 노력하면
당신도 디지털
트렌드 리더

보가 실시간으로 RSS 리더에 모인다. 즉 정보 검색을 위해 사이트를 서핑하는 것
이 아니라 정보가 내게 오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 간단한 코딩을 배운다면 웹 크

Digital Literacy and
Trend-reading
48

초간단 RSS 구독 방법 Simple steps for RSS reading

➊ RSS 리더 앱을 다운로드받거나 웹사이트 접속 후 회
원 가입. Feedly 추천
➋정보 구독을 희망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RSS 지원 여
부 확인. 보통 와이파이 그림이나 RSS 텍스트로 표기,
RSS 버튼 클릭 후 Url 주소 복사

금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
➎ 폴더를 만들어 정보를 분류해 관리할 수 있고, 광고가
거의 제거된 텍스트 위주의 정보로 집중도를 높임.
➊ Download the RSS reader app or access the website and subscribe
to it. Feedly is recommended.
➋ Open the website you want to read and check if it supports RSS. It is
usually marked as Wi-Fi images or RSS text. Click RSS and copy
the URL.
➌ Open the RSS reader app or website and click “Add Content.” Enter
the copied URL and click on “Follow.”
➍ Read the headlines or summary of the delivered information. If
you want to see the full text, open the website.
➎ You can create folders to sort and manage information. The
provided information contains almost zero advertisements,
allowing for high concentration during reading.

롤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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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하나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지난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동화 속 뜨거운
태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합성 생산팀
우재현 기술대리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리스

When Our Memories and Dreams Shine

동화의 따뜻한 겨울 풍경 Dongwha’s warm winter

우리의 추억과
꿈이 반짝이는 시간
겨울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추억을

DONGWHA
INSIDE NEWS

떠올리고, 새로운 해를 반기며 또 다른 꿈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이지요. 지
난해보다 조용하고 한산한 연말연시를 맞게 된 요즘, 동화인들의 훈훈한 겨
울나기를 응원하며 올겨울에도 여의도 원창빌딩에 예쁜 트리를 설치했습니
다. 반짝반짝 빛나는 오너먼트처럼 여러분의 새해도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HAPPY
STORY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Winter is the season of beginning and end. It’s that time of year when we
look back on the year gone by and begin a new one full of hope. With this
year’s holiday season being quieter and more subdued than ever, a Christmas
tree has been set up in the Wonchang Building in Yeouido to create a
heartwarming atmosphere. We wish everyone a warm and happy new year!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은 2020년.
연초부터 호주 대형 산불,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죠.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고 역경을 이겨낸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2021년을
힘차게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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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호주 Finance Mgmt 심우영 과장

When Our Memories and Dreams Shine

2층 그린라운지와 사내 식당 등 곳곳에 겨울 분위기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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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뉴스룸의 마스코트, ‘동기자’를 소개합니다
Dongwha Newsroom’s mascot
Reporter Dong
신규 커뮤니케이션 채널 ‘야머’ 오픈

핵 핵심가치는

‘댓글’과 ‘좋아요’로 실시간 톡톡

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어이다
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공식 오픈한 신규 커뮤니케이션 채널 ‘야머’와 동화의 야머 커뮤니티 ‘동화 뉴스룸’은

명칭

동기자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인스타그램, 트위터처럼 ‘댓글’을 달고

의미

동화를 기록하는 사람
동화 ‘동’ + 기록할 ‘기’ + 사람 ‘자’

소속

동화기업 여의도 8층 동화커뮤니케이션즈

‘좋아요’를 눌러 공감하는 동화인의 SNS 채널을 소개한다.
The new social media channel Yammer, which debuted in November 2020, and
Dongwha’s Yammer community “Dongwha Newsroom” are the venues of vibrant
communication for Dongwha members.

이메일 newsroom@dongwha.com
특징

Keeping in
Touch in
Real Time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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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 동화기업을

선택한 것이 나에겐 큰 행복이다

핵 핵심 인재를 찾으십니까?
심 심장 속 뜨거운 열정을

• 굉장히 애자일(Agile)함
• 열정적인 취재 정신은 필수!

가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보이세요?

  그의 취재 열정으로
  상시 땀이 마르지 않는다는 후문

치 치.. 안 보인다고요?

야머 댓글 이벤트!
동화인들의
‘핵심가치’ 사행시를
감상해볼까요?

여기 동화인 모두입니다:)

Very prompt and agile.
Passionate about covering news about Dongwha.
Rumors say he is always drenched in sweat because
of his enthusiasm.

D-CHANNEL

New communication
channel ‘Yammer’

동화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통 채널

것은 물론 향후 사내 소식 외에 일상 및 정보성 콘텐츠도 업

‘야머(Yammer)’는 조직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기

로드할 예정이다. 동화 뉴스룸은 그린넷과 팀즈를 통해 접속

Promoting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Yammer is a corporate social network service designed to promote com-

업 내부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다. 누구나 포스팅에

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야머 앱을 설치해 간편하

munication among employees. Anyone can post replies and click “Like” to

쌍방향 댓글을 달고 댓글에 ‘좋아요’ 버튼으로 반응하며 자유

게 접속할 수 있다.

롭게 소통할 수 있다. 이에 동화는 야머 내 동화의 커뮤니티

communicate freely. Dongwha has set up its own community on Yammer,
called “Dongwha Newsroom,” to post company news, notifications and
useful information.

‘동화 뉴스룸’을 개설해 사내 소식 알림, 이벤트 진행, 유용한

활발한 참여와 소통 이끌어낸 사행시 이벤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특

실시간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야머’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히 야머의 투표/설문 기능은 사내 여러 사안에 대한 동화인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야머 오픈 이벤트 역

Dongwha Newsroom
News about Dongwha and other information that used to be posted on

생각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구성원들이 제시어 ‘핵심가치’로

Green.net are now provided on Dongwha Newsroom. It delivers the latest

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화는 더 좋은 방향

사행시를 지어 댓글을 작성한 가운데 호주 사업장 주재원도

issues at Dongwha in real time. In the near future, it will also provide daily

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응모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번 이벤트는 새롭게 정립

tips and other informative materials.

된 핵심가치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물론 ‘사행시’

유용한 콘텐츠 제공하는 ‘동화 뉴스룸’

라는 재미를 더해 구성원들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

Inducing employees’ participation
Yammer plays a pivotal role in motivating Dongwha members to keep in

기존에 그린넷 공지와 사보를 통해 전달했던 사내 소식을 이

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동화는 야머를 활용해 동

touch and take part in various events. The event commemorating its launch

제는 ‘동화 뉴스룸’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날 수 있

화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

back in November drew a lot of positive response, even from employees at the

다. 동화의 핫 이슈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발 빠르게 전달하는

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Australian subsidiary. The event inspired Dongwha members to ponder the
meaning of new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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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와 개발로 경쟁력 Up
Boosting competitiveness through product PR and development

동화자연마루, 고객에게 한 걸음 더
유튜브 광고, 신제품 출시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하게 제품 홍보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동화자연마루.
2021년에도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며 세분화된 고객 니즈에 부응해 경쟁력 높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Dongwha Nature Flooring continues to publicize its products and develop new ones. The
company plans to hold diverse advertising activities in 2021 to meet more specific needs of
its customers and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its products.

공간의 품격을 높인 신제품 출시
2021년에는 동화자연마루의 원목마루 및 준불연 벽장재 신제
품이 출시돼 고객을 찾아간다. 먼저 원목마루의 경우 기존 원
목마루를 리뉴얼한 ‘바움125(Baum125)’와 신규 광폭 원목마
루 ‘바움165(Baum165)’를 선보인다. 천연 원목의 질감을 구
현한 두 제품은 트렌디한 컬러, 새집증후군 방지, 표면 강도 개
선, 뒤틀림 방지, 내수성 강화 등의 여러 특장점을 지니고 있

마루.잘.알TV

Dongwha Nature
Flooring –
Becoming a Step
Closer to
Customers

다.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큰 만족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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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벽장재 신제품 ‘세이프월(Safewall)’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화재 안전성이 뛰어난 기능성 벽 패널이다. 특히 Super
E0 최고 등급의 친환경 자재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TVOC

BRAND
NEW

강마루 내수성 비교 테스트

강마루 내구성 비교 테스트

등 유해 물질 방출량이 거의 없다. 또 전·후면에 LPM을 적용해

New products for elegant decors

표면이 매끄럽고 심미성이 우수하며 숯을 첨가해 흡취, 흡습

In 2021 Dongwha Nature Flooring is set to release new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공 용이성이 뛰어나고

wood flooring products and a semi-non-combustible wall

디자인까지 트렌디해 각종 상업 시설의 실내 벽면에 광범위하

decoration material. The new wood floors are an upgraded

게 적용될 전망이다.

version of the Baum125 and the double-width floor
Baum165. Both products feature natural wood texture,

* 트루 뷰 인스트림(True View in-stream) : 5초 동안 재생한 뒤
광고 시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초 영상 풀 시청 혹은 광고
클릭 시에만 과금하는 유튜브 광고 형태

준불연 벽장재

trendy colors, anti-sick house syndrome properties,
stronger surface, and prop er ties that c an pre vent
deformation and boost water-resistance. They are expected
to receive rave reviews from customers looking to create

동화자연마루가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튜브 15

Advantages of engineered wood flooring
advertised on YouTube

초 광고를 통해 강마루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바로 강마루

The company publicized the advantages of its engineered

의 내수성과 내구성을 보여주는 ‘주스 편’, ‘덤벨 편’ 영상. 타

wood flooring by running 15-second commercials on YouTube

사 강마루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제품의 강점을 한눈에 파악

between November 4 and December 31. The two commercials

유튜브 광고로 강마루 우수성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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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decors in their homes.
The semi-non-combustible wall material Safewall is
LPM

Super Density
Fiber Board

resistant to fire. Mad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of grade Super E0, it emits almost zero formaldehyde, toluene
and TVOC, and is covered with LPM on the front and back
sides to create a smooth surface and attractive appearance. The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광고는 트루 뷰 인스트림* 형태로

advertised the durability and water-resistant properties of

VTR(유튜브 시청률) 28.5%, 즉 10명 중 약 3명이 광고 영상을

Dongwha Nature Flooring products. They targeted customers

끝까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업종 평균 대비 우

who plan to move or renovate their homes. The commercials

수한 수치로, 동화자연마루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

feature durability tests where Dongwha’s engineered wood

comes in trendy designs, making it perfect for decorating the

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floors are compared with other brands.

interior of commercial facilities.

product also contains charcoal, which helps eliminate bad
후면 LPM

odors and absorb humidity. The product is easy to insta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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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홈서비스에 화력을 더하다 MPark’s home service

상담부터 구매까지 빈틈없는 고객 만족
비대면 구매 서비스에 실시간 영상 상담을 도입해 고객이 원하는 차량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엠파크 홈서비스’.
엠파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MPark’s home service provides information to customers through real-time video
consultations as part of the company’s non-contact services. MPark is devising diverse
strategies to enhance customer convenience and improve the quality of its services.

Impeccable
Customer Service
고객의 구매 편의성을 높였어요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 체결
‘엠파크 홈서비스’ 이용 고객이 낮은 금리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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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엠파크
는 지난 11월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
보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요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와 제휴

MPark

중고차 매매단지 최초로 온라인 영상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엠파크는 보
다 많은 고객들이 ‘엠파크 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경로를 다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진행된 모바일 중고차 중
개 애플리케이션 ‘첫차’와의 제휴 체결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첫차’

첫차 홈서비스관
홈서비스 차량 검색
메뉴에서 구매하고
싶은 차량 검색
Customer chooses
a car on Chutcha app

결했다. 이로써 ‘엠파크 홈서비스’ 이용 고

상담만 받아도 선물이 팡팡 터져요

객은 신한 마이카 대출 상품을 이용해 최

엠파크 홈서비스 출시 이벤트

저 2.95%의 낮은 금리로 차량을 구매할

업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영상 상담 서비스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엠파크 홈서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엠파크는 중고차

비스’ 출시 이벤트 역시 지난해 12월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기 청정기, 주유 쿠

구입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금융

폰, 상품권 등을 증정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잠재 고객들이 중고차 구매 상담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을 받으며 ‘엠파크 홈서비스’를 체험했다.

에 신설되는 ‘홈서비스 전문관’에 엠파크 홈서비스가 1호로 입점해 비대

상담부터 구매까지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인 ‘엠파크 홈서비스’. 이를 통해 온라인

량을 선택하면 ‘엠파크 홈서비스’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준다. 이후 실시

Business partnership with
Shinhan Bank

간 영상 통화로 진행되는 구매 상담을 통해 차량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

To help its customers receive low-interest

면 차량 구매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 고객이 앱에서 원하는 차

lo ans, MPark conclude d a business

한다. 특히 엠파크 직영 성능 점검장의 인증을 통해 품질이 보증되는 차

하기를 기대한다.

MPark home service promotional events

량만 입점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엠파크 홈서비스’
전문 상담사와 연결

partnership with Shinhan Bank back in

significant attention. The company held promotional events through December

Business alliance with mobile used car platform Chutcha

MPark home service
consultant introduced

November. MPark customers can now
receive car loans for the annual interest

2020. Prizes included air purifiers, gas coupons, and gift vouchers. Many prospective

rate of just 2.95 percent. The company

customers received consultations on purchasing used cars and sampled MPark home

plans to develop more services in the

service.

MPark was the first used car complex to introduce online consultations.
The company strives to diversify purchasing channels for customers so
that more people can use its home service conveniently. To this end, MPark
has concluded a business alliance in November with the mobile used car
app Chutcha. MPark’s home service was the first to join the app, where it
is displayed in the Home Service section. It provides car purchasing and
consultation services remotely. Once customers pick cars on the app, they
are connected with professional consultants from MPark’s home service.
They then receive consultations and information on the chosen vehicles
via video calls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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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중고차 유통 문화가 자리 잡는 데 일조

실시간 영상 통화로
구매 상담
Consultation
on purchasing via
real-time video call

future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from consultations to purchasing, in a bid
to promote online used car transactions
and boost their safety and transparency.

MPark’s non-contact home servic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used car sector, has drawn

동화핀란드 • Dongwha Finland

동화일렉트로라이트 • Dongwha Electrolyte

TEGO 신규 라인 증설 기공식

헝가리 전해액 공장 기공식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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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IDE
BRIEF

지난 12월 4일 동화핀란드 직원과 협력사, 인허가 관청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고 필름 신규

지난해 9월 헝가리 투자 발표회를 통해 전해액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힌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그 첫걸음

라인 증설 기공식이 열렸다. 유럽 테고 필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동화핀란드에서 테고

으로 지난 12월 4일 헝가리 소쉬쿠트에서 전해액 공장 신축 프로젝트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

필름 신규 라인 증설에 돌입하며 첫 삽을 뜬 것.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 이번 기공식은

에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임직원, 소쉬쿠트 시장, 건설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최소 규

동화의 회사 소개 영상 시청과 환영사 및 축사로 시작,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간

모로 안전하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공장 신축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시삽식 등과

단한 다과 행사로 마무리됐다. 동화 테고 필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참가자들은 증설 공사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코로나19로 간단히 행사를 마무리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소정의 기념품도 증

성공적으로 완공되기를 기원했다.

정했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향후 전해액 공장 신설을 통해 유럽 2차 전지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Construction of new TEGO film production line
In December,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 new TEGO film production line was held with
Dongwha Finland employees, business partners and officials from the certifying organs in attendance.

Construction of electrolyte factory in Hungary
Back in September, Dongwha Electrolyte unveiled its plans to build an electrolyte factory in Soskut,

The decision to build the facility is based on the steady growth of the European TEGO film market.

Hungary. On December 4,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as finally held. It was attended by

Only a minimum number of people attended the ceremony due to the pandemic. It began with a video

Dongwha Electrolyte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mayor of Soskut, and representatives of construction

introducing Dongwha and welcome and congratulatory speeches. Then the participants posed for

and partner firms. The scope of the event was kept to a minimum, but all participants were given small

cameras and enjoyed refreshments. They expressed hope that Dongwha’s TEGO film will continue to grow

souvenirs. They listen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project and posed for cameras. The new factory

in the future and the new production line will be successful.

is expected to boost Dongwha Electrolyte production capacity needed to meet Europe’s demand for
secondary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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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트래블러

함께 떠나볼까요? Reliving Memories of Traveling through Photos

동화인 사진첩 속 추억 여행
사람이 붐비는 곳은 피하고, 멀리 이동하는

덕 많은 동료들과 함께한 울릉도 & 독도 여행
Trips to Ulleungdo and Dokdo islands
with coworkers

것도 꺼려지는 요즘. 어느새 ‘여행’이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떠났던 울릉도&독도 여행이 생각

단어도 낯설어졌다. 달라진 일상 속에서

납니다. 배를 타고 긴 시간을 가느라 고생했지만 그 모든 게 다 잊힐

안심하고 즐기는 여행길! 동화인들의

만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여행이었지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행복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난

수 있다는 독도였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덕이 많은 동료들 덕분이었을

여행 사진을 함께 꺼내 보며 즐거웠던

이겨낼 거라 믿고,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

Instead of traveling in person,
Dongwha members recalled their
happy memories of traveling the
world by looking at photos.

Lee DaeSeon, Dongwha Enterprise

Lee SangHyun, Dongwha Enterprise

까요, 문제없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 모두 잘

그날로 떠나보자.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이대선 기술과장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대리

다. 동화 파이팅! 가공보드 공장 파이팅!”

“I remember traveling with my coworkers to Ulleungdo and Dokdo
islands. Traveling by boat was a challenge, but we forgot about it in
no time, as our trip was full of fun and excitement. They say only those
whose families have lived virtuously for three generations can visit
Dokdo. I was worried at first, but thanks to my virtuous coworkers
we were able to arrive without problems. I believe we will get through
this challenge as well, and I want to make more memories with my
coworkers. Go, Dongwha! Go, board processing factory!”

단양 하늘까지 훨훨 날아오르다
Touching the sky in Danyang
“2019년 4월, 사촌들과 단양에 갔었죠. 사촌들과는 1년에 3회씩 모임을 가져 우애를 다지
고 있는데 1박 2일 여행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단양의 명소 도담삼봉과 난생처음 경
험한 패러글라이딩이 정말 인상 깊었던 여행이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
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 같이 조종사가 된 듯 포즈도 잡아보며 한껏 들
떴었지요. 아내와 사촌들, 형수님, 제수씨 모두 함께여서 더욱 즐거웠던 그날을 사진으로
다시 추억합니다.”

“I visited Danyang along with my cousins in April 2019. We travel together three
times a year, but this was our first two-day trip.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the
Dodamsambong Peaks, one of Danyang’s top attractions. We also tried paragliding for
the first time. It was beyond expression. We posed for cameras like pilots and were very
excited. Traveling with my wife, cousins and their wives was unforge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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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마음에 활력을! 대만 여행의 추억
Memories of invigorating Taiwan trip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김웅재 차장

스페인의 이국적인 풍경 속으로
Exotic Spain

Kim WoongJae,
Dongwha Enterprise

“결혼 20주년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선택한 대만 여행! 2017년 1월 결혼 기
념일을 맞아 떠난 자유 여행이었지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많은 이야기를

동화기업 PB공장 조한우 기술주임
Cho HanU, Dongwha Enterprise

나누며 연애하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중년이라는 무게, 일상의 스트레스 등 모
든 걸 잊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고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다시 보니 잊고 있던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쳤던 마음에 활력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숨 쉬기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 잊지 못할 이국의 풍경을 소환해봅
니다. 스페인 어느 공원에서 여행의 노곤함을 달래고 있을 무렵, 눈앞에 나타난 투
명 구름 예술가와 열광적인 꼬마 팬들의 환호성 덕분에 쌓인 여독을 잠시나마 풀
수 있었지요. 기암괴석들이 영험한 기운을 내뿜었던 몬세라트 산, 그라나다 알함
브라 궁전의 반짝이는 밤 풍경, 스페인 대표 특산물 올리브의 깊은 맛 등 사진 속
풍경과 맛 모두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As we were having fun in a park in Spain, a translucent cloud (soap bubble)
appeared in front of our eyes all of a sudden. Surrounded by an artist and a
group of excited kids, we were able to relieve our travel fatigue at least for a while.
Memories of my trip to the exotic destination help me find solace during the
pandemic.”

“I chose Taiwan as the destination for my 20th wedding anniversary trip in
January 2017. We left our kids at home to enjoy some freedom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We chatted a lot and enjoyed being a couple again. It was
enough to chase away the stress of being middle-aged and working hard to get
through the day. It was also a turning point that helped us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Photos that we took during the trip remind me of the good old
days and help me overcome the coronavirus fatigue.”

현지 직원들과 함께한 잊지 못할 생일 파티
Unforgettable birthday party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직원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유독 생생합니다. 먼저 2014년, 베트남 사업장 현지 직
원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 사진인데요. 진심을 다해 축하해준 사진 속 직원들! 사업 초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전
우들이기에 더욱 보고 싶네요. 호주 사업장에서 근무할 땐 태즈먼해에서 멋진 해안선을 벗 삼아 팀빌딩을 진행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데요. 항구로 돌아오는 낚싯배에서 멀미로 괴로워했던 이동진 팀장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

엠파크홀딩스 대표
채광병 부사장

Chae KwangByeong,
MPark Holdings

음이 납니다.”

“I remember vividly time spent with my coworkers when I was working at overseas subsidiaries. In 2014, local
workers at the Vietnamese subsidiary threw a birthday party for me. They congratulated me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They were there for me when we were struggling to overcome business challenges at the beginning. I
miss them a lot. When I was working at the Australian subsidiary, we did team building against the scenic
Tasman Sea. I still remember how Lee DongJin got seasick on a fishing boat. It still makes me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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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호주 HR 이명재 차장
Lee MyungJae, DWAU

동화호주 Production Mgmt
황길영 과장
Hwang GilYoung, DWAU

동화 속 마을이 눈앞에, 할슈타트
Hallstatt, a village from a fairy-tale

우리 가족의 추억이 몽글몽글, 뉴질랜드
Family trip to New Zealand

“사진으로 다시 보니 우리 가족의 첫 유럽 여행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때는

“지난 2020년 1월, 뉴질랜드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떠난

2018년 4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를 다녀왔어요. 조용하면서 멋진 풍경이 일품

지 2년 만에 다시 방문한 이곳! 가족과 함께 3년간 머물렀던 만큼 좋은 추억이 쌓인, 저희 가족에겐

인 이곳은 동화 속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만년설, 투명한 호수, 중

각별한 곳인데요. 동료들과의 반가운 재회, 우리 가족이 머물던 집, 너무도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풍

세 시대 건물이 어우러진 그 풍경을 사진에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경과 함께 또 한번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네요.”

우리 가족 추억 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답니다.”

“My family visited New Zealand in January 2020. It was my first visit there since I left the country
two years ago after working at the local subsidiary. My family has good memories of New Zealand,
where we had lived for three years. It will always hold a special place in our hearts. During our trip, I
reunited with my former coworkers. We also visited the place where my family stayed, and enjoyed
New Zealand’s beautiful scenery.”

“Family photos remind me of our first family trip to Europe. We visited
Hallstatt, Austria, in April 2018. It’s a serene and picturesque village reminiscent
of one of those villages from fairy tales. I wish I had taken more pictures of the
perennial snow, lucid lake and medieval structures there. My family still vividly
remembers our time in Hallstatt.”

66

69
11

Happiness Community

이 전시회 어때요?

예술로 치유하는 미술관 나들이
열정으로 꽃피운 화가의 인생을 비롯해 마법 같은 디지털 아트와 오색찬란한
컬러의 세계 그리고 여행의 설렘까지. 단순 감상을 넘어 체험으로 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미술관 나들이를 제안한다.
Here are some art exhibitions that invite the public to experience art on
a whole new level by learning about the extraordinary lives of artists,
appreciating digital art and enjoying the spellbinding world of colors.
자료 협조 | 유엔씨, 문화창고, 호반아트리움, 뚝섬미술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거나 예약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술관에 꼭 확인하세요.

<Hullo Hullo, Following on: 로즈 와일리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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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티켓 증정 이벤트
<아트 인 더 컬러(ART in the COLOR)>

A

<팀랩: 라이프(teamLab: LIFE)>

Art & Exhibition

R

사보 <그린동화>에서 <로즈 와일리展>과 <아트 인 더 컬러> 전시 초대권을 준비했
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
떨까요? 신청 방법은 p.84 <Notice & Event>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T
<여행갈까요>

<Hullo Hullo, Following on: 로즈 와일리展>

<팀랩: 라이프(teamLab: LIFE)>

<아트 인 더 컬러(ART in the COLOR)>

<여행갈까요>

할머니 화가의 열정적 미술 인생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디지털 아트

이토록 다채로운 컬러의 세계

미술관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로즈 와일리는 76세 최고령 신진 작가에서 86세에 미술계의 슈

<팀랩: 라이프> 전시에서는 빛과 조명에 자연을 담아 연출한 작

아름다운 색은 때로 마음을 치유하고, 각각의 색은 저마다의 이

<여행갈까요>는 해외여행의 갈증을 달래고 여행의 추억을 꺼내

퍼스타가 된 영국 화가다. 오랜 세월 무명이었지만 끝까지 그림

품들을 만날 수 있다. 8개 전시 공간의 벽과 바닥, 천장에는 자

야기를 품고 있다. <아트 인 더 컬러>는 7개국, 12명의 작가가 자

볼 수 있는 전시다. 여권과 항공권을 콘셉트로 입장권을 만들고,

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비로소 세계적 아티스트가 됐다. <로즈

연(꽃, 나비, 동물, 파도 등) 영상과 이미지가 펼쳐진다. 관람객

신만의 컬러를 담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총 16개의 공간

공항과 비행기 내부를 재현한 덕에 실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와일리展>은 그녀의 열정적 미술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세계 최

은 단순 감상을 넘어 작품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에서 미디어, 회화, 조각, 일러스트 등 240여 점의 작품을 만나

다. 관람객은 기내 좌석에 앉아 창밖 하늘을 바라보고 기념 촬

초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회화, 드로잉, 설치미술, 최신작에 이

꽃으로 이뤄진 동물 형상에 손을 대면 동물이 소리를 내며 서서

볼 수 있다. 특히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

영도 하며 잠시나마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다. 탑승 체험을

르기까지 원화 150여 점을 선보이며 특히 영국 테이트 모던 미

히 사라진다. 거대한 꽃을 만지면 손에 반응한 꽃이 시들었다가

가 ‘오리여인’과 일상 속 컬러의 무릉도원을 빛으로 표현한 미

마치면 전시 공간으로 이동해 ‘여행’을 주제로 한 작가들의 작

술관의 VIP룸에 전시돼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었던 작품들도

다시 피어나기도 한다. 이들 영상은 사전 제작된 것이 아니라

디어아티스트 이석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관람객

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축구 선수 손흥민을 모티프로 한 그림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 첨단 기술을

이 ‘나만의 컬러’를 찾아가는 체험형 전시도 마련되어 있으니, 자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 단체들과 연계한 캠페인도 진행

선보여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접목한 화려한 볼거리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신의 마음을 끄는 색깔은 무엇인지 재미 삼아 찾아봐도 좋겠다.

중이다.

전시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제 1·2 전시실)

전시 장소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관

전시 장소 호반아트리움(경기 광명시)

전시 장소 뚝섬미술관

전시 기간 2020년 12월 4일~2021년 3월 28일

전시 기간 2020년 9월 25일~2021년 4월 4일

전시 기간 2020년 7월 3일~2021년 2월 28일

전시 기간 2020년 9월 26일~2021년 3월 1일

관람 시간 10:00~19:00

관람 시간 10:00~20:00

관람 시간 10:00~19:00

관람 시간 11: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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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ommunity

Untact Trip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새롭게 정련하고 싶다면 순백의 설원으로 떠나자. 눈이 소복이 쌓인 자연을
바라보고 걷고 잠시 머물다 보면 마음까지 맑아진다. 완벽한 휴식을 선사하는 호캉스도 좋고, 낭만 가득한

캠핑족 vs. 호캉스족 Camping vs. Hotel Vacation

설경 맛집으로 고요한 힐링 타임

캠핑도 겨울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If you’re looking to purify your mind ahead of the new year, visit a snow wonderland.
Stroll in the snow-covered landscape to lift your mood and boost your spirits. Spending
quality time at a hotel or having fun camping is also a good way to enjoy winter.

캠핑족

호캉스족

CAMPING
눈꽃과 함께하는 ‘덕유대오토캠핑장’

눈 내린 설악산의 파노라마 뷰 ‘켄싱턴호텔 설악’

Auto-camping With Snowflakes at

Panoramic View of Snow Wonderland from

‘덕이 많고 넉넉한 산’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다. 봄

호텔 객실에서 설악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힐

이면 흐드러진 산철쭉으로, 여름이면 무주구천동 계곡으

링 스폿. 켄싱턴호텔 설악에서는 객실 발코니에서 설악산

로, 가을에는 만산홍으로 여행자를 불러들이는 덕유산은

의 풍광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9층 비스트

겨울에는 눈부신 설경이 압권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덕유

로&바 ‘애비로드’에 딸린 야외 루프톱에서는 설악산의 거

산에 올라가면 향적봉(1,614m)에 활짝 핀 상고대를 감상할

대한 바위 봉우리인 권금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국내 유일

수 있다. 덕유산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국립공원 중 최

의 비틀스 뮤지엄 콘셉트로 꾸민 애비로드에는 멤버들이

Deokyudae Camp Site

Kensington Hotel Seorak

대 규모를 자랑하는 덕유대야영장에 머물러보자. 텐트를

사용했던 기타, 존 레논이 직접 착용한 오리지널 슈트, 폴

칠 수 있는 1~6영지(426동, 동절기 폐쇄)와 자동차 및 카

가족 캠핑러에게 최적인 ‘칠갑산오토캠핑장’

매카트니의 친필 악보 등 다양한 소장품이 전시돼 있다. 무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 휴식 ‘포레스트 리솜’

라반 전용인 제7영지(71동), 체류형 숙박 시설인 통나무집,

Chilgapsan Auto-camping Site for Families

엇보다 켄싱턴호텔 설악의 가장 큰 매력은 걸어서 7분이면

Forest Resom for a Perfectly Private Getaway

황토집, 카라반, 솔막 등(28동)이 조성돼 있다.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는 겨울 캠핑의 성지라 불리는 칠

설악산국립공원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설산을 바라보며 노천 스파를 즐기고 싶다면 포레스트 리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56(덕유대야영장 제7영지)
•문의 063-322-3173, reservation.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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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VACATION

갑산이 있다. 여기 칠갑산 자락의 까치내 계곡에 자리한 칠
갑산오토캠핑장은 가족 캠핑러들에게 인기. 3만 7,267㎡

•위치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998
•문의 1670-7463, www.kensington.co.kr

솜이 정답이다. 포레스트 리솜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기
운이 모이는 곳이자 다양한 약초가 자라는 ‘치유의 도시’ 제

의 면적에 카라반 29면과 자동차 야영장 28면, 취사장 2동,

천의 주론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약 20만㎡에 걸쳐 산장

어린이 종합 놀이터, 쉼터, 운동시설, 다목적 잔디광장, 족

형 빌라 객실이 갖춰져 있고, 4개의 산책로가 객실로 이어

구장과 숲길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칠갑’이란 이름

져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프라이빗한 휴식을 즐길

은 우주 만물 생성의 원리인 칠(七) 자와 천체 운행의 원리

수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30여 개의 스파 프로그램도 힐

가 되는 육십갑자의 으뜸을 상징하는 갑(甲)에서 연유됐다

링을 선사한다. 체질 분석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체질탕

고 한다.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칠갑

을 즐길 수 있는 사상체질 스파, 자연석을 깎아 만든 프라

산 천문대 ‘스타파크’에도 방문해보자.

이빗 스톤 스파가 인기다.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710
칠갑산오토캠핑장(매월 1일 13시 예약)
•문의 041-940-2700, camping.cheongyang.go.kr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문의 043-649-6000, resom.co.kr/forest

71

Welcome to
Dongwha Universe!

동화에 꼭 필요한 인재들
“동화그룹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동화가 보유하지 못한 능력을 지
닌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경력직 입사자들이 성과 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회사는 이미 그 능력을 알
고 있으니, 여러분의 특별함을 동화를 위해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해주세요. 동화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동화 경력직 직원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2020년 하반기 신
규 입사자 입문 교육이 1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인사홍보실 최주영 상무는 신규 입사자들을 향한 기대
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환영 인사를 대신했다.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은
새롭게 동화에 합류한 구성원들이 조직 안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과정. 동화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와 인재상, 핵심가
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재, 화학, 오토 사업군을 포함한 동화의 전체

DONGWHA
RUN & LEARN

비즈니스 영역과 밸류 체인을 알아보는 자리다.

동화의 ‘일잘러’로 거듭나기
기존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은 동화의 역사와 경영 철학 강의로 시작하
곤 했다. 동화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조직에 안착할 수 있

LEARNING

1

2020 하반기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H2 2020 Training for New Employees

도록 돕는 커리큘럼이었다. 2020년 하반기 교육에서는 새로운 강의로

웰컴 투 동화 유니버스

특강. ‘동화는 경험해보니 000이다’, ‘동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수한 인

문을 열었다. 바로 “동화에서 ‘일잘러’란?”을 주제로 한 최주영 상무의

경력직 직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2020년 하반기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이
진행됐다. 동화의 사업 내용과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조직 안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신규 입사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
Experienced employees who joined Dongwha in the second half of 2020
received training aimed at helping them adapt to their new workplace.
They learned about Dongwha’s business areas and core values, as well
as how to produce results and build a network with their co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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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인정받을까?’, ‘동화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면?’, ‘동화에 전파하

Dongwha’s essential workers

고 싶은 이전 직장의 좋은 문화는?’ 등의 질의응답을 통해 동화가 추구

The first lecture was given by HR and PR

하는 조직 문화와 인재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에 몰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감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조직개발팀 문성연 과장이 새롭게 정립된 핵심가치를 소개했다. 동
화의 문화를 처음 접하는 신규 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번 강의는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퀴즈에 적극 참여하며
‘자율, 협업, 변혁’이라는 새로운 핵심가치를 쉽게 숙지할 수 있었다.

Team Executive Director Choi JooYoung. The
training session was organized to help the
new members produce better results. They

동화기업 SF개발팀 김민식 대리

동화기업 원창팀 김도현 사원

Kim MinSik
Dongwha Enterprise

Kim DoHyun
Dongwha Enterprise

스마트팩토리 관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라는 플랫폼

새롭게 정립된 핵심가치에 대한 인사홍보실장님의 특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현재는 소재사업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

온라인 토의, 익명 토론, 적극적인 의견 수용 등 강의의 방식과 과정 안에 동화

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동안 스마트팩토리를 화학사업부로 확장하면 좋겠다는

가 지향하는 자율, 협업, 변혁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룹 전체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부지런히 고민

‘나’는 작은 존재지만 구성원들이 모여 큰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열정

하겠습니다.

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I am in charge of developing smart manufacturing. Currently I am working
on boosting production in the Materials BU through a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While participating in the workshop I realized it would be great
to expand smart manufacturing to the Chemical BU as well. I will strive to
contribute to the company’s growth.

I was impressed by the lecture on new core values. The way it was
held online forum, anonymous discussion and proactive opinion
collection represented Dongwha’s values of autonomy,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 Although I am just a small individual in the organization,
we can produce big results if we all join hands.

learned about Dongwha’s organizational
structure, core values and business areas.

Becoming good workers
Dongwha’s training provided in the second
half of 2020 began with a new lecture on what

신규 입사자들은 ‘자율, 협업, 변혁’을
바탕으로 성장해나가며 동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it takes to be a “good worker” at Dongwha.
The trainees posed questions about working
at Dongwha, the company’s unique corporate
culture, and good tips from the previous
workplace that the trainees would like to share
with Dongwha.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행복
교육 1일 차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는 동화의 비즈니스 및 조직 이해를 돕
는 강의가 진행됐다. 동화 전체 사업군을 살펴보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을 고취하는 시간. 자신이 속하지 않은 사업군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면
추후 타 부서와도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동화의 해
외 사업장 소개를 비롯해 주재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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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Organization Development Team
Section Chief Moon SungYoun introduced
Dongwha’s new core values.

Growing with the company
From the afternoon of day one and until the
following day, the trainees learned about

각자 다른 사회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해나갈 신규

Dongwha’s business areas and organizational

입사자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 협업, 변혁’을 바탕으로 성장해나가며

structure. It helped them boost their pride as

동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members of Dongwha.

11

Dongwha’s
Future
Heroes

32기 신입사원 입문 교육 Training for New Employees

동화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은 코로나19가 결코 바꾸지 못한 것도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이다. 32기 신입사원 입문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졌지만
동화기업의 핵심가치를 깊이 공유하고 동기, 선배들과 유대를 나누는 뜨거운 소통의 시간이었다.
COVID-19 has changed our lives drastically. But some things are impossible to change
even during the pandemic – the passion and determination of those who just graduated
from college and began building their careers. In 2020, training for new Dongwha
members was held online. The new employees learned about Dongwha’s core values
and became acquainted with their coworkers.

DONGWHA
RUN & LEARN

첫 출근, 어떤 기대를 했나요?
지난해 12월 21부터 29일까지 6일간 신입사원 입문 교
육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교육 첫날

LEARNING

2

에는 9명의 입사 동기들이 원창홀에 모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에 임한 이들은
긴장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첫 순서는 최주영 상무
와 9명 신입사원들의 대화의 시간으로 시작됐다. 처음
대면한 신입사원들은 자기소개를 하며 “직장 생활에
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끈끈한 사

76

이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친해졌으면 좋겠고 함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 온라인 교육

께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전했다. 최주영 상무는

이후 5일간은 팀즈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이 시행됐다. 핵심가치 및 교육제도를

“입사 첫날, 어떤 기대를 하고 왔나요?”, “어떤 염려를

비롯해 소재·화학·오토라이프·미디어 사업 등 동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숙지

하고 왔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신입사원들의 기

하는 시간이었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상으로 조별 과제를 실시했고,

대와 고민을 경청했다.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핵심가치와 비즈니스 이해를 위한 셀프 스터디 예습 활동도 함께 병행됐다. 특히

있을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에, 최 상무는 “끊임없

새롭게 바뀐 핵심가치 교육은 퀴즈 형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적극 참여하며 배울

이 도전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하면 본인뿐만 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수업 중간에 진행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역시 동기들

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배운다”, “불안을 떨쳐내라.

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현업 팀장과의 화상 면담, 팀원 및 사수와 만

직장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다. 사소한

나는 시간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 유대감 형성은 물론 이후에도 원활하게 재택

일에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날에는 학습한 내용을 조별로 발표하며 전체

나가면 역량이 커질 것이다” 등 따뜻하면서도 실질적

적인 교육 과정을 점검했다.

인 조언을 들려주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했다.

신입사원들의 여정은 이번 입문 과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향후 팀과 업무에 잘 적

이어 동화의 인사제도, 재무회계, Office 365 실습 등

응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동화의 선배들이 함께

주요 시스템을 차근차근 배우며 첫날을 마무리했다.

조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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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뉴 페이스를
소개합니다

01

동화의 새 가족이 된 9명의 신입사원들을 만나보자. 동화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설렘과 그들이 선배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한다.

01, 02, 03 이번 신입사원 입문 교육은 동화의 발 빠른 대응이 빛난
시간이기도 했다. 최초의 온라인 신입사원 입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동화의 선제적인 IT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03

02

동화에 품은 저의 자부심만큼 저도 동화의
자부심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선배님들
께 ‘실수해도 괜찮아’, ‘잘 크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입사원
으로서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돼줄
것입니다.

“제웅 씨, 
잘 크고 있군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활동에 참여해
하루빨리 듬직한 동화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선배님들께는 ‘잘
한다’, 동료들에게는 ‘고맙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서로 돕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
는 동화인이 되겠습니다.

“잘한다!”, “고마워!”
“Good job!” “Thanks!”

“You’re growing well!”
새롭게 바뀐 핵심가치
교육은 퀴즈 형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적극 참여하며 배울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지금의 떨림과 설렘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2021년이 ‘보드영업 전문가’라는 목표를 향
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으로 선배님들의 기대
에 200% 부응해, “저놈 참 잘 뽑았다”라는
말을 듣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저놈 
참 잘 뽑았다!”
“Nice pick!”

Expectations on the first day at work
Training for new employees was held on December 21~29 online and in person. On day one, the nine
newcomers got together at the Wonchang Hall to receive training in line with social distancing rules. They
first met with Executive Director Choi JooYoung to introduce themselves and express their hopes and
aspirations for their first job. She asked them about their expectations and concerns on their first
day at work. When they told him they were worried about their abilities to perform their job properly, She
said, “Never stop trying. It’s okay to fail. When you fail, it’s a lesson not only for you but for everyone around
you as well.”

Online training full of vigor and excitement
During the remaining five days, training was provided online via Teams. The trainees learned about
Dongwha’s core values and businesses. They carried out tasks in teams via video conferencing, and tried
their hand at self-study to learn more about the company’s core values and businesses. They particularly
enjoyed a quiz about Dongwha’s new core values and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which helped
them bond. The trainees met their team leaders online to establish communication and prepare for
working from home. The training session highlighted Dongwha’s swift response to the pandemic. Even
though it was the first-ever online training for rookie employees, it turned out to be a success thanks to
Dongwha’s outstanding digital environment, which it had built so far. The new employees will later meet
with their seniors as part of the mentoring program designed to help them adapt to their new workplace
and develop their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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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건장재1팀
조제웅 사원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장진규 사원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이주람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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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는 조직 생활부터 직무 수행까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 한 해입니다. 선배들
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일을 맡기기 편한 후
배’가 되고, 동료들의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
로 대응해 ‘함께 일하기에 편한 동료’가 되겠
습니다.

동화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시설지원팀의 업
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승민 씨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으면 큰 힘이 되고 감사할 것 같
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노력해야 생길 수
있기에, 제가 듣고 싶은 말에 어울리는 사람
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식 설비와 스마트팩토리를 자랑하는 아
산MDF공장에서 근무하게 돼 가슴이 뜁니
다. 일할 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야~”,
“역시~”라는 감탄사와 “밥 먹자” 등 친근한
대화입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전하
고 성장해, 시설지원팀에 보탬이 되고 싶습
니다.

“일 맡기기에 
참 편한 후배예요!”

“승민 씨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이야~ 역시, 
경석 씨!”, “밥 먹자!”

“She’s always a pleasure
to work with!”

“We can always trust
this guy!”

“I knew you could pull this off!”
“Let’s grab a bite together!”

동화기업
연구기획팀
김서희 사원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정승민 사원

입사 후
선배,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은?

대성목재
PB공장
지준태 사원

동화기업
ERP팀
김혜린 사원

올해 저의 목표는 동화의 문화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업무 역량은 착실한 배움으로 키
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잘 들어
왔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먼저 잘 배우고 싶
습니다! 선배님들께 업무 내외적으로 많이
배워서 2022년에는 더 큰 꿈을 꾸겠습니다.

동화의 가족이 돼 설레고 행복합니다. 하루
하루 즐겁게 선배님들과 협업하면서 전문성
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혜린 씨만 믿을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선배님과 동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겠습
니다. 성장해나가는 ERP팀의 유능한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대성목재
시설지원팀
정승구 사원
새로운 시작이 설레면서도 대부분의 전공을
이론으로 배웠기에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
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걱정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를 극복하며 신입사원으로
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직
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이놈 
잘 들어왔네.”

“혜린 씨만 
믿을게요.”

“최선을 다하는 
승구 씨!”

“You made the right
decision to take this job”

“You’re the only one
I can trust”

“He’s doing his best!”

동화기업
시설지원팀
송경석 사원

Dongwha’s newcomers have shared their impressions
of their first job and what they want to hear from thei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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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to a
New Start
with
Dongwha!

SF기획팀
이용현 사원

Lee YongHyun Smart Factory Planning Team
온라인서비스팀
정재림 차장

2020 4분기 신규 입사자들의 각오
Q4 2020 New Members’ Resolutions

동화와 함께
새로운 출발!

동화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 무척 기쁩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시스템
을 최적화, 효율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PLC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I am happy to be part of the Dongwha family. I will do my best as a PLC engineer who
never falls into complacency and always strives to make things work better.
Jeong JaeRim Online Service Team

새로 꾸려진 온라인서비스팀에서 팀장을

태양합성
Taeyang Chemical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네요. 당분간 최

WELCOME
DONGWHA

NEW FACE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함께 도전해나갈

우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생

동화의 신규 입사자들이 각오를 전해왔다.

각이에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이들의 열정
가득한 메시지를 전한다.
Dongwha’s newcomers have shared
their resolutions full of passion and
fresh energy.

I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s
the head of the newly established Online
Service Team. I plan to focus on top-priority tasks for the time being. I ask for your
support.

SF기획팀
김기태 과장
영업팀
김재성 차장
Kim KiTae
Smart Factory Planning Team

동화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Kim JaeSung Sales Team

최선을 다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동

동화기업
Dongwha Enterprise

온라인서비스팀
곽주형 과장
연구기획팀
박민수 수석 연구원

화가 글로벌 No.1이 되도록 노력하겠

영업팀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팔 수 있는 건 다

I will fulfill my responsibilities,
and promote communication and
unity so that Dongwha can become
number one in the world.

팔아치우겠습니다.

I will do my utmost to sell as much
as possible!
인사팀
이우엽 대리

Kwak JooHyung Online Service Team
Park MinSoo R&D Planning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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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에 도

Lee WooYeop Human Resource Team

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무엇보다

동화인으로 함께 꾸는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 처리로 기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니다.

저의 노력이 동화의 성장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contribute to turning Dongwha’s dreams
into reality.

I will do my best with pride in my
workplace. I want to be remembered by
my coworkers as a good person.

I will search for ways to work efficiently and contribute to Dongwha’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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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Event
<그린동화>는 동화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 Dongwha”
사보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동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reen Dongwha” always welcomes its readers’ participation, encouragement and

advice. We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가족 체험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 사보에 실렸으면 하는 동료를 추천해주세요.

전시 티켓 증정 이벤트

매사 의욕이 넘치는 동화인,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동
화인, 아이디어가 많은 동화인 등 혼자서만 알기 아까운 동
료를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동화인은 다음 호
사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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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메마른 감성을 따뜻하게 충전하고 싶은 동화 가족들을 위한
전시 티켓 증정 이벤트! 사보 <그린동화>에서 <로즈 와일리展>과
<아트 인 더 컬러> 전시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예쁜 그림을 감상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각 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68
<Art & Exhibition>을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 우리 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사업장이나 팀마다 고유의 개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혹은 우리 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업무 성과
가 돋보이는 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 등 좋은 사
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보를 통해 그 비결을 공유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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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 원하시는 전시명과 함께
신청 사연을 보내주세요. 당첨자에게는 해당 전시 티켓 2장을
드립니다.

메일 보낼 곳
shhwang@dongwha.com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황세희 사원

신청 마감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동화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화그룹은 소재, 화학, 오토라이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동화의 제품 및 서비스 중 궁금했던 부
분이 있다면 취재를 요청해주세요.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Dongwha, feel free to ask!
If you would like to hear more stories more about
Dongwha’s products and services, feel free to let us
know. We will do our best to publish fun and easy-toread stories about them.

문의 | 동화기업 인사홍보실 커뮤니케이션팀 황세희 사원 Tel | 02-2122-0568

지난 호 퀴즈 정답
Q1. ④ 행복

Q2. ① 회복 탄력성

지난 호 퀴즈 당첨자
동화기업 커뮤니케이션팀 신동업
동화기업 강화마루공장 서영배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권병욱

한국일보 경영관리팀 최영석
동화기업 PB공장 조한우
동화기업 총무팀 박은선

E-mail | shhwang@dongwha.com

*사보 문의 사항은 사보지기 황세희 사원에게 연락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Hwang SeH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