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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긴 호흡에서 볼 때 위기는 늘 도약의 기회이며, 미래는
도전하는 개척자의 몫이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힘으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라도 동화인 하나하나의 힘이 모아진다면 능히 산을 옮기고
만리를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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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has taught us many times that any crisis is an
opportunity and that the future belongs only to those who
take on new challenges. We have overcome numerous
obstacles so far thanks to our unswerving spirit and courage.
If we pull together, we can move mountains and attain the
highest of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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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ing Innovation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VISION 2013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멀게만 보였던
목표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2011!
모두 혁신의 희열에 빠져보자.
Theme Essay-2 혁신 성과, 그 희열에 빠져들다

They attained their goals by never giving up and doing their utmost
to create new values. Change and challenge are the buzzwords of 2011.
Let’s all experience the joy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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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11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글로벌 매출 1조 790억원, 영업이익 646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화인 모두의 의지를 담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목표달성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며 실패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만성적인 실패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올해 경영목
표를 반드시 달성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력사업인 소재사업군은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전략을 기반으로 원가경쟁력과 기술력 강화를 통하
여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만들어 가야 하며, 한편으로는 해외로 눈을 돌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

하우징 사업군의 경우 마루를 포함한 건장재 사업은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새로운 성장동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고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제품개발, 상품소싱, 영업력 배가는 기본이며, 국내 시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넘나들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
라이프 사업군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딛고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향후 동화의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기필코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워내

외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건설경기의 침체, 만성적인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사업

야 합니다.

은 부침(浮沈)이 심했고, 신규 사업은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부진한 실적으로 한 해

둘째, 전사적으로 운영효율을 극대화 해야 합니다.

를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는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의미 있는 성

이는 단순히 Cost를 줄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구조와 고객가치와 무관

과를 만들었으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

한 생산.영업 활동의 지속, 부서간.구성원간에 소통하기 힘든 조직구조 등으로 인하여 전사적으

적인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로 비효율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동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부터 다시 살펴 봅시다. 업무의 원칙과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지,

동화 가족 여러분 !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와 비효율은 없는지, 그 동안의 작은 성과에 자만하고 나태하지는 않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0년 10대 히트상품에 “슈퍼스타 K”와 “여자 국가대표 축구팀”

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 보고, 기본을 바로 세우고 보다 창조적이고 부가가치 있는 일

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슈퍼스타 K는 평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수를 발

에 전념함으로써 개인과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2010년 케이블 방송사상 18.1% 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였
습니다. 아울러 여자축구 대표팀은 세계 여자 축구계의 3류팀에서 일약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

월드컵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둘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슈퍼스타 K는

역사의 긴 호흡에서 볼 때 위기는 늘 도약의 기회이며, 미래는 도전하는 개척자의 몫이었습니

외모도 떨어지는 중졸 학력의 환풍기 수리공이며, 행사장 가수로 전전하던 “허 각”이라는 인물

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우보만리(牛步萬里)” 어리석더라도 꾸준히 하면 산을 옮길 수 있고,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 국

우직한 소의 걸음이 만리를 간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가대표 축구팀은 열악한 인프라와 팬들의 무관심에도, 묵묵히 실력을 연마한 결과 월드컵 우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힘으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라도 동화인 하나하나

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의 힘이 모아진다면 능히 산을 옮기고 만리를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동화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동화는 목질

올 한 해를 고성과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화인 모두

판상재 업계의 일등기업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만연된 품질사고, 고객가치에

가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2011년 경영목표 달성은 물론, 2013년 매출 2조. 영업 이익율

기반하지 않은 업무관행,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치열한 목표의식 부재 등 일등기업이라는

10% 라는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합시다.

자부심에 걸맞지 않은 관행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올 한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

동화 가족 여러분 !

력합시다.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합니다. 보드사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군은 뿌리를 흔드는 바닥으로 부터
의 변화을 통하여 기본을 다져야 하며, 신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감사합니다.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고성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2011년 경영방침으로 다음 두 가지를 당부하고저 합니다.

2011년 1월 3일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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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we must attain our business goals in 2011 no matter what.

The eventful
year 2010and the year 2011
has ended

has begun

This year, we aim to achieve 1.79 trillion won in global sales and 64.6 billion won in the
operating income. It’s a big challenge given the difficult business environment. We have
become too accustomed to failures when it comes to achieving our goals. It’s about time
we stopped our chronic incapacity and did our best to realize our goals.
The materials sector, which is our core business area, has no future unless we do away
with old practices. We must develop eco-friendly, high added-value materials,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and bolster our technologies in order to survive the cutthroat competition.
We must also turn our eyes to overseas markets and expand our presence abroad.
In the housing sector, it is urgent for us to unearth new growth engines for construction

Beloved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materials, including flooring. To that end, we must not only develop new products

The eventful year 2010 has ended, and the year 2011 has begun. I wish you and your

and bolster our marketing capacity but also create a business structure that will help

families the best of luck and happiness in the new year.

us extend our global reach. Our auto service sector has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and is about to make a start. We must nurture it into our future growth engine

The year 2010 was full of joy and regret. Our existing business areas were presented

and ensure its success no matter what within this year.

with multiple difficulties because of the stagnated economic growth in the nation

Secondly, we must maximize our work efficiency.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chronic shortages of raw materials, while our

That doesn’t mean cost reduction only. Our inefficiencies are caused by our high-cost,

new business areas produced poor results because we failed to set the right direction.

low-efficiency business structure, production and business activities that neglect

Nonetheless, we produced meaningful results thanks to our passion and challenging

customer needs, and miscommunication among divisions and employees. If we don’t

spirit, and laid stepping stones for new endeavors. I want to thank you all for your hard

stop this now, Dongwha will become a thing of the past in no time.

work.

Let’s take a look at our basics. We must take a coolheaded look at whether we truly abide
by principles and rules, whether there is no waste and inefficiency, whether we are too

The list of the top-10 hits of 2010 select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mplacent with small results. We must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ach individual

includes “Superstar K” and the national women’s soccer team. As many of you already

and our company as a whole by getting the basics right and focusing on more creative

know, “Superstar K” is an audition show that unearths talented singers among ordinary

and valuable things.

people. Last year, its viewer ratings surpassed 18 percent, setting a record in the history
of cable TV. The national women’s soccer team, for its part, rose to stardom by winning

History has taught us many times that any crisis is an opportunity and that the future

the World Cup. “Superstar K” is credited highly for discovering the genius singer Heo

belongs only to those who take on new challenges.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that

Gak, who was just an ordinary technician and whose looks are far from attractive. He

even a foolish man can move a mountain. We have overcome numerous obstacles so

was able to gain recognition thanks to his passion for singing and extraordinary talent.

far thanks to our unswerving spirit and courage. If we pull together, we can move

The national women’s soccer team was able to achieve a precious victory at the World

mountains and attain the highest of goals.

Cup despite the harsh conditions and low popularity.

Let’s work toward producing stellar results this year. Let’s realize our business goals
for 2011 as well as our 2013 goal of 2 trillion won in sales and a 10-percent operating

Today, I would like to take a look back at Dongwha. For a long time, Dongwha has

incom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arduous efforts.

maintained the top status in the wood-based materials industry. But our top status was

Let’s do our best to prevent work accidents this year as well.

marred by numerous quality defects, the neglect of customer needs, and the reckless
pursuit of goals. It’s about time we changed. We must strengthen our basics including

Thank you.

the board sector and lay a solid foundation for new business areas. Without such
strenuous efforts, we will never achieve high goals. For this year, I have set two business

January 3, 2011

goals.

CEO Seung Myung-ho, Dongwha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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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변화는 끝도 중단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 입니다

동화 말레이시아 대표 _ 채광병

가치관

많은 시간 잊어버리고 살았던 ‘혁신’이라는 단어를 접하니 革新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아주 생

기업경영의 요인으로 ‘변화와
혁신’은 성공적인 기업, 존경 받는
기업의 필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혁신’은 말처럼
쉽지만은 안은 부분일 것입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혁신’은 무엇인가요?

소한 단어로 느껴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거창하고 뭔지 모
르지만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까요? 이번 인터뷰가 예전의 기억을 되짚어 돌아 볼 수 있는

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혁신은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생각될 때도 있

계기가 되어 사실상 너무 행복합니다.

지만 반드시 전 부분에 걸친 혁신활동이 본격화 될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자부합니다.

혁신은 한자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가죽을 돋는 행위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고 영어의
Innovation은 라틴어 nova(‘new”)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만에 기억
을 더듬어 봅니다.
기존의 낡고, 쓸모없고, 생산성없는 가죽을 벗겨내는 改革을 통해 새로운 가죽으로 바꾸는 행
동의 관점에서 革新을 음미해 본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많은 일
들이 바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과 관점을 과감히 바꾸어 새로이 개선
된 결과물을 얻어내고 또한 만들어 냈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2011년. 계획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도전과 변화는 끝도 없고 중단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고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동화의 주요
거점입니다. 2011년. 올해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꼭 도전하고
싶거나 변화에 필요한 주요계획이
있으시다면?

싶은 일들을 하나 하나 열거 하면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나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비전을 처
음으로 수립하여, 2011년이 원년이 되며 향후 5년의 우리 비전에 응집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비전 2015. 동화소재사업군의 리더 및 중심
(We become a leader and centre of Material Business Unit).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하며 이는 기존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직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원가졍쟁력을 갖추어 조만간 다가 올 치

다면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관념의 틀에

열한 시장경쟁에서 최후에 살아남을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차근 차근 준

서 벗어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선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

비를 해야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가 조직 및 인적 역량 강화 부문이

어져 보다 나은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전 과정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며 사람에 대한 변화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뭉칠
수 있도록 Dongwha Malaysia Boleh!(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은 할 수 있다-Dongwha
Malaysia can do anything)를 외칩시다.

말레이시아 사업장

말레이시아 사업장 총괄 업무를 수행해 온 지난 16개월 동안 혁신이라는 주제를 전사적으로 공

2011년에는 전 직원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로 무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는 다른 문화,
기후,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방식,
진행 과정 등도 많이 다를 것이라
예상 되는데,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혁신'적인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혁신을 통한 성과
사례, 혹은 프로젝트 성공,
현지 직원 변화 등....)

지하여 활동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기존 관념의 틀을 벗어나 기본에 충

이를 위해 수직, 수평의 끊임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모든 직원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수 있

실하여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의 “Get the basics right!”이라는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 슬

는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반드시

로건을 만들어 끊임 없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Slogan Contest를 개최하기도 하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습니다.

그리고 생산부분의 안정화를 통해 품질 및 원가졍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 슬로건은 기본에 기반을 하지 않은 다소 잘못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하여 미래의 내부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fire fighting 그리고 임기응변에 의한 성과 및 실적위주의 마인드를 바꾸어 항상 기본에 근거
한 생각과 개념으로부터 행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회사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공감을 통해 실행된 혁신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나 강제와 명령에 의한
의지와 관계없이 추진된 혁신은 당장의 성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결과를 유지할 수는

비전

용감을 넘어선 무모할 정도의 겁 없는 도전, 한심할 정도로 언제나 꽉 차 있는 자신감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동화
말레이시아의 궁극적인 비전은?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큰 꿈을 그려 온 제가 생각하는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비전은 앞
서 이야기 했던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비전 2015의 달성이 당면과제이나 이를 최대한 앞당

없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속에 겉으로만 움직이는 반강제적인

기고 궁극적으로 제가 꿈꾸는 동화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비전은 ‘동남아 100대 기업’을 만드는

혁신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람에 초점을 둔 생각과 관념을 바꾸는 ‘기본에 충실하자’라

것입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5개국에서 보드사업이라는 전

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을 바탕으로 한 동남아 100대기업으로 우뚝서는 사업장으로 만들고 싶은 도전적인 비전을

실질적으로 일부분에서는 그 동안 무시되었던 사용자 매뉴얼을 찾아 보는 등 변화의 모습이 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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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stop pursuing
new goals and changes
CEO Chae Kwang-byeong _ DMH

Values

What is the reason the word “innovation” sounds so novel when you hear it for the first

Change and innovation are
regarded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a successful
and respected corporation.
But innovation, which
refers to changing old
things completely, is not
easy to implement. What is
“innovation” to you?

time in a while? Perhaps it’s because of the strong message it sends and its daunting
meaning. I’m happy that this interview is a chance for me to look back on the past.
In Chinese characters, “innovation” means “changing old things.” In English, the word
“innovation” originated from the Latin word “nova” (“new”). It’s been a while since I
talked about this. As “innovation” refers to changing old, useless and inefficient things
into new ones, everything around us and everything we do can be called “innovation.”
As long as you boldly change your thoughts and perspective and improve or create
things, you innovate.
The top prerequisite of innovation is changing your way of thinking. Unless you do

2011 plans

Dongwha Malaysia will never stop pursuing new goals and changes. We have hundreds

away with your old perspective, you can’t expect innovation. It’s important to focus on

Malaysia is Dongwha’s strategic
point in terms of its overseas
presence. What ambitions and
plans have you set for this year?

of projects to carry out, but it’s the first time we set our vision, which represents our

people and change your way of thinking in order to improve things and produce better
results.

plans for the next five years.
Vision 2015
We become a leader and centre of Material Business Unit”
We must prepare for the fierce market competition by bolstering our organizational

Example of Malaysia Factory

While overseeing our Malaysian business site over the past 16 months, I didn’t promote

capacity and human resources, improving product and service quality and enhancing

The culture, climate and
values of Malaysia differ from
those of Korea. Therefore,
working there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and
different work processes.
What innovative activities
has Dongwha Malaysia
been carrying out? (Success
stories based on innovation,
successful projects, changes in
local employees)

“innovation” per se. But I set our slogan at “Get the Basics Right!” to encourage

price competitiveness. Of those, we will focus on bolstering our organizational capacity

employees to do away with their old way of thinking and stick to the basics. We have

and human resources because without changing people we can achieve nothing. Our

been talking about this constantly. Last year, we held a slogan contest.

catchphrase “Dongwha Malaysia Boleh” is aimed at strengthening our solidarity.

Our slogan encourages employees to base their actions and decisions on the basic

I hope that in 2011 our employees will develop a positive and challenging mindset.

principles and overturns the old mindset, which was based on negative experience and

To that end, we must improve communication on various levels to encourage our

unpreparedness and valued results only. Innovation that is carried out from the bottom

employees to pull together. That way, we will be able to win any competition and

of the heart and through consensus lasts a lifetime, whereas innovation performed

survive. By enhancing the safety of our production division, we will improve product

by force against people’s will can only produce immediate results that don’t last long.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Rather than forcing people to implement change and innovation without preparation,
we focus on people and stick to the basics, even if it takes more time.
The results have been positive so far, with many employees looking up user manuals,

Ultimate goal

To me, Dongwha Malaysia’s vision lies in the dauntless pursuit of changes, strong

which had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I believe that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Dongwha Malaysia in your
opinion?

confidence and high goals. Our immediate task at hand is achieving our Vision 2015,

someday all our work processes will be innovated.

but I want that to happen as soon as possible. My ultimate goal is to make Dongwha
Malaysia one of the top-100 corporations in Southeast Asia. I want to recklessly pursue
the goal of making Dongwha Malaysia a leading board manufacturer in Singapore,
Indonesia, the Philippines, Malaysia and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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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과,

그 희열에 빠져들다
혁신은 변화이며 또 하나의 도전이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혁신이다. ‘제2회 혁신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동화그린켐 MFB공장, 동화자연마루 건장재 영업팀은 발상의 전환으로
경영 혁신을 이루었다. 이들은 먼저 고객의 Needs를 철저히

기술직 최우수상 수상, 박민웅 사우

사무직 최우수상 수상, 박홍준 사우

(동화그린켐/MFB 공장)

(동화자연마루/건장재 영업팀)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혁신의 시작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또 다른 도전

발상의 전환이 주효했다. ‘납기 준수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생

2010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건장재영업팀은 혁신 페스티벌의 또 다

산성을 높여 혁신 페스티벌 기술직 최우수상에 선정된 동화그린켐

른 주인공이다. “고객이 우리 제품을 찾도록 만들자!” 단순히 제품만

MFB 공장. 발표를 맡은 박민웅 사우는 “납기준수율은 고객 만족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새로운 스토리를 제시하는 적극적 혁신 활

위해 팀원들과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다”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오형

동으로 사무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관, 공진식, 이제호, 오정근 사우들과 함께 설비만의 개선을 통해서는

박홍준 사우는 팀원들과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고객사의 경영환

원가 절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고민했다고 한다. 잦

경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사의 신뢰, 만족도를 높였다고 한다. 혁

은 생산 스케줄 변경은 납기준수에 저해 요인이자 생산량 예측을 어

신 활동의 팀원 김기태, 이영옥, 이형기, 유원경, 임주연 선, 후배 동

렵게 하여, 장기적으론 지속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료들과 함께 디자인월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트렌드와 스토리를 접
목시켜 디자인월 대중화에 주력했다. 박홍준 사우는 “혁신 과제를 도

분석하여 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생산 공정에서 한 단계 나아
가 고객 눈높이로의 발상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박홍준 사우 _ 동화자연마루/건장재영업팀
Park HongJoon _ DW Flooring/F&IM Sales

성공 후, 혁신 아이디어 폭발적 증가

출하고 업무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즐겁고 보람 있었다. 어려움도 많았

그 후 MFB 공장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납기일 위주로 시스템

지만, 팀원들과 좋은 경험을 했다”며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을 바꾸었다. 주문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하

박홍준 사우는 2010년 SPC, 신한은행, 헌혈 카페 등 3개 업체에서 무

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에도 납기일을 맞추도록 지침을 세웠다. 박민

려 79개점이라는 성공적인 실적을 올렸다며, 올해에도 대형 프렌차이

웅 사우는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차츰 다양한 아이디어를

즈 영업을 통해 100억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개발하게 되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고객 만족을 높

“혁신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다. 어렵지만, 그 순간의 희열

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사우들은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고 하반기

을 상상해 보라”

에 생산 스케줄 변경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박홍준 사우는 지속적인 노력이 엄청난 성과를 가져옴을 언급하며,

또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며 사우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만큼 충분한 희열이

다”고 자랑했다. 30건에 불과했던 아이디어 제안이 300건 이상으로

존재함을 덧붙였다.

늘어났다. 1호부터 6호까지 한 가지 패턴 작업을 통해 생산 효율을

제2회 혁신 페스티벌 최우수상의 주인공들이 말하는 혁신의 비결은

높이고, 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박판 개발에 성공한 것은 하나

발상의 전환, 지속적인 노력이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의 예다.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멀게만 보였던 목표가 성큼 다가왔다는

“혁신은 어렵다. 하지만 그 성과가 주는 보람은 대단하다. 이제부터가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2011! 모두 혁신의 희열에 빠져

시작이다” 박민웅 사우는 새로운 혁신 활동을 기대하라며 웃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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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Technician, Park Min-woong
(Dongwha Greenchem, MFB Factory)

Innovation is a change and a challenge.

Innovation that began from a small idea

Creating new values is innovation. The

Good ideas always prove successful. Dongwha Greenchem’s

MFB factory of Dongwha Greenchem and

MFB Factory won the top prize in the technological category

the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Team

for enhancing productivity by meeting delivery deadlines. Park
Min-ung, who presented at the ceremony, said, “We attained

of Dongwha Nature Flooring won the

a high on-time delivery rate through our long efforts aimed
top prizes at the 2nd Innovation Festival.

at enhancing customer satisfaction.” Oh Hyung-kwan, Kong

They both successfully innovated their

Jin-sic, Lee Je-ho and Oh Jeong-keun tried hard to come up

management thanks to creative ideas.
They thoroughly analyzed customer needs
before proposing a new direction for

with ways to maximize productivity, as cutting costs simply

New challenge that breathed new life in products

by improving equipment is not easy. They realized that the

The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Team, which took on

constantly changing production schedule hampers on-time

new challenges in 2010, is also the winner of the Innovation

delivery and output forecasts, as well as undermines sustainable

Festival’s top prize in the office category. The team was

growth in the long term.

credited with instilling its products with special stories to

innovation. They went a step farther from

make customers look for its products. Park Hong-joon says he

mere production to customer satisfaction
to maximize productivity.

Celebrating
Innovation Results

Best Office Worker, Park Hong-joon
(Dongwha Nature Flooring,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Team)

박민웅 사우 _ 동화그린켐/MFB 공장
Park MinUng _ DW G.Chem/MFB Fac

Surge in innovative ideas stemming from success

and his teammates analyzed consumption trends and drafted

The MFB Factory overhauled its work system with the focus

reports on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ir clients to earn

on delivery deadline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The

trust from customers and enhance their satisfaction. The team

factory implemented make-to-order production and began to

members Kim Ki-tae, Lee Young-ok, Lee Hyung-ki, Ryu Won-

monitor the production site. The staff was instructed to meet

kyung and Lim Zoo-yeon combined the sophisticated designs

delivery deadlines no matter what. Park Min-ung says that in

of the Dizainwall with the latest trends and special stories to

the beginning everybody thought it was a difficult task, but

make the Dizainwall closer to the public. Park Hong-joon says

gradually workers came up with diverse ideas as to how to meet

that devising innovation tasks and carrying them out was a fun

deadlines and eventually enhanced work efficiency. By doing

and fulfilling process despite many obstacles. Mr. Park added

their best to satisfy customers, employees felt like the owners

that last year his team won 79 orders from SPC, Shinhan Bank

of their company. What’s more, the production schedule was

and blood donation cafes, and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not chang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even once. “By

team will post 10 billion won in sales this year through large

implementing ideas, our staff gained confidence,” said Mr. Park

franchise marketing. “Innovation is like breaking a rock with

proudly. The number of ideas surged from just 30 to more than

an egg. It’s difficult but imagine the joy it gives,” said Mr. Park.

300. The factory increased productivity through its six patterns

He stressed that continuous efforts produce enormous results

and succ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in sheets by improving

and that new endeavors for a better future are hard but worth

product quality. “Innovation is a big challenge. But its outcome

the effort.

is very rewarding. It’s just the beginning,” said Mr. Park, adding
that Dongwha may look forward to hearing more about the

The award-winning teams say the secret to their successful

MFB Factory’s innovation results.

innovation lies in creative ideas and arduous efforts. They
attained their goals by never giving up and doing their utmost
to create new values. Change and challenge are the buzzwords
of 2011. Let’s all experience the joy of innovation!

CORPORATE
CULTURE
아이디어 제안왕이 말하는 샘솟는 아이디어의 비결은 의의로 간단했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동료애. 101건의 아이디어 제안은 혁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었다.
Innovation Report 관심 갖고 업무 즐기니 아이디어가 샘 솟는다

But his secret is quite simple: he truly cares about his job and coworkers.
Coming up with 101 ideas is what anyone can do.
Innovation Report Enjoying My Job is the Secret to My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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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인천 본관
대강당에서는 2010년에 이어
제2회 혁신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
활동들의 성과 발표가 있었던
혁신 페스티벌은 2011년
동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 장이었다.

를 통해 상반기 7개, 하반기 3개 대리점을 신
규 영입했다.
마지막으로는 건장재 영업팀 박홍준 사우가
‘디자인월 상업용 시장 공략 성과’를 발표했
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적극적
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건장재 영업팀은 소
비자 트렌드를 분석, 스토리를 접목시킨 제안

동화만의 혁신문화로
더 새롭게 도약하자!

서로 눈길을 끌었다.
로 학교의 마루 시공시간 단축에 주력했음을

계속 이어졌는데, ‘부자재 운영 개선’으로 혁

9팀의 열띤 과제 발표가 끝난 후, 동화의 임

발표한 엄대문 사우는 Click, Crozen 등에

신을 이룬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이준호

원들이 평가와 시상을 하였다.

서도 접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더했다고 자

사우는 개발-단종 프로세스 정책을 수립해

신했다.

체화재고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했다.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려
이날 최우수상은 동화그린켐 MFB공장, 동화

뜨겁고 치열했던 혁신발표의 현장

고객관점의 혁신활동으로 진화

자연마루 건장재 영업팀이 수상했다. 우수상

동화 그린켐 MFB공장 박민웅 사우는 고객

동화그린켐 표면재 연구팀 어수방 사우는

은 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 공장, 동화기업 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현장의 혁신

의 입장에서 펼친 혁신 활동으로 주목을 받

‘LPM 및 표면재 원가경쟁력 강화’로 혁신 성

산MDF공장 경영지원팀, 장려상은 대성목재

먼저 기술직 팀의 성과 발표가 있었다. 시작

았다. 생산성 위주에서 납기일 기준으로 생

과를 도출했다. 요소 수지를 교체하여 수지

MDF2공장, PB공장, 동화그린켐 표면재 연

을 알리며 발표에 나선 동화기업 MDF2공장

산 방식을 변경하며 납기준수율을 향상시킨

흡수 속도를 향상시키고 압축 보조율을 개

구팀, 동화자연마루 마케팅전략팀이 받았다.

김송전 사우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음을

것. 생산 스케줄 개선, 주문 생산방식, 적극

선해 포장용량을 높여 월간 인건비를 감소

이어 아이디어 제안왕에는 동화기업 아산

강조했다. 아산MDF공장 박상국 사우는 ‘원

적 현장 관리로 납기준수율을 95%까지 높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마케팅전략

MDF공장 김희호 사우가 선정됐다.

재료 수율 향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발표

였다.

팀 최식헌 사우는 ‘강화마루 시판 대리점 유

동화 혁신의 주인공들은 모두 “동료들의 적극

에 이어진 Q&A 시간에는 심사에 참여한 여

대성PB공장 김경수 사우는 ‘화학 원재료 절

통 최적화를 위한 M/S 확대’로 박수를 받았

적인 협조로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며 동료,

러 임원들이 다른 공장에서의 적용 여부를 묻

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켰음을 강조하여 발

다. 상권 분석을 통해 전국을 4가지 권역으

팀에게 영광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2011.다

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학교용 강화마

표하였다.

로 Mapping, 경쟁사 대리점까지 분석, 대리

짐 구호’를 힘껏 외치며, 모든 행사를 마무리

루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원가 절감’을 타이틀

이어진 사무직 팀의 혁신 발표들로 그 열기는

점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

하였다.

“

바꾸자! 나부터!!
이룩하자! 매출2조!!
동화! 동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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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a New Leap with
Dongwha’s Innovation Culture
On February 18, the 2nd
Innovation Festival was held
at the Incheon headquarters.
Participants announced the
results of innovation activit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on a companywide basis. The
festival showed that the goal
of Dongwha's innovation has
shifted from productivity to
customer satisfaction.

of laminate flooring. He displayed
enthusiasm in mapping the nation into

We did it together!
The top prizes went to Dongwha

four regions,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Greenchem’s MFB Factory and Dongwha

stores of Dongwha’s rivals and developing

Nature Flooring’s Construction Materials

a model for evaluating representative

Sales Team. The runner-ups were

stores. Park Hong-joon from the

Dongwha Nature Flooring’s Laminate

Raising productivity to innovate

Fierce competition at presentation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Team, who

Flooring Factory, Dongwha Enterprise’s

work sites
The technological teams were the first

venue
Park Min-woong from Dongwha

was the last to present, told about the

Asan MDF Factory and Management

results of exploring new markets for the

Support Team. The Encouragement

to announce their results. Presenting

Greenchem’s MFB Fac tor y drew

innovated its processes by improving the

Dizainwall for commercial use. His team

Award was given to Daesung Wood’s 2nd

first, Kim Song-jeon from the 2nd

attention for his team’s innovative

management of subsidiary materials,

has launched aggressive marketing by

MDF Factory and PB Factory, Dongwha

MDF factory of Dongwha Enterprise

activities that were carried out from

told about his team’s efforts to minimize

designing products that meet customer

Greenchem’s Surface Materials Research

stress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standpoint of customers. The team

accumulated stocks by devising product

needs by analyzing consumption trends

Team, and Dongwha Nature Flooring’s

productivity. Park Sang-kook from the

shifted the focus of its production method

development and discontinuation

and combining product designs with

Marketing Strategy Team. The title of

Asan MDF Factory drew the spotlight

from productivity to on-time delivery

policies.

special stories.

the “King of Ideas” went to Kim Hee-ho

by mentioning higher raw material

to raise the on-time delivery rate to 95

After the enthusiastic presentations made

from Dongwha Enterprise’s Asan MDF

yield. At the Q&A session, employees

percent. To that end, the team improved

by nine teams, Dongwha executives

Factory. All award-winners gave credit

from other teams showed great interest

its production schedule, introduced the

Work in progress
Eo Soo-bang from Dongwha Greenchem’s

attended an awarding ceremony and said

for their feats to their coworkers and

in the presentation. The Laminate

make-to-order production method and

Surface Materials Research Center

that the Innovation Festival served as

partners. In conclusion, all Dongwha

Flooring Factory, which succeeded in

began to monitor its production sites.

implemented innovation by bolstering

further proof that Dongwha’s focus has

members shouted a slogan.

cutting manufacturing costs by raising

Kim Kyung-soo from Daesung’s PB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LMPs and

been shifting from raising productivity to

the productivity of laminate flooring

Factory told about how his team bolstered

surface materials. He increase the speed

meeting customer needs.

for schools, focused its presentation on

its competitiveness by curtailing

of resin absorption and improved the

reducing flooring installation time in

chemical raw materials.

compression subsidy rate to raise the

schools by increasing work speed. Um

Presentations made by office teams

packaging capacity. Choi Seok-hyun from

Dae-moon said the new technology

heated up the atmosphere. Lee Jun-

the Marketing Strategy Team received

can also be applied to the “Click” and

ho from Dongwha Nature Flooring’s

applause for presenting on the expansion

“Crozen.”

Management Support Team, which

of M/S for optimizing the distribution

“

Let’s change! Start from myself!
Let’s achieve 2 trillion won in sales!
Go, Dongwha!

Q
028 Corporate Culture

Special Theme-2

029

장원상
The
first prize

나에게 혁신은 ___다.

동화자연마루 마케팅전략팀. 최식헌 사우

나에게 혁신은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동화에게 혁신은 고객의 삶을 향상시키는것이다.
나의 고객이 혁신을 완성 '시켰다.

동화에게 혁신은 ___다.

나의 ___이(가) 혁신을 완성 시켰다.
To me, innovation is ___.

회사는 고객이 있어 존재하는 것. 고객은 저희가 감사해야 할 대상

To Dongwha,
innovation is ____.

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혁신활동은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삶과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My ___ helped me
carry out innovation.

Choi SikHeon (Marketing Strategy Team,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이준호 사우

Lee JunHo (Mgmt Support
Team, DW Flooring)

나에게 혁신은 현재다.

To me, innovation is the
present.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현재’라고 표현한다.

동화에게 혁신은 미래다.
이러한 혁신들이 모여 성과를 나타
내면 결국 후에 회사의 이익기반을
창출하기 때문에

나의 야근이 혁신을
완성 시켰다.
혁신은 쉽지 않다...끊임없이 생각
해야 한다. 그러기에 혁신과제를
맡을 경우 야근이 잦아진다!

When performing my work
duties, I focus on how I can make
existing things better.

DW Nature Flooring)

To me, innovation is to increase customer's
value.
To Dongwha, innovation is to raise customer's
quality of living.
My customers helped me carry out innovation.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바뀌어

A company can only exist as long as it has customers.

야 하기 때문......

To Dongwha, innovation
is the future.

We must be grateful to our customers.

The results of our innovative
activities lay a foundation for our
company’s revenues.

bring satisfaction to our customers and improve their quality

My late work hours
completed innovation.

동화홀딩스 인력개발팀. 박대연 사우

Innovation is a challenging task.
It requires constant thinking.
That’s why I often have to
work late hours to complete
innovation projects.

처음 가보는 여행은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All innovative activities that we carry out in our company
of living.

동화기업 아산MDF공장. 허근회 사우

동화에게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Heo GeunHoe (Asan MDF Factory, DW Enterprise)

To Dongwha, innovation is not an option,
but a must.
For a company to survive, it must change constantly instead of

나에게 혁신은 여행이다.
하지만 본인이 시도하지 않는다면, 추억, 경험 등 많은 것을 얻지 못
할 것이다.

나의 호기심과 불편함이 혁신을 완성 시켰다.
호기심과 불편함에서 창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런 창조가 결국
혁신을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다.

falling into complacency.
동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김지영 사우

나에게 혁신은 서바이벌(생존)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나에게 혁신은 미묘한 차이이다
혁신은 작은 관찰,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된다. 책에서 보니 혁신은
내 주변의 작은 것 하나를 바꿈으로써 시작된다 한다. 예를 들면,
마감 하루 당기기, 3분 더 생각하기 등

Park DaeYeon (HRD Team, DW Holdings)

동화, 혁신어록 한마당!
Dongwha’s Thoughts on Innovation
2월. 동화에서는 ‘포스터’와 ‘e-메일’을 통해 ‘혁신어록 장원 선발’ 이벤트가 진행 되었다. 2011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이를 통해 실천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혁신’에 대한 동화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In February, Dongwha held a contest to select the best quotes on innovation through posters
and email messages. Change and innovation are no longer an option in 2011. Here’s what Dongwha members
think about innovation.

To me, innovation is like traveling.
Traveling to new places is a fearful yet exciting experience.
Unless you make a try, you will never have memories and
experience.

My curiosity and inconvenience helped me
carry out innovation.
I believe that curiosity and inconvenience spawn creativity.
Creativity, for its part, completes innovation.

Kim JiYoung (Communication Team, DW Holdings)

To me, innovation is survival.
You can’t survive without innovating. Innovation is not an
option, but a must.

To me, innovation is a subtle difference.
Innovation begins from small observations and tiny
differences. Books say that innovation begins by making small
changes around you, such as moving up a deadline by one day
or thinking for three more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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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린켐 MFB공장. 박정근 사우

동화홀딩스 총무팀. 박갑홍 사우

나에게 혁신은 거울이다.

나에게 혁신은 산모의 산통이다.

변화하는 내 모습을 매일 매일 비춰주기 때문에⋯

혁신을 하려면 힘들지만 혁신(출산)을 하고 나면 하고 나면 무언가

동화에게 혁신은 카멜레온이다.

의 뿌듯함이 있으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도 변화 할 줄 알기에⋯

동화에게 혁신은 미래성장의 밑거름이다.

혁신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더 나은 미래의 성장을 이끌 수
Park JeongGeun, (MFB Factory, DW G.Chem)

있으니까^^

To me, innovation is a mirror.
I can see how I change every single day.

Park KapHong (General Affairs, DW Enterprise)

To Dongwha, innovation is a chameleon.

To me, innovation is like maternal labor.

It knows how to adapt to changes on its own.

Carrying out innovation is hard, but once you complete it (like

대성목재 PB공장. 안석규 사우

나에게 혁신은 자존심이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여 주도적
인 역할을 할 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누군가에게 뒤쳐지기 보다
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의지다.

동화에게 혁신은 생존이다.
모든 회사, 모든 구성원이 혁신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진정 혁신에
대한 의지가 시급하다는 의미.

끈기가 혁신을 완성시켰다.
혁신은 기존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외부적인 저항이 많이 발생하여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An SukKyu (PB Factory, Daesung)

To me, innovation is pride.
Pride includes willpower. I can protect my pride when acting
as a leader. It’s the determination to innovate because taking
center stage is more important to me than lagging behind.

To Dongwha, innovation is survival.
“Innovation” is a buzzword in today’s business world but few
people have what it takes to innovate.

My tenacity completed innovation.
Innovation is easy to give up on because of resistance from
inside and outside, as some people are unwilling to change
what they have. Pushing for innovation with tenacity is crucial.

동화기업 기획관리팀. 김지훈 사우

나에게 혁신은 가죽신발(革신)이다.
혁신이란 오래 건강히 신을 수 있는 가죽신발에 비유할 수 있다.
합성피혁이나 캔버스 소재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없듯이,혁신없이 현
실에 안주해서는 뭘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동화에게 혁신은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걸어서 우리 원창빌딩 꼭대기까진 어렵
지 않게 오를 수 있겠지만, 63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오르기 힘들다.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혁신을 통해야만 현재 수준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
로 쉽사리 갈 수 있다.

나와 동화인들이 혁신을 완성시켰다.
아직 혁신 중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미 현재완료(have p.p)형으로

giving birth to a baby), you feel rewarded.

To Dongwha, innovation is the foundation for
future growth.

Likewise, nothing can last for a long time without innovation.

To Dongwha, innovation is an elevator.
Without an elevator, we can easily reach the top floor of our
headquarters building but climbing to the top floor of the 63

loved ones happier.

나에게 혁신은 행복이다.
동화에게 혁신은 삶이다.
나의 행동이 혁신을 완성시킨다.

To Dongwha, innovation is a Korea-Japan
soccer match.

가자는 뜻

Enjoying what you do is what matters most.

동화기업 구매팀. 김웅재 사우

동화에게 혁신은 성공이 아닌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

그로잉 – ‘내안의 성장 본능을 깨워라 (문요한 저)’ 이라는 책에서
봤었던 다음 두 구절이 생각나서 이렇게 빈칸을 채움.
“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담보로 이루어지지만

성장은 관계와 집단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계속 성장하는 삶이란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가슴이 뛰는 삶이다.”

동화홀딩스 총무팀. 서석철 사우

나에게 혁신은 이제 시작 되었다.
동화에게 혁신은 모두의 시작이다.
나의 시작이(가) 혁신을 완성 시켰다.

Kim WoongJae (Procurement Team, DW Enterprise)

To Dongwha, innovation is an effort to grow
rather than succeed.
“Growing”: I remember these two phrases that I saw in

To me, innovation has just begun.
To Dongwha, innovation is the beginning of
everything.
My beginning completed innovation.

to finish it.

Without defeating your rival, you can never survive.

즐겁게 즐거운 마인드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삶의 일터로 가꾸어 나

Like we need to take an elevator to reach the top floor, we can

We have already started innovation, so we have no choice but

없기 때문에 한일전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화기업 물류팀. 이상돈 사우

Seo SeokChul Seo(General Affairs , DW Flooring )

My coworkers and I completed innovation.

어떻게 해서든 경쟁상대와의 승부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By innovating myself, I can improve personally and make my

City or the Empire State Building is difficult.
reach a higher level through innovation.

동화에게 혁신은 물러설 수 없는 한일전이다.

To me, innovation is a partner of happiness.

To me, innovation is happiness.
To Dongwha, innovation is life.
My actions completed innovation.

time. Shoes made of synthetic leather or canvas don’t last lo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hieve stronger growth in the future.

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Innovation is like leather shoes that can be worn for a long

나 자신의 혁신을 통해 나의 발전 뿐만이 아닌 가족의 행복도 도모

Jang SeungGyu (Surface Factory, DW G.Chem)

Lee SangDon (Logis Team, DW Enterprise)

To me, innovation is leather shoes.

나에게 혁신은 행복의 동반자이다

Only through innovation can be overcome hardships and

문장이 작성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저와 동화인 모두 혁신을 완성하

Kim JiHoon (Plan Mgmt Team, DW Enterprise)

동화그린켐 표면재공장. 장승규 사우

“Awaken Your Growth Instinct” by Moon Yo-han:

“Success is achieved through someone’s failure, but growth is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and support.”

“A life of continuous growth is not about attaining your goals

but experiencing excitement as you move toward you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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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홀딩스 인력개발팀. 이명재 사우

대성목재 PB공장. 김대영 사우

나에게 혁신은 본능이다.

나에게 혁신은 물주다....!

목이 타면 물을 찾고, 졸리면 잠을 청하듯 사람이 매우 중요한 상황

혁신활동을 함으로 내 자존심과 자부심을 채울 수 있고,,,,더 좋은

을 인지하고 행동할 땐 본능적으로 느끼고 행동한다. 혁신은 나의

것은 내 주머니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

Q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감각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다.

동화에게 혁신은 화두이다.

Kim DaeYeong (PB Factory, Daesung)

“잘 살아 보세”라는 화두는 국민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고, 이를

To me, innovation is a moneylender!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혁신 페스티벌,혁신 공개어

Innovation helps me replenish my self-esteem and pride.

록 모집 등 동화에게 혁신은 기업 지속성과 성장을 위한 열정의 원

What’s more, it helps me make money.

동력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근간을 세울 화두라고 생각한다.

나의 선택이 혁신을 완성시켰다.

대성목재 PB공장. 김대엽 사우

본능만으로 반응한다면 생존능력만을 증명할 뿐 깊이 있는 결과물

을 만들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혁신을 완성시

동화에서 혁신은 차별적 고객가치 창출을 통해 시장을 선
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킨다고 생각한다.

시장을 선도 하려면 사람과 조직이 먼저 변해야 하고
인재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최소한 2개 이상의 업무를 경험해야
개인의 경쟁력이 살아남. 이것은 곧 고객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원동

Lee MyungJae (HRD Team, DW Holdings)

To me, innovation is an instinct.

동화그린켐 표면재 공장. 이호언 사우.

력이 될 것이며 BRAND 가치를 높임으로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Like we seek water when we’re thirsty or sleep when we’re

나에게 혁신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것이다.

sleepy, people feel and act instinctively in very important

혁신은 스스로 넘어야 할 큰 산이기 때문.

나의 치열함이 혁신을 완성시켰다

situations. Innovation is my instinct that helps my senses grow.

동화에게 혁신은 5대양 6대주이다.

열정과 승부 근성 외에 아이디어를 악착같이 성과로 만드는 집요함

To Dongwha, innovation is a buzzword.

매출2조원을 위해서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

이 하나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phrase, “Live your life well”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는데 이는 혁신을 통해 이루어야 함.

the public and helped Korea achieve impressive economic

나의 왜? 가 혁신을 완성시켰다.

growth. To Dongwha, innovation is the driving force of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5 why, why, why, why,

passion that promotes its growth and sustainability, and lays a

why?'를 던짐으로 혁신을 생활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 아직까

foundation for its future.

지 이렇다 할 혁신은 없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머지않아

To Dongwha, innovation is the ability to
become a market leader by creating a
differentiated customer value.

My choice completed innovation.

혁신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한다.

People and organizations must change first to make their

If you act instinctively, you just demonstrate your surviving

Kim DaeYeop (PB Factory , Daesung)

company a market leader. Nurturing talent and encouraging

ability while failing to produce more profound results.

Lee HoEon(Surface Factory Team, DW G.Chem)

individuals to bolster their competitiveness by trying at least

Innovation is completed when choice and concentration

To me, innovation is like Mount Everest.

two kinds of duties is essential for satisfying customers and

produce the best results.

Innovation is a mountain that we must cross by ourselves.

enhancing our company’s brand value.

To Dongwha, innovation is like five oceans
and six continents.

My zest completed innovation.

To achieve 2 trillion won in sales, we must extend our global

turn ideas into results and create several kinds of future.

reach through innovation.

My question “Why?” completed innovation.
I always ask myself “Why, why, why, why, why?” to make
innovation part of my everyday life. I have yet to produce
results, but my attitude and curiosity will someday result in
innovation.

In addition to passion and desire to win, we need tenac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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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무려 101건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동화의 아이디어 제안왕

Assistant Kim HuiHo from Dongwha Enterprise’s Asan Factory is always full of ideas.

에 오른 동화기업 아산 MDF공장 김희호 사우. 아이디어 제안왕이 말하는 샘솟는 아이디어의

He won the title of “king of ideas” for submitting 101 proposals. But his secret is quite

비결은 의의로 간단했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동료애. 101건의 아이디어 제안은 혁신이 아니라

simple: he truly cares about his job and coworkers. Coming up with 101 ideas is what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었다.

anyone can do.

우연에서 시작된 아산공장의 제안문화
아이디어 제안왕 김희호 사우가 본격적인 제안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사

Asan Factory’s idea-proposing culture that began by mere chance
It was an insignificant event that prompted Assistant Kim HuiHo to submit his

소했다. 아산공장은 원래 제안활동이 활발한 현장이었다. 하지만 3년

proposals. Asan Factory employees are known for their numerous ideas. But over

전 공장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되며 제안 활동은 거의 사라졌다. 이래서

the past three years the atmosphere at the factory grew gloomy, with few employees

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김희호 사우는 제안활동을 시작했다. 현장 분

suggesting their ideas. It also prompted Kim HuiHo to change the situation. Gradually,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다. 직원들이 하나 둘 동참해 이제 아산공장은 연

his coworkers began to join him one by one, and currently the Asan Factory has

간 680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발한 현장이 되었다. 김희호

accumulated more than 680 proposals. In addition to Kim HuiHo, his coworkers

사우외 김오형 사우, 이남교 사우도 제안 우수자에 선정되며 올해 제안

Kim OhHyeong and Lee NamGyo were also credited for their contribution. The Asan

상은 아산공장에서 휩쓸었다.

factory mass-produces HDFs and is widely acclaimed for its performance. But just

아산공장은 HDF를 양산하는 우수 현장이다. 하지만 재작년까지 국내에 HDF를 생산하는 곳

until 2009, there were no HDF factories in Korea. Dongwha Enterprise’s Asan Factory

은 없었다. 아산 지킴이 소그룹 활동을 펼친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 HDF 국산화라는 보드업

opened a new horizon for the wood board industry by localizing HDF manufacturing

계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김희호 사우는 그 멤버 중 하나였고 작년 혁신 Festival에서는 대

technologies. Kim HuiHo was one of those who were behind that feat. Last year he won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the top prize at the Innovation Festival.

활발한 의사소통이 만드는 작은 기적
“HDF 뿐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도 다 동료들과 토론하며 현장에 적용한 것이다.”

A small miracle created by vibrant communication
“All of my ideas were discussed with my coworkers before they were applied to the

김희호 사우는 먼저 동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

workplace,” says Kim, who always makes sure to find out his coworkers’ opinion first

이다. 김희호 사우는 근무할 때 항상 기계 트러블, 공정 문제 등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

before submitting his proposals to raise the chance of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하고 고민한다. 그러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고 한다.

Kim always takes detailed notes with regard to mechanical problems and work

또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하며 업무에 임한다. 라인을 점검할 때도 이상 여부만 점검하는 것

processes because that helps him come up with solutions. He also looks at things from

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체크해 본다. 처음에는 개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도 여러 번 하다

various angles and makes sure to unearth ways to improve things rather than just check

보면 언젠가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게 개선된 제안제도와 ‘그건 아니다’ 보다는 ‘한 번 해보자!’라는
공장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김희호 사우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장에서의 혁신이라고 강조한다.
그 효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나는 성장하게 된다
오는 10월 증설에 들어가는 아산공장은 내년 6월 설비가동을 목표로 한다. 새 설
비의 안정화에 엄청난 혁신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Enjoying
My Job
is the Secret
to My Ideas
Kim HuiHo _ Dw Enter./Asan Mdf Fac.

production lines. He says that after considering a problem several
times, someday ideas come to his mind. Mr. Kim added that swift
feedback and the all-out support from the factory manager were
of great help. “Innovation is about protecting the safety of your
coworkers and creating comfortable work conditions.” Kim HuiHo
says innovation is about creating an efficient work environment.

I grow even if my ideas end up in a failure.
The Asan Factory, which is to expand its facilities in October this

year, will launch the operation of its new equipment in June next year. The factory

김희호 사우는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왜 안됐을까, 더 깊이 생각

plans to carry out massive innovative activities to maximize workers’ safety. Kim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들지 않고, 오

HuiHo says that even when his ideas end up in a failure, he never falls into despair,

히려 즐겁다며 웃었다. 김희호 사우처럼 즐겁게 업무에 매진한다면 동화 임직원은

because the more he analyzes his failed ideas, the better the results are. He also added,

모두 글로벌 동화를 빛내는 별이 될 것이다.

smiling, that he enjoys his job. Anyone at Dongwha who loves their job can become a
star that shines its light on Global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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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아들의 새해소망과 연날리기 모습을 보
내준 동화홀딩스 브랜드마케팅팀 이창수 사우.

Lee Chang-soo from Dongwha Holdings
sent photos showing his cute son making a
New Year wish and flying a kite.

설날 고향으로 가족과 함께 떠난 정겨운 시골의 모습과 오랜만에 시간가는 줄 모르
고 즐겼다는 썰매타기 현장을 생생히 담아준 동화그린켐 보드화학팀 장성동 사우

Jang Sung-dong from Dongwha Greenchem sent photos showing his family
visiting his hometown for the New Year holiday and having fun sledding.

한국에서 동영상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가족들의 영상 세배
A video that Mr. Kim’s family sent him
from Korea via Cacao Talk

설날, 모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호주 출장으로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한 애틋한
메시지를 전해준 동화기업 패턴영업부문 김이석 사우

설날, 동화인들의 행복풍경을 담다.

Kim Yi-seog from Dongwha Greenchem sent a moving message for his
family because he was a on a business trip to Australia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Dongwha Members’ Lunar
New Year Holiday
2월 3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동화 가족들이 함께 한 설날 풍경을 나눈다.
On February 3, a photo contest was held to mark the lunar New Year, which is the biggest
holiday in Korea. Dongwha’s staff in Malaysia sent pictures showing how ethnic Chinese in
Malaysia celebrated the lunar New Year. Let’s take a look together.

우리는 진지한 토론 중.
호주 출장 TFT의 설날당일
TFT on lunar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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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New Year Celebration
[말레이시아의 설날 풍경]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설날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에게 제일 큰 명절이며, 보통 1월~2월에 중에 맞이하게 된다. 자정 때 폭죽을 터뜨리

Chinese New Year, or ‘Seollal’ in Korea, is the most important festival to the Chinese which falls on either January or

며 설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된다. 설날 당일 만이 아닌 몇 일 전부터 시작되며,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계절 식품을 사기 위해 몰리게

February. It is ushered in with the lighting of fire crackers at midnight on the eve of the Chinese Lunar Calendar. The

된다. (복을 부르는 오렌지, 꽃, 집을 장식하는 금귤 나무)설날 저녁에는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멀리서 식구들이 모두 모이며 부모님들은

colorful spectacle of Chinese New Year is evident long before the day of celebration itself. Eager crowds of shoppers can be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앙빠우(Ang Pow)라 불리는 돈이 담긴 붉은 색 봉투를 나누어준다. 또한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중국의 만다린

seen searching for all kinds of seasonal delicacies: oranges for good luck, flowers and kumquat trees to beautify their homes.

귤을 함께 나눠준다.

On the even of the New Year, family relationships are remembered with a special reunion dinner to usher in the New Year.

칭게이(중국 복건어로 ‘분장과 가면의 기술’) 퍼레이드가 축제를 더욱 즐겁게 하며, 거리에서는 stilt walker, 사자춤과 용춤, 애크러뱃

Younger members of the family visit their relatives, receiving red packets of lucky money (angpow) while feasting and

그리고 악기들을 이용한 음악 축제가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게 된다. 페낭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뚜렷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merrymaking. The Chingay parade adds to the festive atmosphere with stilt walkers, lion and dragon dances, acrobats, and
dozens of decorated floats taking to the streets amidst the clashing of cymbals and beating of gongs and drums.

[동화 말레이시아 사우들이 전하는 설날 풍경]

1) Mei Hoon (Kulim/C&I-

Executive)
보통 저의 설날은 설날 하루
를 앞두고 저와 가족들은 묘지
에
가거나 조상을 위해 집에서
기도를 하고 저녁엔 친척들과
식
사를 합니다. 설 첫날에는
보통 귤, 콩, 선물 같은 것을
들고
친척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친척들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귤이나 선물을 전합니다. 어른
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뜻으
로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
다. 그 이후에도 친척과 친구
들의 집을 방문하였답니다.

1) Mei Hoon (Kulim/C&I
-Executive)
The day before Chinese
New Year, me and my fam
ily
went to the cemetery and
some prayed for the ancest
ors
at home in the morning. Th
en we had dinner together
with all relatives in the eve
ning. During the first day
of
Chinese New Year, we vis
ited relatives while bring
ing
oranges, peanuts and som
e
gif ts. They returned ba
ck
oranges and some gif ts
as
well. Besides that, the elders
gave angpow to children
with the meaning of to gro
w
up healthy. For the next few
days usually we sp ent
by
visiting relatives, friends etc
.

trategic Analysis2) HOOI TING HO (KL/S
Executive)
다. 그
집을 꾸미고 대청소를 합니
보통 설날 저녁이 되기 전,
가
하고 즐깁니다. 한국과 마찬
다음은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
같이 하는 저녁 식사를 가족
지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다.
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
들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자리
기
에 내려가 사촌을 만나 이야
이번 설에 저는 가족들과 고향
게 보냈습니다.
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며 즐겁

rategic Analysis2) HOOI TING HO (KL /St
Executive)
our
corated and cleaned up
On new year’s eve, we de
.
ished before new year’s eve
house as this has to be fin
to prepare on our dishes for
In the evening, we started
portant for Chinese, where
the dinner. This is very im
y
l eat together. On the 1st da
all the family members wil
ts’
nt back to my grandparen
of Chinese New Year, I we
ns
family. We met the cousi
house together with my
and had fun together.
there, chit chatting, ate

3) Alice YC Ling(Merbok/Eastern Region–
Mktg Exec.)
한국과 비슷하게 결혼한 여
자들은 시댁에서 식사하는
것이 전통이며 식사 준비를
같이 도와주게 됩니다. 12
시가 되기 전에 절을 찾기도
하는데, 보통 설날에는 집에
가족들이 20~30명까지 모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설날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시
고 이모와 고모들이 해외에 있어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는 못
해 외로운 설날을 보냈답니다.

3) Alice YC Ling(Merbok /Eastern Region –
Mktg Exec.)
Similar to Korea, traditionally married women will
have dinner with in-laws on the eve and help to prepare
the dinner as well. Some of the family member went

4) Mohd Salim Lim Abdu
GA Exec.)

한국과 다른 설날의 특징은
종교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는
한
앙빠우, 이상(Yee sang 중국설날에만 먹는 날생선과
여
러 채로 썬 색색 야채를 버무
린 음식) 그리고 좋은 소식
을
부른다는 특별한 음식을 즐긴
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님이 주신 유산들에 대해 존경
하는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
다.

4) Mohd Salim Lim Abdu
GA Exec .)
In Malaysia, traditions like

felt sick and some of my aunties went to for overseas
holidays, the celebration was not so fun.

llah(Merbok /

the giving of ang pows an
d
the partake of yee sang, a spe
cial delicacy to usher good
tidings in the new lunar yea
r should be observed as a
tradition to reverend
parental heritage as
long as what is being
done do not violate
one’s chosen religious

to temple to pray after 12 midnight and some gathered faith and practi
ces.
at home. During previous years, it was quite common
to have 20-30 persons a t home but this year as my dad

llah(Mer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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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연마루가 최고의 파트너 대리점과 함께 펼치는 새로운 도약의 2011년,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약속(Commitment)으로 하나되는 성과를 기대한다.
Business-1 파트너십으로 성장의 날개를 펴다

The attending CEOs made a determin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in 2011
and promote their solidarity based on change, challenge and commitment.
Business-1 Spreading Wings of Growth through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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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Change),
도전(Challenge),
약속(Commitment)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성장의 날개를 펴다
Best 3C 전략으로 지속성장
최고의 파트너는 최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한다. 동화자연마루와 전국 대리점처럼.
2010년 동화자연마루는 우수한 제품과 대리
점의 판매 노하우가 만나 지속성장을 이루었
다. 2011년 지속성장을 이룬 이들이 만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하나의 PartnerShip으
로 뭉친 열정의 현장을 다녀왔다.
지난 1월 25일과 26일. 충북 수안보파크 호
텔에서는 ‘2011 동화자연마루 전국 사장단 워
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엄흥준 대표
를 비롯, 전국의 마루시판·건장재 대리점 사
장단과 본사 직원들이 참가했다. 이날 엄흥준
대표는 “전국 대리점 사장님들의 헌신에 감사
드리며, 2011년은 Best 3C를 실천해 최고의
성장을 이루는 동화가 됩시다.”라는 구호와
함께 파이팅을 외쳤다.
동화자연마루는 올해 ‘Best 3C(Change,
Challenge, Commitment) in 2011’ 전
략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
북)를 활용해 동화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 45%로 향상, 건장재ㆍ디자인월 매출
100억을 목표로 대리점과 함께 혁신과 성장
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2010년 최우수 대리점에는 우성산업 신
만식 대표(건장재), 마루판 뱅크 차종상 대표
(마루)가 선정돼 부상으로 최고급 사양의 노
트북을 받았다. 우수 대리점 상은 (주)삼영목

재 김병옥 대표, 조일 엄정윤 대표, 동아상사

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재봉 대표, (주)고려인텍 조병구 대표, 성

이어 디자인센터 마루연구팀 박윤 팀장이 시

장 대리점으로는 아이엔 코리아 류성호 대표,

판 운영패턴 및 제품 트렌드를 설명했다. 박

(주)동화떼카플로링 김구민 대표가 받았다.

윤 차장은 고밀도 HDF 사용으로 열전도율이

이후엔 건장재 영업부문, 이길용 부문장이

18%(한국생활환경시험 연구원 실험)나 향상

‘2011 강화마루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2010

된 강화마루, 특허 출원한 에너지 폼의 장점

년 중국산 저가 제품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과 CLICK, CROZEN, 디자인 월 등 신제

의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트렌드를 반영한

품을 제시했다. 이날 사장단은 고객의 트렌드

디자인 개발로 시장 1위를 고수한 동화자연마

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과 동화품질의 우수

루는 올해 국내 및 해외 트렌드를 분석, 고객

성에 모두 감탄했다.

의 Needs를 반영하고 친환경 자재활용 등

모두가 함께 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엔 10개

기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길용 부

팀이 ‘인내’와 ‘팀웍’을 다짐하며, 단체 ‘도미노

문장은 “기획 & MTO 제품, 시판 상권 최적

게임’에 참여하여, 전날 워크샵의 의미를 다시

화, 우수한 제품 개발과 홍보에 주력해 전년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기에는

대비 114%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저 즐거워 보이는 도미노를 하나라도 넘어가

이를 위해 동화자연마루는 사장단 회의 등

지 않게 집중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겪어보면

대리점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Road-

서 워크샵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훌륭한 결과

Map을 통해 체계적인 대리점 유통망을 구축

를 위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지급, 해외여행 포상

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등 우수 대리점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극대화

동화자연마루는 2011년에도 다양한 제품을

할 계획이다.

출시하고 공장 견학, 카페 활성화, 제품 PR,

이어진 순서에서는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

이슈 마케팅, 그린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무이사의 특강 ‘도전과 성취 그리고 열정’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예정이다.

사장단의 열의는 더욱 고조되었다. 서거원 전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의 사장단들은 “2011

무이사는 한국양궁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년 도전과 성장, 동화 파이팅!!”을 다짐하며

비결로 뚜렷한 목표 설정, 치밀한 전략, 뼈를

하나가 되었다. 동화자연마루가 최고의 파트

깎는 노력을 꼽았다. 이를 통해 양궁 장비 국

너 대리점과 함께 펼치는 새로운 도약의 2011

산화, 올림픽 금메달 전 종목 석권, 세계 양

년,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약

궁장비 시장점유율 67%라는 경이적인 결과

속(Commitment)으로 하나되는 성과를

를 만든 것. 서거원 전무는 “준비하지 않는 것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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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ing Wings of
Growth through Partnership
Based on Change,
Challenge and
Commitment in 2011

brand recognition using T.G.I.F. (Twitter,
Google, iPhone and Facebook), expand
the market share of its products to 45
percent and post 10 billion won in the

using eco-friendly materials. Mr. Lee

laminate flooring products with 18

sales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the

stressed that the company is expected

percent higher heat conductivity thanks

Dizainwall by collaborating with the

to grow 114 percent from last year by

to high-density HDFs (according to tests

Best 3C stg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rong partnerships produce strong

representative stores.

improving planning and MTO products,

conducted by the Korea Conformity

At the workshop, the Best Representative

optimizing its commercial rights, and

Laboratories) and explained the

Store Award of 2010 went to Woosung

developing and promoting top-quality

advantages of patented energy foam as

synergistic results, like the partnership

Industrial CEO Shin Man-shik

products. To that end, Dongwha Nature

well as the Click, the Crozen and the

between Dongwha Nature Floor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and Marupan

Flooring will improve communication

Dizainwall. The attending CEOs were

its representative stores nationwide. In

Bank CEO Cha Jong-sang (floors),

among its representative stores by

impressed by the diverse designs and

2010 Dongwha Nature Flooring recorded

who received the latest models of

holding CEO meetings and building a

superb quality of Dongwha products.

sustainable growth thanks to its superb-

notebook computers. The Outstanding

systematic network through a roadmap.

On day two of the workshop, the ten teams

quality products and the marketing

Representative Store Award went to

Outstanding stores will receive rewards

made a pledge to bolster their tenacity and

expertise of its representative stores.

Samyoung Wood CEO Kim Byung-ok,

and incentives.

teamwork, and played a group domino

On Januar y 25-26, 2011, the 2011

Joil CEO Um Jung-yun, Donga CEO Ahn

At the work shop, Korea Archer y

game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the

D o n g w h a N at u r e Fl o o r i n g CEO

Jae-bong and Koryeo Intec CEO Cho

Association Director Seo Geo-won gave

workshop. The participants looked as if

Workshop was held at the Suanbopark

Byung-koo. IN Korea CEO Ryoo Sung-ho

an inspiring lecture on how to take on

they were having great fun, but the game

Hotel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Dongwha Teka Flooring were lauded

new challenges, achieve goals and be

also helped them realize the importance

The event was attended by CEO Eom

for the impressive growth of their stores.

passionate. He pointed to clear goals, well-

of every process in order to achieve good

Heung-joon, the CEOs of floor and

Construction Materials Sales Director

knit strategies and painstaking efforts as

results by making their best effort to keep

construction materials stores nationwide

Lee Gil-yong outlined major laminate

the secret behind the unrivaled status of

the domino intact.

and headquarters employees. CEO Eom

flooring strategies for 2011. Dongwha

Korean archery, which has successfully

Dongwha Nature Flooring will continue

thanked the CEOs of representative

Nature Flooring maintained its top

localized archery equipment, won

to develop diverse products, organize

stores for their hard work and called for

market status in 2010 despite the growing

Olympic gold medals in all categories

factory tours, promote club activities,

implementing the “Best 3C” strategies in

competition from cheap Chinese

and expanded the global market share of

publicize its products and provide “issue

2011 to achieve high growth.

products and the soaring prices of raw

its archery equipment to 67 percent. Mr.

marketing” and “Green Services” in

Dongwha Nature Flooring has set its

materials by reflecting the latest trends in

Seo said that “a failure to prepare is the

2011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its

goal for this year at achieving sustainable

product design. This year, the company

preparation for a failure.”

customers. The attending CEOs made a

growth based on the “Best 3C (Change,

is determined to bolster its position by

Next, Design Center Chief Park Yoon

determin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Challenge, Commitment)” strategies. To

analyzing the latest trends in Korea and

explained sales management patterns

in 2011 and promote their solidarity based

that end, the company will enhance its

abroad, meeting customer needs and

and product trends. He introduced

on change, challenge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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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의 정비과정 설명이 더욱 잘 이해가 된
다며 활짝 웃었다.

세심하게 챙겨주고 알려주는
로맨틱한 서비스
이 외에도 김정환 사우는 편마모 발생 이유,
타이어 수리, 브레이크 점검 등 안전 운행에
관한 전반 사항을 알려주었다. 특히 외부 충
격으로 타이어가 부풀어 올랐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운행 중 타이어가 터져 큰 사고로 이
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상세
한 주의를 곁들였다.

여성 오너드라이버들의 옐로우햇 방문 체험기

여심 활짝~
Miss.동화, Mr. 옐로우햇을 만나다.
김안나 사우 _ 동화홀딩스/성과관리팀
이지영 사우 _ 동화자연마루/마루특판2팀
노하얀 사우 _ 동화기업/메이커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선두주자 옐로우햇 논현점에 동화의 미녀삼총사가 방문했다.
어떤 업무도 척척, 잘 하는 동화의 유능한 직원들이 옐로우햇 매장을 찾은
이유는 수준 높은 자동차점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다.
이 날 동화홀딩스 성과관리팀 김안나 사우, 동화자연마루 마루특판2팀 이지영
사우, 동화기업 메이커팀 노하얀 사우은 깔끔한 매장에서 산뜻한 제복을
입은 베테랑 사우에게 자동차 점검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운전 경력, 차종도 각기 다른 이들은 전문 어드바이저의 수준 높은 정비서비스를
경험해보며 옐로우햇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시간을 함께 했다.

직접 엔진 체크등의 위치를 확인하며 김안나

있어 했다.

사우는 “엔진 체크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자동차에 잘 모른다고 했던 동화의 여성 오너

알았어요.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유익

드라이버 3인방은 이날 평소에 잘 경험할 수

한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없었던 자동차 상식을 배워가며 즐거워했다.

“특히 염화칼슘은 차를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

딱딱한 느낌의 기존 정비업체들의 인상과는

니 반드시 하부세차를 해야 차 수명이 길어집

차별화된 깔끔하고 소프트한 느낌의 옐로우

니다.” 김정환 사우의 설명을 들으며 자동차

햇. 옐로우햇 덕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

하단을 살펴보던 이지영 사우는 자세하게 설

아 잘 몰랐던 자동차 일반상식을 재미있게 알

명을 들으니 오늘 하루 제가 무척 똑똑해지는

게 돼 앞으로 더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게 되

기분이 든다며 웃음을 전했다.

었다며 활짝 웃었다. 고객의 만족 미소, 이를
위해 오늘도 옐로우햇은 산뜻한 매장, 수준

서비스를 받으며 누리는 또 다른 재미

높은 종합 정비 컨설팅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교체하는 동안 옐로우

하고 있다.

햇 2층 자동차용품 매장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각종 기능용품, 캐릭터 상품
등 무려 3,000가지의 상품이 비치된 매장에
서 귀여운 캐릭터를 구경하고, 유용한 용품을

이 시대 차도女들을 유혹하는

“엔진오일이 없으면 윤활유가 늘어붙어 가열

서로 추천했다. 옐로우햇에서 자동차 관련 물

핸섬한 첫 인상

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김정환 사우의

품을 구입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김안

옐로우 햇을 들어서며 이들은 먼저, 1층 종

설명을 들으며 노하얀 사우와 김안나 사우는

나 사우는 아이에게 필요한 카시트를 관심 있

합정비서비스 센터에서 자동차 점검을 받으

직접 엔진오일을 체크해 보며 신기해했다. 배

게 보았다.

며 자동차 구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

터리 상태도 직접 확인하며 자동차를 알아가

인터넷, 커피 라운지가 있는 3층 휴게 공간에

다. 김정환 사우가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엔진,

던 이들에게 특히 관심을 갖은 것은 타이어

서는 각자의 취향대로 자연스레 즐겨보는 시

배터리, 냉각수 등 자동차의 구조를 설명하자

점검이었다. 타이어 사이즈, 제조 날짜를 확

간을 가져보았다. 이지영 사우는 매장에 업무

운전경력이 3개월 밖에 안 된 노하얀 사우도,

인하는 방법대로 직접 타이어 상태를 일일이

를 위해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김

운전이 익숙한 김안나, 이지영 사우도 모두

확인했다.

안나 사우는 커피를 마시면서 매장에 비치된

집중했다. 운전의 능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노하얀 사우는 옐로우 햇의 깨끗한 노란색 유

잡지를 읽으며 휴식을 취했다. 노하얀 사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니폼이 개인적으로 더욱 친근하게 느껴져 하

는 모니터를 통해 정비 상황을 살펴보며 재미

048 Dongwha Focus

Business-2

049

Handsome technicians serving
sophisticated urban ladies
At the car repair center on the first floor,

batteries and the size and manufacturing

lot about cars,” said Kim An-na, checking

date of their tires firsthand, following

the engine check lamp in her car. Mr.

Mr. Kim’s instructions. Noh Ha-yan

Kim also urged the visitors to wash the

the three guests learned in detail about

said, smiling, that she felt at ease at the

lower parts of their cars because calcium

the structure of a car. Manager Kim

YellowHat store because of the clean

chloride sprinkled on motorways on

Jung-hwan explained to them about

yellow uniforms of the staff and easy-to-

snowy days causes corrosion in cars. Lee

the functions of the engine, car battery

understand explanations.

Ji-young, who was checking the lower

and coolants. All three - Noh Ha-yan,
who received her driver’s license just

part of her car, said, “The YellowHat store

three months ago, Kim An-na, who is

Romantic and meticulous service
Mr. Kim also briefed the guests on how

is easy to find because it is located on the

a quite experienced driver, and Lee Ji-

to prevent unbalanced tires as well as

young - listened carefully to what he

how to repair tires and check the brakes

said because regardless of their driving

to ensure safety. He also urged them to

Fun service
While their cars were undergoing

experiences, they knew little about cars.

replace swollen tires because they can

checkups, the three guests visited a car

“Always check the engine oil in your car

explode while driving and result in a

accessory store on the second floor of

because the lack of engine oil can cause

serious traffic accident. “I didn’t know

the building. They enjoyed looking at

the lubricating oil to heat up,” said Mr.

there was an engine check lamp. It was a

some 3,000 kinds of functional products

Kim. Hearing that, Noh Ha-yan and

very helpful visit because I have learned a

and cute characters for cars. Kim An-na

roadside.”

Kim An-na even checked their engine oil

says she often buys car accessories at the

personally. They also checked their car

YellowHat store and enjoys using them.
She took a special look at a car seat for her
child. The visitors enjoyed themselves at
a lounge on the third floor with Internet
access and a coffee shop. Lee Ji-young
surfed the Internet, while Kim An-na
read a magazine over a cup of coffee, and

Three beautiful Dongwha members visited the Nonheyon store of
YellowHat, the leader in the car after-market. These capable and talented
Dongwha members visited YellowHat to receive high-quality car checkups.
Dongwha Holdings Assistant manager Kim Anna, Dongwha Nature Flooring
Assistant manager Lee Ji-young and Dongwha Enterprise member Assistant
Noh Ha-yan had a great time receiving car checkups from seasoned
technicians in a clean store. Each of the three guests have different driving
experiences and drive different car models, but they all received helpful
advice and top-quality services from YellowHat professionals.

Noh Ha-yan had fun watching her car
checkup via a monitor.
The three Dongwha members found their
visit to YellowHat very helpful as they
learned about cars and received friendly
services in a clean car repair shop.
Thanks to YellowHat, they developed
interest in cars and learned how to drive

Dongwha's Female Employees Visit YellowHat

Miss Dongwha Meets
Mr. YellowHat

safely. YellowHat staff continues to
welcome customers with a clean store
and top-quality services and works

Kim AnNa _ Dw Holdings/Perf. Mgmt
Lee JiYoung _ Dw Flooring/Dir Sales2
Noh HaYan _ Dw Enter/Maker Team

hard to make customers smile with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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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S
동화그린켐, '제6회 화학물질 배출 저감 우수 사례'
환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품질인증규격에 적
합한 HB

SPRING vol. 151

2010 Retirement Ceremony

홈페이지 초기화면 리뉴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

였는데 이는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 강도
를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축자재 오염
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
해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On December 29, 2010, a retirement ceremony was held at the
Dongwha Enterprise headquarters for the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 Dongwha Greenchem and Dongwha Nature
Flooring.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nine employees of
Dongwha Enterprise, two employees of Dongwha Greenchem
and one employee of Dongwha Nature Flooring as well as the

Dongwha Greenchem’s
Eco-friendly LPM Materials Re-certified

representatives of relevant departments and labor union executives. Retirees received appreciation plaques and were credited for their hard work.

Dongwha Greenchem received an environmental re-certification of its LPM materials from the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in November 2010. The company received the certification
2010년 11월 25일, 환경부 주최 '제6회 화학물

of the top grade HB

, which is endowed after evalu-

질 배출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안

ating chemical emissions in construction materials and prod-

전팀 황길영 대리가 동화그린켐(주)의 배출 저

ucts. The certification encourages manufacturers to voluntarily

감 사례를 발표하여 환경부 장관상 장려상을

improve product quality.

동화자연마루, 한국인테리어협회 주최
기술대상 감사패 수상
지난 12월말, 동화홀딩스 홈페이지 (www.dongwha.co.kr) 리뉴얼 작
업이 진행 되었다.
리뉴얼의 목적은 기존 홈페이지에서 느낄 수 있었던 B2B 기업의 이

수상하였다.

미지를 탈피하고 신사업인 카라이프 브랜드를 적극 노출 시키는 것,

동화그린켐(주)외에 포스코, 호남석유화학 등
의 3개 업체가 수상하였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동화그린켐(주)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회사의 친
환경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Dongwha Greenchem Wins Environmental Award

이번 정년퇴임식은 동화기업 9명, 동화그린켐 2명, 동화자연마루 1명,

를 가졌다.

Dongwha Greenchem’s reputation as an eco-friendly company.

In late December, Dongwha Holdings renewed the front page

총 12명의 사우와 관련 부서장, 각사 임원 및 노조 간부 등이 참석하

from the minister of environment for reducing chemical emis-

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The award further boosted

Web Site Front Page Renewed

린켐, 동화자연마루의 정년퇴임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 감사패의 전달과 더불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

received the accolade, with the other two being POSCO and

업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다양한 동화의 사업영역을 보여주게 되었다.

2010. 12월 29일, 동화기업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동화기업과 동화그

In November 2010 Dongwha Greenchem received an award
sions. Dongwha Greenchem was one of three companies that

그리고 행복한 일터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에 있었다. 이 리뉴얼 작

2010년 동화 기업 外 정년퇴임식

of its Web site (www.dongwha.co.kr). The purpose was to do
2010년 12월 12일. 동화자연마루는 인테리어점주들이 주축이 되어 결

away with the image as a B2B company and publicize our auto

성된 한국 인테리어 경영자 협회로부터 기술 대상 감사패를 수상하

care business “CarLife,” as well as promote our image as a happy

였다.

workplace. The new front page looks more dynamic and emphasizes our business philosophy of valuing human resources.

Dongwha Nature Flooring Receives
Technology Award
In December 2010, Dongwha nature Flooring received the Best

동화그린켐 LPM, 친환경 견축자재 재인증
동화그린켐의 LPM이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2010년 11월 27일부터
2013년 11월 26일까지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재인증을 받았다.

동화자연마루, SNS를 통한 e-marketing 추진

Technology Award from the Korea Interior Management Asso-

동화자연마루에서는 향후 e-marketing을 선도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ciation, which comprises interior store owners.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 SNS(Social Network Service)
마케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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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공장마다 3번의 브리핑을 가졌다. 각 기구의 트레이너가 직접 공
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약 2시간여 동안 법, 규칙 및 규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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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M Blood Donation & Healthy Lifestyle
Promotion Program
In February 2011, a blood donation day and the Healthy Lifestyle Promotion Program were organized at the Kulim Plant.

EPF, SOCSO and Income Tax Briefing

총 12개월 동안 운영된다. 운영제품은 강화마루와 강마루이며 판매평
수 1평당 1마일이 지급되게 되는 제도이다.

고용주세, 사회보험기구와 소득세에 대해 회사와 직원들의 의무에 관
련하여 직접 강의했다.

상으로 월 판매량을 점수화 한 것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The program is supported by the Blood Transfusion Unit of Ku-

Dongwha Nature Flooring Introduces Mileage
System

lim Hospital and Kulim’s District Health Department. Forty-six

SNS의 주요 매체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과 트위터(www.
twitter.com)에 동화자연마루 팬페이지와 계정을 구축하였으며, 계정오
픈 이벤트를 2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Dongwha Nature Flooring Promotes e-Marketing
via SNS
Dongwha Nature Flooring has launched social network service

Dongwha Malaysia held three different trainings at all three

employees participated in blood donation. Activities held on

Dongwha Nature Flooring has introduced a mileage system to

plants to enhance the employees’ knowledge and raise aware-

this day were blood donation, basic health tests and pap-smear

bolster its ties with interior stores, or eco-members. Dongwha

ness of their rights with regard to the Employees Provident

tests for female employees.

miles are calculated based on monthly sales volumes and are

Fund (EPF),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 and income

committee members : Mr. Ahmad Busu as the advisor, Mr.

endowed to all eco-members holding transactions with Dong-

tax. Trainers from respective institutions were invited to give a

Muhamad Asri as the chairman, Ms. Husni(HR Team), Ms.

wha’s representative stores. The system will remain effective

two-hour talk about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Norhayani(Production Team), Mr. Shaiful(Production Team),

until January 2012. One mile is granted per 3.3 square meters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nd employees.

Mr. Azlan(QA Team), Mr. Hussin (QA Team) and Mr. Mohd

of laminate and flooring.

Najib(Engineering Team)

DMM 헌혈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프로모션
프로그램 실시.

marketing to secure a leading position in e-marketing and pro-

동화자연마루, 인테리어점 대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동화자연마루. 체육관 바닥재 브랜드 “TopFlo”
상표출원

mote interaction with its customers.
The company has created fan pages and accounts on Facebook
(www.facebook.com) and Twitter (www.twitter.com).

EPF, SOCSO and Income Tax Briefing
동화 말레이시아는 직원들의 고용주세(EPF), 사회보험기구(SOCSO)와
“TopFlo”는 ‘최고, 정상(頂上)’을 의미하는 ‘Top’과 바닥재(Floor)를 뜻

소득세(income tax)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본인 권리가 중요성을 위

하는 ‘Flo’가 결합된 합성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닥재 전문기업 동
화자연마루와 일본 최고의 건식바닥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BANKYO
FLOOR가 만나 탄생한 이중바닥 시스템을 의미한다
2011년 2월 10일. 쿨림에서는 헌혈과 건강한 생활방식의 전시회가 열

Dongwha Nature Flooring Launches “TopFlo”

렸다. 쿨림 본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쿨림 병원의 수혈과, 쿨림 지역의
보건부와 함께 진행되었다.

“TopFlo”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top” and “floor.” It was

46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의 프로그램으로 혈압 테스트, 여

동화자연마루는 각 인테리어점(이하 에코멤버)에 대한 Relationship을

직원들을 위한 자궁경부암 검사가 실시되었다.

강화하고 Loyalty를 증대하기 위하여 동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동화 마일리지는 동화의 대리점들과 거래하는 모든 에코멤버들을 대

developed by the leading Korean floor manufacturer Dongwha
Nature Flooring and Bankyo Floor of Japan, which has superb
dry floo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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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위기탈출을 위한 비전 워크샵이 진행되었다(2월 23일. 팀원그

the workshop for team leaders held at the Hyowon Training

룹/ 2월 25~26일. 팀장그룹). 이 날 강의에서는 김종수 부사장(국내

Center, the participants discussed future goals and ways to im-

외 소재사업군 총괄)이 보드 산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비즈

prove communication among team members.

니스 방향, 비전 등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1박2

The Dongwha Patinna NZ Employee Dependent Scholarship
program is open each year to the dependants of employees of

일로 진행된 팀장그룹 워크샵에서는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과 토
론이 이루어졌다.

2011 Recipients of the Dongwha Patinna
NZ Employee Dependant Scholarship

2011년 동화 파티나 뉴질랜드 자녀 장학금 수령

Dongwha Patinna NZ who are studying at a tertiary institution
on a full time basis. This year we had two recipients, one full
scholarship and one partial scholarship. The scholarship pro-

Workshop for Dongwha’s Materials Business

cess begins with a written application followed by an interview.
In February, Dongwha held a Q1 2011 workshop for Dongwha,

Sasha Smith, the daughter of Bridgett, and Reliability Engineer-

Daesung and Dongwha Greenchem to induce change and

ing Manager Mark Smith, Reliability Engineering Department,

hone employees’ crisis management skills. At the workshop,

DPN was successful in winning a full scholarship.

Vice President Kim Jong-soo, who oversees domestic and over-

A partial scholarship was won by Kahlia Hansen, daughter of

seas materials business, told the participants about the situa-

Neil and Executive Assistant Wendy Hansen(Human Resource

tion in the board industry and future business plans. At the Q&A

Department, DPN)

session, team members received answers to their questions. At

Sasha has just completed her first year in the Bachelor in Medical Imaging at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and will use the scholarship funds to continue her degree.
Kahlia has completed her school studies at James Hargest High
School in Invercargill, and is beginning a Certificate in Elemen-

국내 최초의 선진국형 카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옐로우햇이 마이
크로사이트를 오픈했다.(http://www.yellow-hat.co.kr) 사이트에는 논
현, 인천 매장의 통합된 정보를 볼 수 있게 구축되었으며, 각 매장의 직
원과 해당 서비스 정보를 자세하고 쉽게 살펴볼 수 있다.

YellowHat Opens Micro Web Site

동화 파티나 뉴질랜드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은 연마다 정규대학교에

tary Hair Design at Southland Polytechnic, in 2011. Her partial

재학하는 직원의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올해는 전액 장학금과

scholarship will assist her in purchasing text books and equip-

그리고 부분 장학금에 각각 한 명의 수령자가 선발되었다. 장학금 선

ment necessary for her study.

발 방식은 신청서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액장학금은 스

Dongwha Patinna are very pleased to be able to support hard

미스와 브리짓사우의(Reliability Engineering Department, Reliability

working and bright young people such as Sasha and Kahlia

Engineering Manager) 딸인 사샤 스미스가 선정되었으며, 부분 장학

achieve their dreams of academic and work-life success.

금에는 웬디 핸슨 (Human Resource Department, DPN) 사우의 딸인
켈리아 핸슨이 선정되었다.

The auto care provider YellowHat has opened its micro Web

샤샤는 Christchurch 기술대학에서 의학화상을 전공하며 1학년을 마친

site. (http://www.yellow-hat.co.kr) The site offers detailed infor-

상태이고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mation on the company’s Incheon and Nonhyeon stores, their

켈리아는 2011년 James Hargest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Southland

personnel and services.

기술대학에서 헤어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받은 장학금은 교과서와 공부에 필요한 도구를 사기 위해서 쓸 예정
이다. 동화 파티나는 샤샤와 켈리아와 같이 성실하고 영리한 청소년들

동화 소재사업군. 2011. 비전 워크샵 실시
2011년 1분기, 동화기업/대성목재, 동화그린켐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

에게 공부와 일과 삶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감회가 기쁘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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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DONGWHA
“동화는 진짜 좋은 회사” 활짝 웃으며 동화를 소개하는 하스룰은 프레스 공정이 재미있다고 한다.
동화 직원들이 모두 가족처럼 대해줘 감동했고 덕분에 업무 공정을 더 빨리 익힐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Global Report-1 행복 동화에서 글로벌 인재로 크는 기쁨

“Dongwha is a really good company,” says Hasrul, who finds the press process
interesting. He was moved when Dongwha employees treated him like family and
helped him learn his duties fast.
Global Report-1 The Joy of Growing into Global Talent in Happy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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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는 각 싸이트별로 연말연시를 맞아 애뉴얼 디너를 개최한다. 애뉴얼 디너는 1년간 직원들의 수고에 감

2010년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동화 말레이시아에서는 3개의 사업장 각각 구분하여 애뉴얼 디너가 진행되

사하며, 이에 직원들이 함께 만나 저녁 식사와 파티를 함께 즐기는 것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가수들을 초청거나 직원

었다. 올해는 닐라이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사무실과 함께 1월 8월에 진행되었으며, 머복은 1월 29일, 쿨림은 3월 23일에

들이 자체적으로 장기자랑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긴다. 많은 이벤트들 중, 꼭 포함되는 이벤트로 행운권 추첨 (lucky

진행될 예정이다. 닐라이 사업장과 쿠알라룸푸르 애뉴얼 디너에는 94명이 참여해 행운권 추첨, 노래 장기자랑, 게임 그

draw)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리고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머복에서는 300명이 참여해 노래 장기자랑, Kauyer 로컬 밴드의 공연, 전통 악기 공연 그
리고 디키르 바랏이라는 그룹의 전통 공연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되었다.

Annual Dinner in Malaysia is held usually at the end of every year but i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company calendar. The objectives of the annual dinner are to appreciate all employees’ hard work for the

In Dongwha Malaysia, annual dinner is held separately by all three plants. Nilai-KL had held their annual

whole year as well as to provide all employees with an opportunity to meet together.During this night,

dinner on 8th January, Merbok on 29th January and Kulim on this coming 23rd March 2011. During that night,

employees are usually entertained by some of local songbirds or by the employees themselves. A lot of events

employee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show their talents thus entertaining the audience on that night. For

are prepared for the night and the must-have event is lucky draw and this is the most awaited event by all

Nilai and KL Office, the dinner was held at Nilai Springs Resort with participations of 94 employees. Besides

employees as interesting prizes are ready to be brought home.

lucky draw, karaoke contest, games and fashion show took place that night. In Merbok, there were also karaoke
contest, performance by local band called Kauyer, instrumental performance, dikir barat (a musical form of
singing in groups, often in a competitive setting with instrumental accompaniment).

DMH Annual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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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동화에서
글로벌 인재로 크는 기쁨
MUHAMAD FADHLI BIN MANSOR _ 동화그린켐/보드화학팀, DCM/QA (現)
HASRUL NIZAM BIN HASSAN _ 동화기업/생산기획팀
MOHD NASRIK BIN MISBAH _ 동화기업/생산기획팀
MOHD FIRDAUS BIN ZAINAL _ 동화기업/생산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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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펼치기 좋은 동화

하다. 나스릭은 원활한 프레스 공정을 위해

닐라이공장장인 열혈 청년이다.

동화 그린켐 화학공장 보드화학팀 파들리는

선배들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동화는 진짜 좋은 회사”라고 활짝 웃으며 동

‘꿈을 펼치기 좋은 회사’라는 한양대학교 화

“직원들의 안전이 곧 생산 공정의 안전이다”

화를 소개하는 하스룰은 프레스 공정이 재미

학공학과 선배의 추천으로 동화에 지원했다.

는 이광선 선배의 말이 생활신조라는 나스릭

있다고 한다. 동화 직원들이 모두 가족처럼

2010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연구소에서 교

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현지 공

대해줘 감동했고 덕분에 업무 공정을 더 빨리

육을 받고 공장에 출근 첫날, 파들리는 무척

장이 있는 글로벌 동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익힐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피르는 느긋한

설레였다고 한다. 7년 유학생활을 한 덕분에

것이 뿌듯하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에서는 모든 일을 ‘빨

언어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배사우들과

피르는 2010 글로벌 인턴으로 동화와 인연을

리빨리’ 처리하는 문화라 조금 당황했지만 요

업무 조율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기 때문

맺었다. 경력을 위해 인턴에 지원했는데 연수

즘은 많이 적응했다고 웃었다.

이다.

에서 알게 된 동화의 핵심가치 ‘행복’에 감동

하지만 가족처럼 서로 아껴주는 팀원들 덕분

했다고 한다. 정말 멋진 기업 정신이라며 칭

하루하루 행복동화 속에서 성장하는 기쁨

에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특히 송정

찬을 아끼지 않는 피르. 그는 생산량을 분석

퇴근하면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여유로운

출 선배와 기본 이론, 문제 해결 등을 수시로

해 매일 리포트를 제출하고 매주 발표를 통해

시간을 즐긴다. 편안하고 안락한 거실에서

의논해 이제는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아주 재미있다고 한다.

TV를 보며 피로를 풀고, 그날의 업무에 대해

다고 자신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선배들에게 물어

토론을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알라신에게 경

2월 말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는 파들리는

볼 정도로 적극적이다. 덕분에 현장의 고충을

건한 기도를 올린다. 독실한 이슬람교도인 이

“DCM에서 말레이시아 수지연구의 선구자가

많이 알게 되었다며 피르는 기술사원들을 위

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는데 근무 중

되고 싶다며, 모두 다 동화 덕분”이라며 활짝

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기계 등을 개발

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계단, 옥상을 찾

웃었다.

하고 싶다고 한다.

아 기도를 하기에 기숙사에서의 오롯한 기도

“프레스 공정은 알수록 재미있고 정말 신비롭

는 더욱 엄숙하다.

다.”고 미소 짓는 피르는 목표가 말레이시아

이외의 시간은 각자 자신만의 아늑한 방에서

‘행복’이라는 핵심가치가 이뤄지는 동화
나스릭, 피르, 하스룰은 동화기업 생산기획팀

편히 쉬고 다음날 더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

동기다. 한 달 동안 MDF 공정 등을 익힌 이

다고 전해주었다. 오늘도 말레이시아 유학생

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들은 행복동화에서 하루하루 글로벌 인재로

“행복동화 멋져요”라며 웃는 나스릭은 행복

성장해가고 있다.

은 동화의 특별한 핵심가치라며 칭찬이 자자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요즈음 한국에
유학와 처음 근무한 직장에서 멋진
인생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동화의 핵심가치인
‘행복’에 매료되어 동화에 입사해
글로벌 동화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이다. 파들리,
나스릭, 피르, 하스룰. 햇살 아래 맑게
웃고 있는 이들이 동화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다양하지만, 행복 동화에

NASRIK

매료되어 글로벌 동화와 함께 지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FADHLI

HASRUL

FIRD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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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y of Growing into
Global Talent in Happy Dongwha

worries, he adapted to his new workplace

in everything and feels free to ask

in no time thanks to his coworkers,

operators about things that he doesn’t

who treated him like family. Thanks

know. He says he is lucky to have this

to his numerous discussions with Song

opportunity to learn about workplace

Jeongchul colleague, Fadhli has learned

problems and wants to develop work

MUHAMAD FADHLI BIN MANSOR _ DW G.Chem/Bord F/R, DCM/QA (PRESENT)
HASRUL NIZAM BIN HASSAN _ Dw Enter./Mf Plan
MOHD NASRIK BIN MISBAH _ Dw Enter./Mf Plan
MOHD FIRDAUS BIN ZAINAL _ Dw Enter./Mf Plan

how to solve problems. Fadhli, who is

processes and equipment that can

In the increasingly diversified

returning to Malaysia in late February,

maximize efficiency. “The more you

society, lifelong employment

says happily, “There’s uncommon resin

learn about the press process, the more

makes little sense, but there are

research center in DCM, so I want to be a

interesting it becomes,” says Firdaus,

young people who came to study

pioneer in resin research in Malaysia and

smiling. His goal is to become the head

in Korea and landed their first jobs

that’s all thanks to Dongwha.”

of the Nilai Factory in Malaysia.

students who became mesmerized

Implementing the core value of

“Dongwha is a really good company,”

by Dongwha’s core value of

“happiness”
Fadhli, Nasrik, Firdaus, Hasrul work

says Hasrul, who finds the press

for the Production Planning Team of

when Dongwha employees treated him

Dongwha Enterprise. They learned about

like family and helped him learn his

MDF production for one month and

duties fast. He also added that he was

back in January began their work duties.

confused when he just came to Korea

Nasrik spares no praise for Dongwha’s

because everything is done very quickly

core value of “happiness,” which is hard

compared to Malaysia, but now he has

to find in other corporations. He often

become used to that.

at Dongwha. They are Malaysian

“happiness.” Fadhli, Nasrik, Firdaus,
Hasrul ended up at Dongwha for
different reasons but they all want
to grow into true professionals with
Global Dongwha.

process interesting. He was moved

discusses the press process with operators
to ensure smooth workflow. Nasrik likes
to quote manager Lee Kwang-sun, who

Growing in happy Dongwha
The Malaysian students finish work

often says, “Workers’ safety ensures safe

and spend their evenings in the dorm.

Making dreams come true
Fadhli from the Chemical Factory of

production.” Nasrik is happy to work for

They watch TV in their comfortable

a global corporation with a presence in

living room and discuss work with

Dongwha Greenchem was recommended

various parts of the globe.

one another. They also pray to Allah
five times a day. While at work, they

to apply to Dongwha by his college
senior who described Dongwha as a

Firdaus joined Dongwha in 2010 as

usually pray on stairs or the rooftop to

company where one’s dreams come true.

an intern to gain experience. He was

avoid crowded places. When praying in

Last year, he received three months of

impressed by Dongwha’s core value of

the dorm, their prayers are even more

training at a research center. Fadhli says

“happiness,” about which he learned

solemn. They also like to rest in their

he was very excited on his first day at

while receiving training. He lauds

individual rooms to recharge their

work. After studying in Korea for seven

Dongwha for its praiseworthy spirit and

energy that they need at work. They

years, he had no language problems but

enjoys his work duties, which include

continue to grow into global talent in

he was worried about whether he would

analyzing production output, writing

happy Dongwha.

be able to coordinate his duties with the

and submitting daily reports and making

other technicians. But counter to his

presentations every week. He is p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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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는 베트남 공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타국에서 실제업무와 같은 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한창인 팀이 있다. 이들은
바로 베트남 공장 합류 전까지인 2010년 8월 29일부터 2011년 6월 30
일까지, 10개월 간의 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42명의 파견 교육생들⋯
연수중인 Vietnam Support team을 대표해 Mr. Chung 사우가
현장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해왔다.

“

Vietnamese : xin

chao (씬 짜오)
Malay : apakabar (아빠까바~르)
English : hi..
Korean : 안녕하세요

”

이른 아침 VRG(Vietnam Rubber Group) Dongwha 말레이시아 교육장에서는 4개 국가
의 인사말을 주고 받는 재미있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 시간은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공
통된 목표를 느끼는 시간이기에 .저희 Vietnam Support team에게는 비타민 같은 시간입
니다.

저희 팀원들은 모두가 다른 언어와 풍습을 지닌 각각의 국가에서 VRG dongwha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기초체력을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정은 아침 인사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전날의 교육에 대한 테스트(시험),
그리고 이론 강의, 오후에는 필드 트레이닝 순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 종료가 모든 과정의 끝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퇴근 후엔 하루에 있었던 세부적
인 과정들에 대한 정리와 내일 오전에 있을 시험 공부가 병행 되어 하루를 바쁘게 채우고 있
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저희들은 자정이 되어서야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들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인 ‘베트남 공장
의 성공적인 출발’을 완성 시킬 것을 떠올리며 그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이러한 노력들이 글로벌 동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낯선 타국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Vietnam Support team 모두가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동화가족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from. Mr. Chung

베트남 사업장의 활력 Vitamin!

Vietnam Support Team

Global Report-3

070 Global Dongwha

The Vitamin of Vietnam Factory

Vietnam Support Team
There is a team at the Malaysia business site that is
undergoing harsh training to ensure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Vietnam factory. The 42 trainees will
receive ten months of training until they join the
Vietnam factory in June 2011. Mr. Chung sent us photos
and news on behalf of the Vietnam Support Team.

“

Vietnamese : xin

chao
Malay : apakabar
English : hi..
Korean : Annyeonghaseyo

”

People at the VRG (Vietnam Rubber Group) training center of Dongwha Malaysia
greet one another in four languages. Morning greetings help trainees bolster their

solidarity. To the Vietnam Support Team, morning greetings are like vitamin. Our
team comprises people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We are receiving training in
Malaysia to hone our skills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VRG Dongwha. After morning
greetings, we take a test to review what we had learned the day before and take classes.
In the afternoon we undergo field training.
When training is over, we keep ourselves busy by reviewing what we have learned
during the day and preparing for tests. We usually go to bed past midnight. Sometimes
it is challenging but we work hard toward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Vietnam factory
and take pride in what we do. We firmly believe that our efforts will help Dongwha
extend its global reach. We ask for your support so that all members of the Vietnam
Support Team can cheer up on a foreign land and achieve their common goal.
From Mr.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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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는 띠 동갑 파트너. 이종석 사우는 대화 중
갑자기 나온 혁신이라는 단어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늘 최선을 다하는 게 혁신 아닐까?”
라며 싱긋 웃었다.
Bravo My Team! 열정과 신뢰, 지속성장을 향해 날다

These two partners are perfectly in sync. Mr. Lee says that innovation is about
a loving family because people always do their best for their loved ones.
Bravo My Team! Passion and Trust, Toward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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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 M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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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 98%로 사랑 듬뿍
물류팀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한다. 조달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납기 서비스를 줄여 만족도를 높이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해 신규업체를 소싱하는 등 늘어
나는 주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물류팀은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결과 4년 전까
지 87% 남짓했던 납기서비스 만족도가 98%까지 상승했다.
최근 물류팀은 기름값이 올라 늘어나는 운송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다. 효율적인 운송 스케
줄 운영으로 운송 비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운송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지속 성장을
위해 뛰는
동화기업 물류팀!

구슬 땀을 먹고 사는 동화의 토끼들
75년 토끼띠 성재모 사우는 “물류는 업무의 시작과 끝이다. 사람의 머리와 발과 같다.”라며 물
류팀 업무에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63년 토끼띠 곽공신 사우는 현장 경험 16년차인 베테랑이다. 지게차로 물품을 운반하는 등 공
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그냥
직장이라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일처럼 물건 하나하나,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며
소박하게 웃었다.
“업무에서 현상 유지는 퇴보”라고 말하는 김인수 사우는 현장의 선입선출 조건을 반영해 주문
을 맞출 수 있게 현장에서 항상 재고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재고를 정비한다. 또한 늘 체
화재고 감소 방안을 고민한다.
김인수 사우는 “업무 성장을 이루는 근간은 정확성”이라며 매 순간 마음속으로 강조하고 또 강

열정과 신뢰, 지속성장을
향해
날다

조하게 된다고 전한다. 지혜로운 토끼처럼 정확하게 업무에 임하는 물류팀이 환상적인 호흡으로
이룬 최상의 수치다.
김인수 사우 동화기업/물류팀
Kim InSoo Dw Enter./Logis Team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다. 사람과 친숙한 동물 토끼는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 설화 속에서는

동화기업 물류팀,
토끼띠 팀원

김인수
성재모
이종석
곽공신

사우
사우
사우
사우

_
_
_
_

동화기업/물류팀
동화기업/물류팀
동화기업/물류팀
대성목재/물류팀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달 속의 토끼는 불로장생을 담고 있다.

혁신은 사랑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토끼 해를 맞아, 동화의 팀들 중, 전체 인원 대비 가장 많은 토끼띠 팀

16년 현장 경험이 무르익은 이종석 사우는 창고장 장비 주변에서 재고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원을 찾아 새로운 각오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위험한 작업이지만 무사고에 도전하며 늘 파이팅을 외친다. 김인수 사우가 세심하게 업무를 기
획하면 이종석 사우는 현장에서 신나게 실천한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는 띠 동

활기차게 뛰는 동화의 대동맥, 물류팀

갑 파트너. 이종석 사우는 대화 중 갑자기 나온 혁신이라는 단어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신묘년을 맞아 토끼띠 직원들이 뭉쳤다. 지혜와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지혜롭게 업무를 수

늘 최선을 다하는 게 혁신 아닐까?”라며 싱긋 웃었다.

행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지속 성장을 위해 파이팅을 다짐했다. 이들은 바로 동화기업 물

토끼의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물류 전반 사항을 체크해 더 탄탄하게 성장할 요소를

류팀, 김인수, 성재모, 곽공신, 이종석 사우.

파악하는 정확한 시선에서 나온다. 물류팀의 열혈 직원들처럼.

자재 입고, 자재관리, 제품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어느 부서

63년, 75년 토끼띠 띠동갑 물류팀 직원들이 만들어가는 무한성장을 기대한다.

보다 정확도가 중요하다. 재고가 안 맞으면 출고에 문제가 생기고, 운송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배
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류팀의 정확한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업무의 효율
성이 확보된다.

성재모 사우 동화기업/물류팀
Sung JaeMo Dw Enter./Logi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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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and Trust,
Toward
Sustainable Growth

Dongwha’s hardworking rabbits

Members of Donwha Enterprise’s Logistics Team
who were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to check every detail. Our company is like a house with a view of the ocean,” says Mr.

Sung Jae-mo, who was born in 1975, says that logistics is the beginning and end of any
work process. He compares it to a person’s head and feet. Gwak gong-sin, who was
born in 1963, has 16 years of experience. He dedicates much effort to safety because
some work processes pose danger such as transporting freight with forklifts. He says
his opinion about his company has changed since it began placing priority on quality
and employee safety. “Before, I just thought of it as my workplace, but now I make sure
Kwak smiling.
Kim In-soo colleague, who likes to say that maintaining status quo is tantamount to

Kim InSoo _ Dw Enter./Logis Team
Sung JaeMo _ Dw Enter./Logis Team
Lee JongSeok _ Dw Enter./Logis Team
Gwak GongSin _ Daesung/Logis Team

regression, always checks the company’s inventories and manages them efficiently to
deliver orders in a prompt manner based on the first-in-first-out basis. He also considers
ways to prevent stock accumulation. “Innovation is about accuracy. It’s the foundation
곽공신 사우 대성목재/물류팀
Gwak GongSin Daesung/Logis Team

of growth,” says Mr. Kim, who stresses the importance of accuracy whenever he can.
The work efficiency of the Logistics Team has reached 99.8 percent, which is the result
of its hard work rooted in accuracy.

The Year of the Rabbit has begun. A rabbit is a familiar animal that symbolizes wisdom
and prosperity. In folk tales, rabbits always overcome hardships with wisdom, while
rabbits pounding mortars on the moon represent longevity. Dongwha Enterprise’s
Logistics Team has more members who were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than any
other team in Dongwha. We met with some of them.

Innovation is about a loving family
Lee Jong-suk, who has 16 years of experience, manages inventories near warehousing
equipment. His job is risky but he is determined to reduce accidents to zero levels. After
Kim In-soo colleague devises a detailed plan, Lee Jong-suk colleague carries it out.

Logistics Team, the driving force of Dongwha
Members of Dongwha Enterprise’s Logistics team who were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gathered in one place to mark the Year of the Rabbit. They made a determination
to enhance work efficiency and do their best. They are Kim In-soo and Sung Jae-mo
and Gwak gong-sin and Lee Jong-suk colleague. The Logistics Team manages materials
and ships products. Its duties require more accuracy than in other teams. Inventory
problems spawn shipping problems, while a lack of transportation vehicles can disrupt
이종석 사우 동화기업/물류팀
Lee JongSeok Dw Enter./Logis Team

product delivery. Accuracy is the key to enhancing the team’s work efficiency.

98% service satisfaction
The Logistics Team always does its utmost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To deliver
orders in a timely manner, the team has minimized delivery time and found new
partners to ensure smooth vehicle operation. As a result, customer satisfaction has
surged from 87 percent four years ago to 98 percent. Recently, the team has been facing
problems because of soaring oil prices. The team strives to cut transportation costs by
efficiently managing its transportation schedule. This year, the team tries harder than
ever to save transportation costs.

These two partners are perfectly in sync. Mr. Lee says that innovation is about a loving
family because people always do their best for their loved ones. A rabbit’s wisdom is not
achieved easily. It is a result of shrewdness and accuracy that help catalyze growth.

078 Life & Culture

Event Day-1

079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초콜릿 편지

The Most Special Chocolate Letter in the World
동화인터내셔널 이우진 사우 Lee Woo-jin, Dongwha International Kr

초콜릿으로 만드는 행복의 한 구절

발렌타인데이 사랑고백 이벤트
Valentine’s Day Love Confess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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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시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동화 직원

A verse of happiness made with chocolate
Meeting the main characters of movies and poems is always

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사랑고백 이벤트에서 행복의 주인공을 만났습

a pleasant experience. We met with the main character of

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초콜릿 이벤트에 참

the love confession event that was organized for Dongwha

가한 동화인터내셔널 이우진 사우입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배려하는

employees on Valentine’s Day. He is none other than Manager

이우진 과장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

Lee Woo-jin, who prepared a special surprise for his wife of

나니라’는 유치환님의 시 ‘행복’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

10 years. His genuine love for his wife reminds one of a line

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헤아려 먼저 실천하는 배려가 행복의 비결

from Yoo Chi-hwan’s poem that goes, “Loving someone makes

이죠” 여직원들 사이에서 남자 홀로 초콜릿을 만드는 것이 조금은 쑥

me happier than receiving love.” Mr. Lee says the secret of his

스러운 듯 씨익 웃는 이우진 사우의 미소가 참 따스했습니다. 이우진

happiness lies in his heartfelt care for his wife. With a warm

사우는 동갑내기 아내 김혜라 씨와 개구쟁이 두 아들 준기, 현승이를

smile on his face, Mr. Lee says making a chocolate gift for his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 있답니다.

wife was somewhat embarrassing because he was the only man
among Dongwha employees who applied for the event. He also

사랑이 묻어나는 환상의 맛

added that he and his wife, Kim Hye-ra, have been having fun

템퍼링한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these days raising their two sons, Jun-ki and Hyung-seung.

에 가나슈 초콜릿을 넣어 코팅작업
을 하는 이우진 사우의 섬세한 손놀
림에 동화 여직원들의 감탄이 끊이지

A Fantastic Taste Flavored with Love
Mr. Lee’s female coworkers are

않았습니다. 가나슈 초콜릿 위에 살

fascinated to see his exquisite

포시 아몬드를 장식하고, 장식 시트

hand moves mixing different kinds

를 올리는 손놀림이 참 자연스러웠습

of chocolate and topping it with

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정성을 듬

almonds and decorative sheets. “My

뿍 담았어요. 게다가 10년 결혼생활의 내

gift represents my love for my wife. I

공을 120% 발휘했답니다.” 평소 요리하기

did my best as a husband of 10 years,”

를 즐긴다는 이우진 사우는 토요일이면 직

says Mr. Lee. He enjoys cooking and

접 아침을 준비한답니다. 결혼 초 직장에

cooks breakfast for his family every

나가는 아내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

Saturday. He began doing that to help his working wife when

제는 주말의 행복한 일상이 되었다고 미소

they just got married but now it has become his weekend hobby.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Mr. Lee puts his chocolate gift in a pink heart-shaped box and

초콜릿을 분홍벨벳 하트상자에 담아 마무

makes finishing touches. Then he writes a chocolate love letter,

리를 합니다. 10년 사랑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세심하게 초콜릿 편

with each letter inscribed with extra care. He begins with,

Valentine's Day is always exciting, but once it's over, we feel a big void.

지를 써갑니다. “혜라.....” 그 모습이 갓 사랑을 시작한 청년처럼 진지

“Dear Hye-ra…” He looks as serious as a young man who has

That's why Green Dongwha organized a chocolate-making event to help

합니다. 마음이 듬뿍 담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편지를 받는 사람

just fallen in love. His gift full of love will make its recipient the

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happiest person on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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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돌아오는 발렌타인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조금 허무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마음을
초콜릿으로 만들어 보는 동화만의 행복한 초콜릿 공장

Dongwha members express their special feelings through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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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완소 팀장님,
그리고 우리 팀원들~. 너무 사랑해요

행복은 감출수가 없나 봅니다. 반짝이는 눈동자, 홍조를 띤 볼, 수

Valentine’s Day for Beloved Husband
Concealing happiness is almost impossible. Eyes shining with

줍은 미소에 반짝반짝 행복이 물씬 배어있습니다. 2월 9일 동화직원

happiness, blushing cheeks, a shy smile… Everything speaks of

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사랑고백 이벤트에서 만난 동화SFC 공무팀 노

happiness. Noh Su-hyun from Dongwha SFC, who we met at

수현 사우는 참 어여뻤습니다. 동화홀딩스 법무팀 최상호 사우와 1월

the Valentine’s Day event on February 9, looked astonishingly

22일 백년가약을 맺은 노수현 사우에게 이번 이벤트는 더욱 특별했

pretty. This year’s Valentine’s Day is special for Ms. Noh,

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발렌타인데이, 서울 논현동의 수제 초콜릿

because she is a newlywed. She tied the knot in January this

공방 ‘코코핑코’에서 직접 초콜릿을 만드는 달콤한 체험까지 하니 금상

year with Assistant Manager Choi Sang-ho from Dongwha

첨화입니다. “신입사원 연

Holdings. To make the first Valentine’s Day of their married life

수에서 만난 신랑은 차도

special, she applied for a chocolate making event at a handmade

남처럼 멋졌어요. 동기모

chocolate store in Nonhyeon-dong,

팀장님의 미소와 잘 어울리는 초콜릿

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

Seoul. “When I first saw him, he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동화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Chocolate that compliments our team manager’s smile
Making a fresh start is always exciting. Dongwha’s new

해졌죠. 동화는 최고의

impressed me with his cold yet

동화홀딩스 회계팀 안은지 사우, 세무팀 이유미 사우, 재무팀 서혜은

employees Ahn Eun-ji, Lee Yu-mi and Seo Hye-eun applied

인연을 만난 정말 소중한

sophisticated looks. We became

사우는 팀장님과 팀원들을 위해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에 참가했습니

for the Valentine’s Day event to make chocolate for their team

직장이네요.”

close after several encounters.

다. 갓 스물, 어리고 업무 경험이 없어 실수가 많은데도 친절하게 업무

managers and teammates to thank them for their all-out

Dear Team Manager and
Team Members, We Love You All!
동화홀딩스 안은지, 이유미, 서혜은 사우 Ahn Eun-ji, Lee Yu-mi, Seo Hye-eun of Dongwha Holdings

Dongwha is a special workplace

를 가르쳐주시는 멋진 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

support despite all the mistakes these young rookies make

세상에 하나뿐인 그를 위한 초콜릿

because this is where I met my life

다. “저희 주동식 팀장님은, 스마일맨이에요. 회계부서라 실수하면 큰

at work. “My team leader, Joo Dong-sik always smiles. Even

2007년 입사한 노수현 사우는 남

partner,” says Ms. Noh about her

일인데, 실수할 때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힘이 난답니다.” 안은

a small mistake can be huge in accounting, but he is nice to

편 최상호 사우가 요즈음 대한민국

husband.

지 사원은 팀장님 격려에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웃었습니다.

me every time I make mistakes and he never spares effort to

“세무팀은 가족 같아요. 특히 전찬웅 차장님은 완전 분위기 메이커세

encourage me,” says Ahn Eun-ji, who does her best not to make

여심(女心)을 뒤흔든 현빈처럼 멋진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며 수줍게 웃

Chocolate for my significant other
Ms. Noh, who joined Dongwha in 2007, says her husband is as

요.” 이유미 사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mistakes thanks to the strong support of her boss. “The Tax

었습니다. 그 마음을 듬뿍 담아 사

자랑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Affairs Team is like family. Our manager, Jeon Chan-woong,

랑하는 남편을 위해 세상에 단 하나

good-looking and chic as the popular actor Hyun Bin, who is all

은 일도 잘하시고, 유머도

is the life of a party,” says Lee Yu-mi, who receives much

뿐인 노수현표 초콜릿을 정성스럽게

the rage these days. She made one-of-a-kind chocolate gift for

있으세요. 무엇보다 성격이

inspiration from the warm atmosphere in her team. “Our team

만들었습니다.

her husband to convey her feelings for him. She carefully coated

너무너무 좋으시답니다” 서

leader, Kim Byoung-jin, is good at what he does and has a good

초콜릿 코팅을 하고, 아몬드를 장식하는 짬짬이 초콜릿이 굳지 않게

the chocolate, adorned it with almonds and kept tempering

혜은 사원도 인자한 팀장님

sense of humor. Plus, he has an awesome personality,” says Seo

템퍼링을 합니다. 최고의 맛을 위해서요. “초콜릿 만들기, 생각보다 어

it to prevent it from hardening and make it taste the best.

덕분에 일하기 편하다고 좋

Hye-eun about her boss.

렵지만 재미있고 신비롭네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초콜릿을 만드

“Making chocolate firsthand turned out to be more difficult

아했습니다.

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 하나하나 정성껏 써

than I thought, but it was fun and exciting,” says Ms. Noh. Her

내려간 초콜릿 고백이 참 달콤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달

chocolate love confession read, “I will love you more tomorrow

감사와 다짐이 만든 정성 한 조각

A piece of thankfulness and determination
The three ladies are busy tempering, coating

콤한 신혼에 초콜릿의 달콤함이 더해져 행복은 우주처럼 커져만 갑니

than today.” The sweet love of this newlywed woman and her

초콜릿 템퍼링 하랴, 가나슈 초콜릿 코팅 하

and decorating chocolate. They are upset to see

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신혼의 사랑입니다.

husband keeps growing
g byy the day.
y

랴, 초콜릿 장식하랴, 다들 분주하게 움직입

the shape of the chocolate falling short of their

니다. 익숙하지 않아 생각한대로 초콜릿 모양

expectations. “Making chocolate is more difficult

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워합니다. “일보다 초콜릿 만들기가 더 어려운

than performing my work duties,” says Eun-ji. “That’s right! I

것 같아요.” “맞아!” “그래” 안은지 사우의 말에 이유미, 서혜은 사우

agree,” say her colleagues Yu-mi and Hye-eun. Nonetheless, they

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초롱초롱하게 눈을 빛내며

반짝반짝 빛나는, 달콤한 사랑

continue to do their best until the last minute. Eun-ji and Hye-

팀장님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안은지, 서혜은 사우는 팀원들을 위

eun decorate their chocolate with the initials of their teammates’

Sparkling and Sweet Love

해 이니셜로 초콜릿을 장식하는 센스를 발휘하고, 이유미 사우는 ‘알

names, while Yu-mi expresses her feelings with the cute word

럽’이란 앙증맞은 문구로 마음을 전합니다. 이날 만든 사랑의 초콜릿

“love.” The chocolate gifts of the three ladies represent their

에는 사우들의 감사와 다짐도 듬뿍 담았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팀원

gratefulness and determination to do their best.

동화 SFC 하우징 노수현 사우 Noh Su-hyun, Dongwha SFC Housing

들 모두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할게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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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졸업 디너 이벤트 | Graduation Dinner for Employees’ Children

무럭무럭 훌쩍 커버린
아이들만큼 동화가족의
행복도 자랐습니다
The happiness of the
Dongwha family has grown
as much as the children.
어느새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만찬.
아이들과 함께 웃는 동화인의 미소 속에서 행복을 보았습니다.

행복동화와
함께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레임⋯
정택원 사우 _ 동화그린켐/표면제공장

시간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옹알이 하던 어린 딸은 어느덧 어여쁜 소녀로 성장했고,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자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졸업 자녀를 위한 동화의 행복 이벤트가 열린 2월 17일 동화
그린켐 표면재공장 정택원 사우 는 딸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야무진 지은이

Excitement
over a fresh
start with
happy
Dongwha
Jeong TaekWon _ DW G.Chem/Surface Fac.

Time is like magic. It seems like yesterday that a young daughter was cooing and
making her first sounds. But now she has grown into a beautiful lady helping her
brusque father become more caring and gentle. At a graduation event organized on
February 17 for the children of Dongwha employees, technician Jeong Taek-won from
Dongwha Greenchem’s Surface Materials Factory spared no praise for his beloved
daughter.

A smart girl who wants to be a teacher
“My daughter, Ji-eun, is very pretty. She also has a warm heart and volunteers often.”
In March, Ji-eun will become a middle school student. Her dream is to become an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는 착한 딸이랍니다”

elementary school teacher. She developed interest in teaching while teaching her

3월이면 중학생이 되는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입니다. 교회에서 3학년 동생에게 수학을

juniors at a church. “I want to become a good teacher who gives hope to her students,”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

says Ji-seun, smiling shyly. Taking after her meticulous and accurate father, Ji-eun is

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unusually stout-minded for her age. Since the time she became an elementary school

정확하고 꼼꼼한 아빠를 닮아 지은이는 나이에 비해 참 야무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

student, she has prepared for school on her own and never needed prodding when it

터 준비물도 알아서 척척 챙기고, 숙제도 열심히 해 걱정 한 번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came to homework. Mr. Chung says he is amazed to see his two children, Ji-yong and Ji-

지용과 지은, 두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는 모습에 깜짝 놀란다는 정택원 사우 . 찰나처럼 짧은

eun, growing so fast. To make the best out of his time with his children, he often strolls

그 시간이 아까워 요즘은 지은이와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with Ji-eun in a park and talks to her about many things.

상추쌈에 듬뿍 담긴 모녀의 사랑
하지만 지은이는 요즘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자주하는 아빠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살짝 귀띔

Food full of love
Ji-eun says she feels pressure when her father urges her to study hard these days. “I say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라며 넌지시 던진 말에 가족들은 슬며시 웃습니다.

that because I want you to end up well,” says Mr. Chung, smiling. “Ji-eun, isn’t this meat

“지은아,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지? 많이 먹으렴.”

really tender? Have more,” adds the caring father while giving his daughter a piece of

아빠가 입에 쏘옥 넣어준 갈비를 맛있게 먹는 그 모습만 봐도 엄마, 아빠는 마냥 좋은 듯 합니

roasted ribs. Even when eating, she looks endearing to him. “Dad, you should also have

다. “아빠도 많이 드세요.” 딸이 싸주는 상추쌈에 아빠의 미소와 행복은 더욱 커져갑니다.

more,” responds Ji-eun and wraps meat in vegetables for her happy father. Mr. Chung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딸에게 아빠는 뭐든지 알아서 척척 잘하는 지은이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그냥 지금처럼만, 이대로 예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고 웃습니다. .

says he doesn’t wish anything else for his daughter because she always knows what to
do. His only wish is that she always remains as beautiful as sh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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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에 이병상 차장도 마음이 놓이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민환아,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아빠야.” “아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엄마랑 예환이는 제
가 지킬게요.” 남자 대 남자, 사나이들의 약속이 뜨겁습니다.
이날 저녁 새록새록 쌓인 행복한 추억은 가족과 함께 떠난 태국 파타야 여행에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언제나 행복한 추억으로 연결되어 있을 만큼.

Happy
Moment Full
of Laughter

Seeing one’s son growing up is a fulfilling experience. Deputy Lee ByungSang from

Lee ByungSang _ DW G.Chem/Bord F/R
_ VRG Dongwha/
Chemical(present)

Special memories created before leaving abroad
To Min-hwan, becoming a middle school student is a bit of pressure because he has to

the Board Chemical Team of Dongwha Greenchem says the graduation event for
employees’ children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him to realize how big his son, Minhwan, has become.

study harder now, but he is determined to do his best to achieve his dream of becoming
a veterinarian. He looks upbeat hearing encouragement from his father. Mr. Lee
took a leave from work to create special memories with his family before leaving for
Vietnam in late February. He applied for the graduation
event immediately upon learning about it. His children,
Min-hwan and Ye-hwan, were happy to spend time with
their Dad by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ceremony and Dongwha’s “Happy Event” and traveling to
Thailand together.

웃음꽃 절로 피는
행복한 이 순간
이병상 사우 _ 동화그린켐/보드화학팀
_ VRG Dongwha/Chemical(現)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참 흐뭇합니다. 졸업자녀를 위한 동화의

A reliable son
Ye-hwan said she wanted to go to Vietnam with her

가족이벤트에서 동화그린켐 보드화학팀 이병상 사우는 첫째 민환이가 부쩍 컸다는 사실을 새
로이 알았습니다.

Dad. “Just put me in your suitcase,” said Ye-hwan cutely,
해외 근무를 앞둬 더 특별했던 추억 만들기

making her loved ones laugh. But Min-hwan carried

이제 중학생이 되는 민환이는 공부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지만 수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himself in a dignified manner. “Dad, don’t worry about us

할 것이라고 의젓하게 말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에 표정이 더욱 밝아집니다.

because we’ll visit you often,” said Min-hwan smiling. Mr.

2월 28일 베트남으로 해외 근무를 떠나는 이병상 사우는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Lee was relieved and happy to see his son talking like a grownup. “Min-hwan, you’re

휴가계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족 이벤트 공지에 즐거운 이벤트에 참가하게 됐다며 미소 지

the father in our family when I’m absent,” said Mr. Lee. “Dad, take care. I’ll take care of

었습니다.

Mom and Ye-hwan,” replied the son in this man-to-man conversation. Happy memories

초등학교 졸업식, 동화 행복 이벤트, 태국 파타야 가족 여행.... 아빠랑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

that Mr. Lee’s family created that evening grew even bigger when they visited Thailand

만, 모처럼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민환이와 예환이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soon after that. Even when Mr. Lee is far from his loves ones, they are always together
in their hearts.

아빠를 대신 할 만큼 든든하게 자란 민환이
둘째 예환이는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자 “나도 아빠 따라갈래요. 저를 가방 속에 넣어주세요.”
어리광을 부립니다. 귀여운 그 모습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민환이는 의젓합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되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듬직하게 말하며 씨익 미소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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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맛집
내비게이션

주소: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74-10
연락처: (032) 815-1755

영업시간이 저녁 7시로 정해져 있지만,
냉동상태가 아닌 생으로 산 곱창구이를 제공하기에
그날 수량이 다 떨어지면 장사를 하지 않는 곳.
따라서 저녁 예약조차 힘든 곳.

맛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딱 3가지 메뉴

주문시 바로 등장하는 기본찬
느끼함을 없애주는 깻잎,
깊은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우거지 된장찌개,
그리고 배추김치, 마늘과 고추, 통마늘장아찌,
여기에 추가로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생간과 천엽
돌판 가득 나오게 되는
생생 메인 메뉴

다 먹었다 싶을 때,
보너스로 맞이하게 되는 마무리 메뉴. 김치볶음밥

원래는 셀프 구이지만,
단골 동화인을 위해 특별히
뒤집어주시는 미모의
사장님

CHANGE LEADER & READER

인터넷, 잡지 등을 살피다 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맛집 정보! 그러나 막상 찾아가 보려
할 땐, ‘그 위치가 애매해서⋯’, ‘가격이 비싸서⋯’, ‘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등의 이유들로 망설이게 된다.
2011. 인천과 여의도 논현동을 중심으로 동화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실용성 100%의 맛집을 찾아 떠난다.
그 첫 번째 여행의 주인공은 대성목재 함길성
사우와 동화기업 사원관계팀 최장운 사우가 적극
추천한 인천 연수동 ‘솔밭 원조 곱창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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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신은 새로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변화는 때를 기다리는 현명함 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성실함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변화를 위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변화는 종이물고기도 헤엄치게 한다
조너선 플럼 저 | 유영만 역 | 한국경제신문사
원제 How the Paper Fish Learned to Swim

변화는 기회를, 기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변화는 종이물고기도 헤엄치게 한다』는 사람이 종이로 만든 가짜 물고기가 바다를 열망해 결국 살아서
펄떡이는 ‘진짜’ 물고기로 변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개인과 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화형 자기계발서다. 불가능한 도전 과제, 여러 제약과 조건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
는 오늘날 꿈과 가능성의 비전을 갖게 해주는 것은 바로 상상력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실천편)
한창욱 저 | 새론북스

“꿈꾸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다!”
출간된 지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70여만 독자를 사로잡은『나를 변화시키
는 좋은 습관』의 실천편! 저자 한창욱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다루다 보니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없었던 전편의 아쉬움을 이번 실천편을 통해 풀어놓았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성공 노하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우리 삶의 숱한 위기와
좌절의 순간을 시간, 이상, 인맥, 열정이라는 네 가지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꿋꿋하게 헤쳐 나가 보자.

Slack (변화와 재창조를 이끄는 힘)
윤톰 드마르코 저 | 황재선, 류한석, 이병철 역 | 인사이트
원제 Slack

항상 바쁘면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나도 효율적인 사람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그 일에 즉시 대
응할 수 없게 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직이 효과적(effective)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비효
율적(inefficient)으로 보이는 ‘느슨함’(여유)이 있어야 한다. 이 느슨함이 있어야 급변하는 내외의 조건에 기
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조금 천천히 일하더라도 제대로 일함으로써 조직의 창의성을
살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있다.

스위치 (손쉽게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설계의 힘)
노칩 히스, 댄 히스 저 | 안진환 역 | 웅진지식하우스
원제 Switch: how to change things when change is hard

작은 손짓 하나로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스위치'의 비밀!
그릇 하나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대생의 이야기에서부터 424켤레 장갑 무더기로 이사회를 발칵 뒤집은
신입사원의 이야기, 몰락해가던 브라질 철도회사를 4개의 메시지로 기사회생시킨 CEO의 성공담까지, 불
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들의 공통 패턴을 분석한다. 그리
고 그 뒤에 숨은 3가지 요소를 추출해 왜 대부분의 변화는 실패하는데 어떤 변화는 성공하는지, 그 비밀
을 낱낱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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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걱정 없는 ‘다용도 보조 배터리’

‘치약 금연보조제, 흘림방지 스낵통⋯,’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
생활 속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바꾸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주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왜 이렇게 짧지’ 전원공급 장치 부문에서 기

불편한 현실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크게는 전기나 화장실부터 작게는 고무줄, 손가락용 밴드,

술 개발을 통해 170여건의 국내, 외 인증을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

발가락 양말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이

은 퍼팩트파워(www.perfectpower.co.kr)가 최근 생산한 제품은

되었다. 기업 또는 국가기관에서 개인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디어가

이런 고민을 해결시켜준 다용도 보조 배터리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고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이제 만들 만큼 만들어지지

전원 연결 없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비상 충전을 할 수 있는 다용도 보

않았나’ 싶다가도, 생활 속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뜨는 상품들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난다.

조 배터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

아무도 보지 못한 부분을 '다른 시각, 다양한 시각'으로 본 혁신적인 상품들을 소개한다.

에 발맞춰 출시된 제품으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

Creative products – anti-smoking toothpaste, non-spill snack containers
Our life would have been full of discomfort had it not been for inventions that make life
easier and more convenient. From electricity and toilets to elastic bands, finger bands
and toe socks, all these innovative products have become indispensable in everyday
life. The reason businesses and government agencies are eager to unearth innovative
ideas lies in a competitive edge that they give to countries and corporations. Even with
so many inventions already existing in the world, new inventions, even the smallest
ones, continue to stun people. Here are a few innovative products that were created
thanks to their inventors’ ability to see things from a different angle.

‘나를 변화 시킬 자투리 시간의 활용. 휴대용 독서등’
촛불을 키고 책을 읽었던 시대를 지나 전기가 생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책만 볼 수 있게 만든 독서등도 생겼다. 이런 독서등에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오래 책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
다는 것과 곧 터져 버릴 것 같은 열이 바로 문제였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엘티전자(www.lime9tech.com)가 개
발한 휴대용 독서등은 일반 스탠드가 빛의 파장이 있어 집중도가 떨
어지고 전력 소모량이 크며 열을 발생시키는 단점을 발광다이오드
(LED)를 활용해 극복했다. 이를 통해 열과 소음, 무파장 전자파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Innovative Ideas

Can Change the World.

을 없애면서 눈부심 방지 기능 및 300, 500Lx의 밝은 빛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무게가 80g대로 가볍고, 휴대폰 및 MP3,
DMB 폰 등 모바일 기기 방전 때 충전도 가능하다.
이는 2006년 굿디자인상(GD), 벤처디자인상과 유럽ㆍ미국인증을 취
득해 제품성을 검증 받기도 하였다.

Making the Best Out of Spare Time - Portable
Reading Lamps
Following the invention of candles and later electricity,
nowadays people can read books without disturbing others
thanks to reading lamps. But reading lamps have been found to

'무심코 지나친 불편함 속의 발견. 휴대용 물품 걸이'
사람들은 보통 카페나 식당 등에 가면 사람이 앉는 자리 외에 가방이

cause eye soreness after long reading and emit excessive heat.

Discovery Prompted by Discomfort - Portable
Hangers

나 물건을 두는 한 자리를 더 확보하려고 한다. 바닥에 가방이나 우

When people go to a café or a restaurant, they usually

산 등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쉽

take an extra spot for their bags and other belongings like

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런 불편함을 유심히 본 생각이 바로 휴대

umbrellas, which can’t be left on the floor. That causes much

용 물품 걸이를 탄생시켰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가방이나 우산 등 휴

inconvenience. That is also the reason portable hangers

대용 물품을 놔둘 데가 없어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누리콤 글

were invented. Nuricom Global Entertainment (www.7815.

로벌 엔터테인먼트(www.7815.tv)에서는 테이블 모서리에 쉽게 부

tv) created round 3.1cm portable hangers that can be easily

착할 수 있고 물품 걸이 원형 중앙을 3.1㎝로 제작해 각종 사진 등을

attached to tables. Users can also insert photos in them. Small

넣을 수 있는 센스도 보여준다. 작고 가벼워 작은 가방에도 항상 넣고

and lightweight, these hangers can be carried even in small

다니며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다.

bags and used when necessary.

That’s why LT Electronics (www.lime9tech.com) developed
portable reading lamps that use LED lamps to improve
concentration and minimize energy consumption. The lamps
don’t emit the heat, noise or electromagnetic radiation and help
prevent dazzling while also allowing users to choose two kinds
of brightness, 300Lx and 500Lx. The product weighs just 80g
and allows to recharge mobile gadgets likes cellphones, MP3
players and DMB phones. In 2006, LT Electronics received
accolades for the superb design of its reading lamps and
acquired certifications from Europe and the U.S.

이나 동영상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 쓰지 않은 배터리가 빨리 방
전되어 불편함을 겪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담배 값 보다 적은 크기로 쉽게 휴대하며 카메라나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대에 맞춘 기업의 변화는 세
상도 변화시킨다.

Capacity Doesn’t Matter - Multi-purpose
Emergency Battery
Perfect Power (www.perfectpower.co.kr) has developed multipurpose emergency batteries that eliminate the worry about
battery capacity. The company has acquired more than 170
domestic and overseas certifications. The batteries allow users
to recharge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
PCs in emergency cases without having to connect them to
electricity. Users of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find them
very handy as they experience multiple inconveniences due to
short battery life. The batteries are smaller in size than cigarette
cases and come in handy when camera or cellphone batteries
become discharged. They are an example of how business
inventions that meet the demands of modern-day society can
chang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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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흔들어도 쏟아지지 않는 흘림방지 스낵통’
우리 할머니들은 1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요즘 세대를 보고 많이 부
러워한다. 불과 2~30년 전만 해도 천기저귀를 사용했던 옛 시절, 겨
울철에도 냇가에 가서 빨래방망이를 두드려야 했다. 1회용 기저귀의

'혁신의 역발상, 치약이 금연보조제로?'
니코틴 패치, 니코틴 사탕, 전자담배 이것은 모두 금연을 위해 나온

등장은 엄마들의 불편함과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흘림방지스낵통’도

상품이다. 붙이거나 먹기만 하면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담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키우는 깔끔한 엄마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바

배연기를 뿜으면서 니코틴을 마시지 않게 만든 상품들도 모두 혁신적

닥에 흘려놓지 않을까 노심초사인데, ‘먼치킨’ 흘림방지스낵통은 통

인 아이디어로 만든 상품이다. 그런데 이제는 양치만 하면 금연할 수

‘내려도 걱정 없는 차량용 터치키’

을 거꾸로 흔들어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설계

있는 상품이 나왔다. 제니텍코리아(www.zeniteckorea.com)가

차 안에 키를 꽂아 두고 내리는 경험, 운전자라면 아마 몇 번쯤 경

되어 있는 특수용기다. 손잡이와 바닥 부분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치약형 금연보조제 “닥터 니코케어”다.

험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매번 출동 서비스를 부를 수도 없고, 차의

어 있어 아이가 사용할 경우에도 쉽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걸레, 한번 쓰고 버리는 시대’

‘정말 평소 양치하듯 닦기만 하면 금연할 수 있다고?’ 이 제품을 접한

구조가 바뀌어 철사를 이용해 문을 여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런 운

The National Parenting Center(TNPC)가 주최하는 Seal of

걸레를 한번 쓰고 버리는 시대가 올까. 발상의 전환은

흡연자들은 깜짝 놀란다. 그런데 금연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전자들의 불편을 덜고 편의를 위해 생겨난 아이디어 상품은 비스로

Approval(밀폐기술혁신상)을 수여 받을 정도로 엄마들에게 혁신적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 금연보조제 허가를 취득했다.

(www.bisro.co.kr)에서 만든 차량용 디지털 터치키이다. 쉽게, 가

인 상품으로 환영받고 있다.

많은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사노동으로 ‘걸레 빨

역발상으로 만들어진 치약형 금연보조제. 조금 있으면 숨 쉬는 공기에

정용 도어락과 차 키의 결합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용 디지털 터

금연보조제 성분을 주입시키는 날도 오지 않을까.

치키는 무엇보다 차 키를 안에 두고 내렸을 때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Feel Free to Turn Them Over - Non-spill Snack

역시 80%가 주부인 것을 감안해, 한국쓰리엠은 물티

비밀번호를 10자리까지 지정할 수 있어 도난의 위험, 한 대의 차량을

슈처럼 뽑아 쓰는 막대걸레용 물걸레 청소포를 만들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 노약자를 차에 두고 아주 잠시 자리를 비워

Containers
Elderly women envy today’s moms because the latter don’t need

smoking Toothpaste
Nicotine patches, nicotine candy and electronic cigarettes were

야 할 때, 등산, 수영 등 키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기 불편한 상황 등

to wash baby diapers every time and can just use disposable

쓸 수 있어 주부들이 청소를 할 때 더 이상 걸레를 빨

에서 요긴하다. 디지털 터치키 ‘A-PASS TOUCH’는 지난해 말, 벤

diapers. Just two or three decades ago, mothers had to wash

거나 삶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항균성분을 함유하

created to help smokers kick their habit. They suppress the

처기업협회 추천 10선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cloth diapers outside even in the cold weather. The invention

고 있어 아토피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집안 내

of disposable diapers was a result of mothers’ inconvenience.

유해세균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걸레 자체에 남아 증식

The same applies to non-spill snack containers. Non-spill snack

하는 세균 문제 역시 해결했다. 친환경 제품으로 피부

brushing their teeth thanks to “Doctor Nicocare” developed by

Left Your Keys in the Car? No Worries! - Car Touchkey
Drivers often find themselves in quite embarrassing situations

containers “Munchkin” prevent spilling even when a container

보호기능을 하는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세제를

Zenitec Korea (www.zeniteckorea.com). The product raised

when they leave their key in the car. Calling the emergency

is turned over or shaken. The containers have non-slip handles

끊임없이 접하는 주부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quite a few eyebrows when it was just released, but its anti-

service every time is bothersome, while trying to open the

and bottom, and have received the Seal of Approval from the

smoking effect has been proved scientifically while its quality

door of your car with a wire can be a quite challenge because

National Parenting Center (TNPC).

has been recognized officially. It looks like very soon even the

the structures of car doors keep changing every time a new

air will contain anti-smoking substances helping smokers quit

car model is released. To maximize driver convenience, Bisro

Floor Cloths
Many homemakers find it tiresome and even

smoking for good.

(www.bisro.co.kr) developed digital touchkeys for cars. They

painful to wash and squeeze floor mops after each

are a combination of home door locks and car keys. Users of

use. About 80 percent of wrist sprain patients in

touchkeys don’t need to worry about leaving their keys in a car

Korea are homemakers. 3M Korea has developed

and can prevent theft by using a ten-digit password. Touchkeys

floor wipes that can be used with mops like

come in handy when several people use the same car, or when

disposable wet tissues. They eliminate the need

a driver needs to leave the car for a moment with an elderly or

to wash and sterilize floor cloths and help prevent

sick person or a child waiting in the car. Touchkeys are also

dermatitis and respiratory disorders because they

convenient when drivers can’t carry their keys in their pockets,

contain antibacterial substances. Homemakers

such as when hiking or swimming. Last year, the digital

don’t need to worry about bacteria left in the floor

touchkey “A-Pass Touch” was selected by the Korea Venture

cloth and can also protect their hands because

Business Association as one of the top-10 recommended

the disposable floor wipes are eco-friendly and

products.

contain collagen.

Innovation Spawned from Innovation – Anti-

desire to smoke and prevent smokers from inhaling nicotine.
But now smokers can also quick their harmful habit just by

기’를 꼽고, 손목 관절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었다. 물걸레 청소포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게 뽑아

Use Once and Throw Away - Disposable

Epilogue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싣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겪은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n*UHHQ'RQJZKD|LVDERXW\RX,I\RXZDQWWRVKDUH\RXUVWRULHVZLWKRWKHU'RQJZKDPHPEHUVRUSRVW\RXU
SKRWRJUDSKVIHHOIUHHWRFRQWDFWXVDQ\WLPH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RQJZKDbVUHSUHVHQWDWLYHVWRUHVDUHDOVRWKHPHPEHUVRIWKH'RQJZKDIDPLO\:HDUHUHDG\WROLVWHQWR\RXU
IHHGEDFN,I\RXKDYHDQ\VWRULHVWRVKDUHZLWKXVRUZDQWWRUHFRPPHQGDQ\VSHFLrFVWRUHSOHDVHFRQWDFW
WKH35DQG&RUSRUDWH&XOWXUH7HDPRI'RQJZKD+ROGLQJV:HDVNIRU\RXUDFWLYHSDUWLFLSDWLRQ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HQW'D\ 평소 배워보고 싶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배워보는 코너
9LYD)DPLO\ 동화 임직원의 자녀에게 아빠, 엄마가 파티를 열어주는 이벤트 코너
':7UDYHO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공유하고 동화 전 가족들에게 여행지를
소개해 주는 1석 2조의 코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팀 혹은 가족 단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FRPHDSDUWRI*UHHQ'RQJZKD*UHHQ'RQJZKDKDVYDULRXVHYHQWVLQVWRUHIRU'RQJZKDHPSOR\HHV

(YHQW'D\ /HDUQWRPDNHQHZSURGXFWVXQGHUYDULRXVWKHPHV
9LYD)DPLO\ 2UJDQL]HSDUWLHVDQGRWKHUVSHFLDOHYHQWVIRU\RXUFKLOGUHQ
':7UDYHO 7UDYHOWRDGHVWLQDWLRQZLWK\RXUIULHQGVRUFRZRUNHUVDQGVKDUH\RXUWUDYHOH[SHULHQFHZLWK
 RWKHU'RQJZKDHPSOR\HHV
,I\RXDUHLQWHUHVWHGLQWDNLQJSDUWLQWKHHYHQWVPHQWLRQHGDERYHSOHDVHVHQGDQHPDLOWR*UHHQ'RQJZKD
:HZLOOEHORRNLQJIRUZDUGWR\RXUDFWLYHSDUWLFLSDWLRQ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기업문화팀 문성연 대리

&RUSRUDWHFXOWXUH'RQJZKD+ROGLQJV
7HO(PDLOPV\#GRQJZKDPKF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