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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목재산업의 역사가 되다

결단과 끈기는 동화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최고의 목질자재 전문 기업으로

바다를 메워 목재산업 단지를 세우고 새로

거듭나는 밑바탕이 됐다.

운 지평을 개척한 동화그룹. 그 뿌리는 승상
배 총회장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창조

구성원과 함께 성장한 참된 리더

적 혜안을 되새기며, 한국 목재산업의 역사

1948년 동화기업을 창업하고 동화개발·인니동화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동

그 자체였던 승상배 총회장님의 발자취를

화를 글로벌 최고의 목재 전문 기업으로 키우고자 한 승상배 총회장님의 꿈

따라가본다.

은 확고했다. 국내 최초 목재 단지 설립, 국내 최초 MDF공장 준공 등 명실공
히 국내 목재산업에 한 획을 그으며 동화기업을 한국 목재산업의 중심으로

Topic 1

최고를 향한 초지일관(初志一貫)

성장시켰다. 동화 55주년 창립기념식 격려사에서 동화를 이룬 것은 혼자가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

아닌 동화 임직원 모두가 힘을 보탰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한 총회장님은 구

는다고 한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원과 함께하는 참된 리더의 본보기라 할 만하다.

단단한 거목이 되기까지 동화의 버팀목이

승상배 총회장님의 상생과 화합의 정신은 수많은 사회활동으로도 이어졌다.

되어준 승상배 총회장님. 급변하는 경영 환

국민훈장 목련장, 국민훈장 동백장 등이 이를 증명한다.

경과 불안정성이 심화된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의 시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재산업 1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

전진할 수 있는 원천 또한 승상배 총회장님

화. 이제 보드, 화학, 중고차, 미디어 등 영역을 넓히며 그 어느 때보다도 승상

의 ‘오뚝이 정신’에서 비롯됐다. 위기 때마

배 총회장님의 지혜와 열정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임직원 모두 한

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거듭하

마음으로 그분의 업적과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지평

며 초지(初志)를 관철한 승상배 총회장님의

을 개척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동화그룹의 뿌리 on wha roup’s oots

故 日凡 승상배 총회장님 10주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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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in the histor of orea’s
wood industr

enuine eader
After founding Dongwha in 1948, Chairman Seung strived to nurture

Dongwha Group founded the first

Dongwha into a world-renowned wood-based company. He wrote a

timber complex in Korea on reclaimed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orea’s timber sector by opening the first

land to open new horizons. It all started

timber yard and first MDF factory in the nation. He made Dongwha

from Chairman Seung SangBae. Here’s

Enterprise the leading wood-based manufacturer in Korea. In a speech

a look at the biography of the founder of

marking Dongwha’s 55th anniversary, Chairman Seung attributed

Korea’s timber sector.

D ong w ha’s a ch i e ve me nt s

“여러분 모두의 힘이 모여서 오늘날의 위대한 동화기업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 55주년 창립기념식 격려사 中

to Dongwha employees. He

trivin for the est

was a genuine leader who

eremon
ar in
10th nniversar of Late
Chairman Seung
an ae’s assin

A tree with deep roots is not afraid even

worked hand in hand with his

of the bitter cold. Chairman Seung

employees. He demonstrated

SangBae was Dongwha’s pillar that

his spirit of coexistence and

supported it until it grew into a sturdy tree

u n it y i n c o u nt l e s s s o c i a l

that can withstand even gusty winds. His

activities, which earned him

tenacity was like a source of energy that

several medals of merit. In

helped Dongwha to continue its growth

the era of rapid changes and

in the fast-paced business environment

cutthroat competition, as Dongwha further expands its business areas

full of uncertainty. His decisiveness and

to boards, chemicals, used cars and media, Chairman Seung’s shrewd

perseverance to move on even in the

insight and passion are needed more than ever. Dongwha members

face of adversity laid a foundation for

will always remember his achievements and venturing spirit as they

Dongwha’s global growth.

continue to explore new market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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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
12th Dongwha English Festival

나와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

예선부터 치열했던 선의의 경쟁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자랑스러운 우리 조직을 소
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잉글리시 페스티벌은 각 조직이 ‘영어’라는 언어를 매
개체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6월 열린광장’에서는 면수습
자ㆍ신규 입사자ㆍ신규 보임자 사령장 수여와 경영 실적 보고가 있었다.
이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잉글리시 페스티벌. 올해는 참여자와 주제 선정 방식에 변화
를 주었다. 기존에는 영어 역량이 우수한 개인이 참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소재 사

DONGWHA
LEADING
TOPIC

Topic 2

지난 6월 14일, 인천 가좌동 대강당에서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열렸다.

업군부터 오토라이프 사업군까지 총 15개 사업부에서 대표자를 선발해 예선을 치렀고,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은 물론 조직에 대한 애정까지 느껴졌던 시간.

중 6개 사업부가 본선에 올랐다. 주제는 ‘동화그룹의 일원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조직의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동화인들의 스피치에 귀 기울여보자.

업적(Achievement)’, ‘100년 동화기업을 향해 나와 우리 조직이 준비하고 있는 꿈과 비

On June 14 Dongwha held its annual English Festival at the Incheon
headquarters. It was an opportunity for Dongwha members to demonstrate
their enthusiasm and affection for their respective teams. Let’s hear what
they had to say in their speeches.

전(Dream&Vision)’, ‘타 조직과 차별화된 조직 문화(Culture)’로 정해 조직의 업무와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열렬한 박수와 함께 본선에 진출한 6명의 참가자들. 자신이 속
한 조직을 대표해 제대로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

Fierce goodwill competition
The 12th Dongwha English Festival was held under the theme “We are proud to
introduce our team.” As always, the competition was held in English. Prior to the
contest, letters of appointment were presented to new employees at the June Agora
and business results were announced.
Then, the festival started in full gear. Unlike in previous years, when only employees
fluent in English participated, this year representatives of 15 teams, from the
Materials BU to the Auto Life BU, competed in the qualifying round. Of those,
six teams advanced to the final round. They had to choose from among three
topics: “My team’s achievements as a member of Dongwha Group,” “My team’s
dreams and vision for a 100-year Dongwha,” and “My team’s unique corporat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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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ms’ ro es from a new perspective

Global Dongwha created through cooperation

Choi DongJune from the Raw Materials 2 Team was the first to present.

When the contest was finally over, the contestants appeared satisfied and

In his presentation entitled “The Power of Sharing,” he spoke about

relieved. They had prepared hard for the contest, and the audience gave

his team’s culture of sharing. Choi said that his team builds trust and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for the job well done. Then, the results of the

further improves work skills by sharing work-related information and

vote were announced.

knowledge in real time via social media and the Outlook program,

This year’s Dongwha English Festival inspired Dongwha members

discussing work-related subjects with co-workers stationed overseas,

to take a look back on their teams’ roles and vision, and ponder what

and spending leisure time together by playing sports. Hwang Young

goals they should pursue in the future. Their efforts and thoughts will

from the Business Strategy Division compared the division’s Secretary,

lay a precious foundation for the global Dongwha.

Legal and Wonchang Teams to Korean soccer coach Park HangSeo,
who has achieved an unprecedented feat in Vietnam, and two other
coaches. He said that the Business Strategy Division is always doing
its best away from the public eye to contribute to Dongwha Group’s
growth.
You KyungBae from the Board Sales Division delivered a quite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각 사업부의 역할

amusing speech entitled “Who’s Going to Pull the Trigger?” He

첫 순서는 원재료2팀 최동준 사원의 무대. 최동준 사원은 ‘The Power of Sharing’

compared sales operations to a warfare and the sales division to a gun.

을 주제로, 원재료2팀의 공유 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SNS와 Outlook 프로그

Min JunSik from the Domestic Accounting&Tax Team presented

램을 활용한 실시간 업무 공유, 개인별 업무 지식 공유, 해외 현지 동료와의 업무 주

a speech entitled “The Heart of Dongwha.” Comparing his team’s

제 공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 공유 등 공유 문화가 팀의 신뢰와 역량을 높여나

asset management duties to the blood and the heart, he said that the

가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경영전략실을 대표해 참가한 황영 사원은 과거 유례

Accounting and Tax Team always strives to maintain Dongwha’s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베트남 축구팀의 박항서 감독과 코치 두 명의 사례를 경

financial soundness.

영전략실의 비서팀, 원창팀, 법무팀에 빗대어 설명하며 “경영전략실은 보이지 않

Kwak DongGyu from the Material Business Management Team

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화그룹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presented next. In his speech entitled “My Farewell Speech to

보드영업본부 디자인팀 유경배 사원은 ‘Who’s Going to Pull the Trigger?’

Dongwha,” Kwak outlined his vision of himself and his team 30

라는 주제로, 영업 환경을 전쟁에 비유하고 영업본부 조직을 총에 빗대며 흥미 있

years from now, when Dongwha would mark its centennial. The

는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한 후 공통

final presentation entitled “The Power of Success” was made by Lee

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보드영업본부 업무 과정이 동화의 경쟁력을 높이

KunHwa from the Business Support Division, who spoke about his

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기획부문 국내회계세무팀 민준식 사원은 ‘The Heart of

goal of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Dongwha’s success. He said that this

Dongwha’를 주제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기획부문을 사람 몸의 피와

would require good listening skills and budget assessment.

심장에 비유했다. 그는 “재경기획부문은 동화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

he oad head for
Me and My Team
10

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이뤄온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했다.

각 조직이 모여 하나 되는 글로벌 동화

다음은 경영관리부문 소재경영관리팀 곽동규 사원이 ‘My Farewell Speech to

모든 발표가 끝나자 주인공들의 얼굴에 뿌듯함과 후련함이 스쳤다. 오랫동안

Dongwha’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30년 뒤 동화가 100주년을 맞았을 때, ‘경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후회 없는 시간이었으며, 발표자들을 향한 청중

영관리인으로서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통해 경영관리부문의 비전

들의 박수도 뜨거웠다. 임직원과 청중들의 투표 후에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과 자신의 발전상을 그려나갔다. 마지막은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이건화 사원이

대상은 이건화 사원, 최우수상은 유경배 사원, 우수상은 곽동규 사원, 장려상

‘Invisible Power of Success’라는 주제로 대미를 장식했다. 그는 ‘동화의 성공

은 최동준 사원, 황영 사원, 민준식 사원에게 돌아갔다.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소개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청’과 ‘올바른

이번 동화 잉글리시 페스티벌을 통해 동화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역할

예산 심의’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경청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며

과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목표와 비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구성원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 예산 심

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 되새

의는 단지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이 아닌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길 수 있었다. 이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이 글로벌 동화를 향한 소중한 밑

통해 또 다른 혁신이 창출돼 성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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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페스티벌을 빛낸
글로벌 동화인

대상

Grand Prize

최우수상
First Prize

Th
of t e Best
he B
est

우수상

Second Prize

장려상

Participation Award

장려상

Participation Award

장려상

Participation Award

동화기업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이건화 사원
Lee KunHwa, General Affairs Team,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보드영업본부 디자인팀 유경배 사원
You KyungBae, Design Team,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경영관리부문 소재경영관리팀 곽동규 사원
Kwak DongGyu, Material Business
Management Team,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전략구매부문 원재료2팀 최동준 사원
Choi DongJune, Raw Materials 2 Team,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재경기획부문 국내회계세무팀 민준식 사원
Min JunSik, Domestic Accounting & Tax Team,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경영전략실 원창팀 황영 사원
Hwang Young, Wonchang Team,
Dongwha Enterprise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고민하며
현업 부서에 계시는 분들께는 지원 조직을 알리
고, 지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께는 힘이 될 수 있
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
시 한 번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배려해주신 본
부장님 및 팀장님과 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계발과 맡
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조직에 힘이 되는 사람으
로 성장
성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힘 배워
‘내가 속한 본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고민
하다 ‘내가 바라보는 영업본부’를 재미있는 비유
를 통해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드영업본부를 총으로, 영업 활동을 전쟁으로
생각해봤죠. 쉽지 않은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
력하는 본부의 면면을 보면서 보드영업본부의 일
원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본 소중한 기회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은 경영관리
부문의 큰 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
다.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기에 그 줄기를
찾아나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
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영관
리부문의 일원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성공적으
로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 역량 개발
에 더욱 매진해 경영관리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공유 문화가 확고한 우리 팀에 대한 자부심으로
발표를 준비하며 ‘우리 부서만의 차별성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우리
부서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정리해보
니 ‘공유’라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문화를 가진 원재료2팀에 근무하고 있다
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그만큼 발표도 잘
하고 싶었습니다.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전
략구매부문 팀원분들과 29기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사와 조직을 알아가는 보람 있는 과정
제가 속한 부문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
로 무엇을 해나갈지에 대해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러웠습니다. 아직은 신입사원이라 소속 부
문의 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파악해나가는 과정이 한
편으로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을 통해 조직의 업무, 역할, 비전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게 돼 보람이 컸습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
로 한 걸음 더 꾸준히 발전하는 동화인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업무와 조직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시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법무팀 신민승 차장님께 도움
을 많이 구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가 속한 조직의 커다란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되
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깊게 생
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마음속에 소중
한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Pondering my role
I wante d to tel l t he ot her D ong w ha

The power to overcome market
challenges and move ahead

Valuable opportunity to envision my
present and future

ense of pride in m team’s
cu ture of sharin

ewardin process of earnin
about my company and team

members about my division and what kind

While preparing my speech, I thought it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comprehend

While preparing my speech, I thought a

I was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Time to think about my
responsi i ities and team’s
direction

of support it provides, and encourage my

would be interesting to compare my team

what business management is about. It has

lot about what makes my team special.

introduce my team and its future goals. As

I received a lot of help from Manager Shin

teammates as well. This contest helped

to a gun and its responsibilities to a warfare.

been only four months since I joined the team.

After drawing a list of my team’s activities,

a new member of the team, I had a hard

MinSeung from the Legal Team, and I want

me strengthen my commitment. I want to

It’s inspiring for me to see how my division

Learning about my team’s responsibilities was

I realized that its key word was “sharing.” I

time learning about its duties and tasks. But

to thank him once again. While preparing

express my gratitude to my director and

strives to overcome market challenges and

quite a challenge, but I was able to finish it

felt proud to be a member of the 2nd Raw

in the process I was able to understand its

for the contest, I learned about the future

team manager for the support they gave me

move forward. It also made me realize time

successfully with the help of my co-workers. It’s

Materials Team and its culture of sharing,

mission, role and vision better. I will use this

course of my team and its goals. It helped me

while I was preparing for the festival. I will

and again how grateful I am to be a member

very fulfilling to have adapted to my team and

and I wanted to deliver a good speech. I

opportunity to become a better member of

better understand my work responsibilities

continue to improve my skills and fulfill my

of the Board Sales Division.

become its member. I will continue to hone my

want to thank the Strategic Purchase Team

Dongwha Group.

and inspired me to ponder my future

skills in order to play a bigger role.

and my co-workers for their advice.

duties to contribute to m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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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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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장재 신제품 론칭 쇼
2019 Launching Show of New Construction Materials

동화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서울, 대전, 부산 세 개 지역에서 인테리어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건장재 신제품
론칭 쇼를 진행했다. 동화의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 자리,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던 론칭 쇼 현장을 찾았다.

동화의 미래 비전이 담긴
새로운 혁신

Dongwha held a launching show of new construction materials on May 21-24 in Seoul, Daejeon and Busan
for interior and partner stores. on wha’s new products desi ned for the future drew particu ar attention
from partner stores and interior design experts.

DONGWHA
LEADING
TOPIC

Top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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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트렌드, 내수성 및 내구성까지 완벽하게

“마루 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내구

신제품 론칭 쇼 행사장, 동화자연마루 대리점주와 인테리어 전문가의 얼굴

성과 내수성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저희가 자

엔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바로 오늘, 내일의 동화를

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만 사항의 69%는 찍

만나다’라는 의미의 ‘NOW MEETS NEXT’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동화

힘, 긁힘, 눌림과 같은 내구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의 비전을 소개하는 ‘Jump Next’,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는 ‘Next Trend’,

10%는 물 침투로 인한 변색 등 내수성 관련 문제

신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Next Level’, 대리점주 및 인테리어 전문

였습니다. 나투스진은 고밀도 나프(NAF) 보드를

가와 함께 소통하는 ‘Stand Next’로 꾸며졌다.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클릭

먼저 동화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청한 후 본격적으로 설명회가 시

시공 방식을 적용해 내수성이 뛰어납니다. 무엇보

작됐다. 전략마케팅팀 고재상 팀장이 동화의 각 사업군을 간단히 소개하며

다 나투스진은 원자재 수급부터 보드 제조, 마루

특판 바닥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섬유판 강마루 ‘나투스진’에 대해 설명

가공, 완제품 시공에 이르기까지 동화에서 일괄

했다.

공정으로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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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ha’s construction materia s
underscore the value of wood and help
create happy residential spaces.

Mini Interview
동화 신제품 론칭 쇼에 참가해보니!
Impressions of launching show

BUSAN
대리점 ‘아츠인’ 김희수 차장
Kim HeeSoo
Dongwha partner store ATZ:N
이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주거 공간·인테리어·마감

눈앞에서 실현되는 동화의 기술력

재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동화의 신제품이 각 공간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품 소개와 더불어 나투스

어떻게 적용됐는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리점주와 인테리어 전문가들

진 제품과 타사 일반 합판 강마루를 비교 실험하

은 다양한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제품들을 꼼꼼하게 눈여겨보았다.

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쇠구슬을 바닥재에 떨어
뜨려 표면 찍힘 저항력을 테스트하거나 물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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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발표회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예상하고 왔는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하네요.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구성해 좋았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a rather boring event, but it turned
out to be very interesting. It was also easy to understand the
explanation about the new products.

최고의 품질과 기능으로 승부하다

가 내수성을 테스트하는 등 내충격성, 내수성, 내

다음으로 신제품개발팀 전병완 차장이 신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다. 이

스크래치, 내마모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

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섬유판 강마루 나투스진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나

며 동화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해냈다. 특히 설명

투스진 그란데’와 ‘나투스진 터치’, 합판 강마루 ‘나투스강 포레’, 마지막으로

회가 끝난 후에는 영상에서 본 바닥재 기능성 실

목질 벽장재 ‘디자인월 그란데’이다. ‘나투스진 그란데’는 기존 제품 대비 폭

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품질 체험 존을 마련해

을 넓힌 바닥재다. 대리석, 테라조 등 다양한 패턴을 한국식 주거 환경에 맞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신제품 전시 존, 부

대리점 ‘아츠인’ 장현아 대리

게 구현했으며 기존 제품과 혼합 시공이 가능해 석재와 우드 간의 믹스 매치

자재 체험 존 등을 통해 신제품을 보다 가까이에

를 쉽게 연출할 수 있다. ‘나투스진 터치’는 동조 엠보 기술을 적용해 나무의

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실험해보고 전시

Chang HyunAh
Dongwha partner store ATZ:N

질감과 무늬를 입체적으로 살린 것이 특징. 고강도 HPL 표면재를 사용해 내

된 제품을 꼼꼼히 살펴본 대리점주와 인테리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동화의 제품력을 직접 체험해보니 더욱

구성이 강하며 습기에 노출돼도 복원력이 우수해 마루의 변형이 최소화된다.

전문가들은 “역시 동화 제품답다”, “뛰어난 제품

신뢰가 갑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본 영상을 참고해 고객을 응대할

찍힘, 긁힘, 오염에 강하며 유지 관리도 쉽다. ‘나투스강 포레’는 합리적인 가

력을 직접 체험해보니 동화 제품에 더욱 신뢰가

때 함께 테스트해봐도 좋겠습니다.

격대와 우수한 패턴 디자인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초로 선보인 목

간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혁신을 통해 탄생한

질 벽장재 ‘디자인월 그란데’는 일반 벽장재 대비 크기가 세 배나 커 공간을

신제품을 발판으로 미래 시장을 이끌어나갈 동화

넓고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으며 시공도 빠르고 간편하다.

를 기대한다.

After testing Dongwha products firsthand, I can trust them
even more. I want to conduct similar tests when introducing
these products to my customers.

Appealing designs, durability and water-resistance

stands out for its uniq ue wood texture and

T he venue of the launching show was filled with expectation. H eld under

patterns. T he N atus Kang For t is available

the theme “ N ow Meets N ext,” the event consisted of various sub-

for an affordable price, and features attractive

themes, including “ Jump N ext” (Dongwha’s vision), “ N ext T rends”

patterns. T he Dizainwall Grande, the first

(future design trends), “ N ext Level”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wooden wall panel product, is three times the

and “ S tand N ext” (dedicated to promoting communicaiton among

size of regular wall panels.

partner stores and interior design experts). T he show began after the
screening of a video about Dongwha’s vision. Strategic Marketing T eam

Seeing is believing

L eader Ko J aeSang briefly introduced Dongwha’s business areas before

T he launching event also featured a video

introducing the plywood flooring product N atus J in, which changed the

of an experiement comparing the N atus

paradigm of the flooring market.

J in products with other plywood hardfloor

“ T he N atus J in is based on high-density N AF boards, which make it

brands. It demonstrated the superiority

highly durable and water-resistant, and can be installed using the click-

of Dongwha products over those of other

lock method.”

companies in terms of resistance to scratches,
humidity and other shocks.

Superb quality and functions

A fter the event, the guests were invited to

N ew P roduct Development T eam Manager J un ByoungW an introduced

personally test the q uality of Dongwha

the advantages of each of the new products. T hey included the flooring

products, and see them up close. T hey

products N atus J in Grande, N atus J in T ouch and N atus Kang For t, and

all gave positive reviews of Dongwha' s

the wooden wall panel Dizainwall Grande. T he N atus J in Grande is

new products and praised them for their

wider than existing products, and comes in various patterns including

trustworthy q uality. Dongwha’s construction

marble and terrazzo, which are suitable for residential spaces in Korea.

materials underscore the value of wood and

T he N atus J in T ouch made using synchronized pore surface technology

help create happy residential spaces.

내충격성, 내수성, 내스크래치,
내마모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동화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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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1, 02 즐거운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GWP 추진위
03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던 여의도 GWP 정례회의 시간
03

2019 GWP 정례회의 2019 GWP Meetings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
비우고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회의에서 형식을, 업무에서 고정관념을 덜어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직군도 부서도 다양한
동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부서 간 의견을

DONGWHA
LEADING
TOPIC

Topic 4

경청하는 소통의 시간이 된 GWP 정례회의 모습을 전한다.
Sometimes we can only see things after letting go of what we don’t need. By doing away
with formalities in business meetings and stereotypes in work, we can discover what
matters the most. GWP committee meetings bring together Dongwha members of various
job positions from various teams to come up with innovative ideas on how to enhance work
efficiency and hear what others have to say.

GWP(Great Work Place)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Doing away with old practices and communicating
efficiently

되는 정례회의가 확 달라졌다. 2015년 GWP 추진

The GWP meeting that was held on May 21 at the Yeouido headquarters

위원회 발족 이후 팀장급·과차장급·사원대리급

also focused on how to get rid of old practices, improve business meetings

등 직급별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and boost workplace flexibility.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it may be

을 가졌다면, 올해부터는 사원에서 과장급까지 다

quite confusing when team managers give unexpected work instructions

양한 직급,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

with few details. They also said that when a task needs to be done all over

여 논의한다. 회의 주제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again, it is very encouraging when the team managers say, “We must

소통 활성화·복리후생·인사제도 등이 주제였다

have chosen the wrong direction. Let’s do it one more time.”

면,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스마트하

Topping the agenda of the June 12 meeting held at the Incheon

게 일하는 업무 문화 만들기에 집중했다. 업무 효

headquarters was the issue of work flexibility. The committee members

관행을 버리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길

율성을 방해해온 내외적 요인들을 찾고, 불필요한
관행들을 짚어보기 위해서다.
지난 5월 21일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정례회의
에서도 관행 타파·회의 문화·유연 근무를 주요
어젠다로 삼았다. 타파해야 할 업무 관행을 설파

여의도

하는 시간에는 ‘팀장님들, 부탁해요!’를 주제로 이
야기가 오갔다. “팀장님의 갑작스럽거나 애매모호
한 업무 지시는 팀원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의
견이 나온 한편 “업무 진행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팀장님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다시 해볼
까?’라고 격려해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목소리
도 있었다.

동화한국사무소 무역1팀 노주현 대리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강현진 사원

6월 12일 인천 가좌동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Noh JuHyun
Trade 1 Team
Dongwha Korea Branch Office

Kang HyunJin
Board Sales 2 Team
Dongwha Enterprise

고 ‘그래,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상사”, “퇴근 시

평소 업무를 방해하던 불편이 GWP 추진위를

GWP 추진위 활동은 자신의 업무 환경을 점검

간에 돌발 업무를 주지 않는 상사”를 ‘이상적인 상

통해 이슈가 되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해보고 다른 부서의 고충도 알게 되는 유용한

급자’로 꼽았다. 이처럼 정례회의에서 수집한 의

것을 보며 추진위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입니다.

유연 근무가 이슈였다. 추진위 구성원들은 동료들
의 의견을 대변해 “퇴근 인사를 할 때 눈치 주지 않

견들은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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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on behalf of their co-workers that
supervisors should not give reproaching
looks to employees for leaving the office on
time, and instead say, “Good job today.” They
should also refrain from giving unexpected
work to their team members when it is almost
time to go home.

02
01, 02 유연 근무를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시간
03 인천 가좌동에서 열린 GWP 추진위 정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

Opinions collected at GWP meetings are the
first step to introducing change. Employees’
opinions collected through anonymous
surveys and conveyed to management can
have a profound effect in improving the

03

working environment.
여의도 본사와 인천 가좌동에서 GWP 정례회의를 주도한 문성연 과장은

Happy Workplace Created
Together

작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큰 변화

“GWP 활동의 최종 종착점은 직원들이 어느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동화그룹

실제로 GWP가 일군 업무 환경 개선 사례는 숱하

은 일하기 좋은 행복한 회사’라고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

다. 먼저 ‘직급 간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 ‘협업

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들 간 신

부서 직원들이 서로의 휴가와 출장 여부를 파악

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회사뿐 아니라 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문

원들 스스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에

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편을 마련했다. 사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s needed take leaves and or go on business

대리, 과장·차장 등 동일 직급 워크숍, 개인 업무

구성원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경영진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상호 신뢰를 키

trips. Workshops for employees of similar

일정 공유 시스템 개설, 교육 레터 전송 등의 사례

운다. 또한 자신과 동료의 목소리가 업무 환경을 바꾸는 현실을 보며 구성원

ranks, sharing of personal work schedules,

가 바로 그것이다.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들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and educational letters are just a few examples.

장례 물품을 확대 공급하고, 반차 제도를 도입했

GWP 추진위원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왜곡 없이, 오해 없이 전달하고 검증하

Employees’ welfare benefits were improved

으며, 체력 증진을 돕는 족구장과 헬스장도 증설

는 절차를 거쳐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과 제도

by providing more funeral items, introducing

했다. 현재 체감하는 변화의 상당 부분이 GWP 추

의 변화를 한발 앞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창구인

half-day leaves and creating fitness facilities.

진위원회를 통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시발점이

셈이다.

Most of the improvements were originally

됐다.

향후 7, 8월에는 집중 근무·시간 관리·근태 관리를, 9, 10월에는 효율적 업무

proposed through the GWP committee.

배분과 비금전적 보상을 어젠다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11, 12월

Organization Development Team Manager

에는 2019년 GWP 추진위원회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채

Moon SungYoun, who presided over the

워질 예정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화인 모두 적극

GWP meetings, said that the ultimate goal

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길 기대한다.

of GWP activities is to make Dongwha a

엠파크 서비스상품화팀 이종욱 과장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이수정 사원

company whose employees can say with

Lee JongWook
Product Service Team
M PARK Service

Lee SuJeong
Strategic Purchasing Team
Dongwha Enterprise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업무 개
선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회사
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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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Big changes created by small ideas

confidence under any circumstances that

There are numerous examples of how GWP meetings have contributed

Dongwha Group is a great place to work.

to creat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instance, the committee laid

H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려면 역지사지 정

a foundation for improving Dongwha’s corporate culture based on the

conditions for promoting trust between

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employees’ requests to improve communication among teams and make

employees and the company in order to create

배려하는 공감대가 GWP의 실천 동력이지요.

it easier to know when employees from other teams whose collaboration

a happy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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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Great Work Place

Great Work Place

우리 이제 행복하게 일해볼까요?

et’s Wor

a

ily

*지난 4~6월에 걸쳐 여의도&인천 GWP 추진위원회와 사무직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익명 서베이 ‘GWP 업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사항입니다.

동화인의 목소리 Dongwha members’ o inion

지시

Work
instructions

동화인의 목소리 Dongwha members’ o inion

“업무를 지시할 때 최소한의 배경 설명, 중요도,

“출근 시간 8시의 의미는? 담배, 화장실, 기타 준비를 마치고 업무에 착수하는 시작 시간이

기한에 대한 내용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데드라인을 재촉하는 업무 지시, 무서워요.”
“자료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근무 시간
Working
hours

“야근이 너무 잦아서 정시 퇴근을 하면 빨리 퇴근한다고 생각해요.”
“퇴근 후에도 계속 울리는 단톡방! 메신저도 정시 퇴근 시켜주세요.”

업무를 지시할 때 꼭 기억하세요!

정시 퇴근을 위해 밀도 있게 일하자!

Things to keep in mind when giving work instructions

Start and finish working on time

Why(왜), How(어떻게), When(언제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핵심은 ‘밀도 있는 업무 시간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

①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지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

② 실무자들의 일정을 고려한 업무 지시

① 점심시간(1시간) 준수 ② 과도한 휴게 시간 개선 : 흡연, 티타임, 개인 SNS 등

③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명시된 업무 지시

③ 집중과 몰입을 통해 업무 완결성 & 퀄리티 Up!

기본 중의 기본!

Workplace etiquette

직장 매너

동화인의 목소리 Dongwha members’ o inion
“일부 업무는 회의로 해결하려 합니다. 어젠다도, 회의 결과 공유도 없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 본회의, 대처 회의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Meetings

③ 근무복 세탁 및 청결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꿉꿉한 냄새가 나요.”

전자 담배도 담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발 집에 가져가서 세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무복은 동화인의 얼굴,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주세요!

회의는 가볍게! 다이어트(DIET)가 필요하다
Keep business meetings brief

② 비즈니스 캐주얼

④ 기타 사무실 매너

Define(정의)
efine(정의) 어젠다, 목표, 참여자, 필요한 회의 시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공지

직장인의 패션은 ‘비즈니스 무기’

“개인적인 통화는 밖에서! 업무 통화라도 장시간 큰소리는

Information(정보)
nformation(정보) 논의할 이슈, 회의록, 회의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복장 대신

Explore(탐색)
xplore(탐색) 의견 개진 없는 수동적 회의는 No! 많은 대안을 적극 탐색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페셔널한 복장 지향

T3 setting(결정) 목표(Target), 기한(Time), 담당(Take charge)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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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흡연

업무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콧노래, 습관적인 욕설, 손톱깎이 사용 등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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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엠파크 로고 개편 M PARK’s new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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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그룹 출범으로 사업 구조 변경은 물론 오랜 기간 함께해온 엠파크의 CI, BI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얼굴

달라진 엠파크 로고의 특징을 살펴보자.

Along with its business structure, M PARK has also changed its corporate and brand identities.

COLOR

Topic 5

IT 환경에 최적화된 색상으로 변화

친근하고 젊어진 새 얼굴 Friendly and young

New color befitting IT environment

폰트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각지고 딱딱했던 대문자 고딕체에서 벗어나 둥글둥글한 느낌

이번 엠파크 로고는 동화그룹의 주 컬러인 ‘그린’

의 소문자 TP Hero체를 적용했다. 기존의 묵직하고 권위적인 느낌의 로고에서 쉽고 친근하게

을 유지하고 기존 ‘다크 그린’ 컬러의 채도를 높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담는 동시에 젊고 감성적인 느낌을 살렸다.

였다. 각종 제작물은 물론 소비자의 정보 검색 환

The stiff and commanding all-caps Gothic font has been replaced with the more

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IT

rounded lower-case TP Hero font, which makes the logo appear friendly and young.

자동차 유통 단지를 주축으로 하는 엠파크 계열사와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계열사가 통합해

환경에 최적화된 색상으로 변경한 것. 채도가 높

한국일보 그룹으로 탄생했다. 이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한국일보 그룹과 엠파크의 새 얼굴이 될

아질수록 각종 전자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 로

신규 로고를 만나보자.

고의 선명도와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로고

ongw a’s au o
ARK an
Hankookilbo Group Here are

e ia
e Hankookilbo se ors a e been
e new logos represen ing e res s ar

erge in o

FONT

<예시> 글로벌 기업의 세계적인 트렌드 facebook과 amazon

를 한눈에 인지하기 쉽다. 이와 함께 회색의 계열
사명으로 세련미까지 갖췄다.

M PARK’s new logo features the green
color, the main color of Dongwha Group,
and a higher chroma of the existing dark

한국일보 그룹

ARRANGEMENT

green color. The new color represents the

1단 배열로 높아진 가시성

evolving IT environment, where consumers

Better visibility through single-line alignment

increasingly search for products on the

자동차(Motor)를 상징하는 M과 매매 단지를 의미하는 PARK가 2줄로 구성되었던 기존과 달리

Internet. The names of the subsidiaries are

1단 배열과 함께 색상 차이를 둬 분리된 느낌을 하나로 합치고 가시성을 높였다.

marked in a sophisticated gray tone.

In the existing logo, the letter M symbolizing “motor” and the word “PARK” were placed
on two different lines. But in the new logo they are placed on the same line and are

<엠파크 계열사 로고>

marked with different colors.

APPLICATION

<예시> 명함 적용

변화된 엠파크 로고는 명함, 공문서, 회사
봉투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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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그룹 신규 로고 Hankookilbo Group’s logo

The new logo will be applied in phases

4개의 미디어 계열사와 4개의 엠파크 계열사로 구성된 한국일보 그룹.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신규 로고를 선보였다.

to name cards, official documents and

The Hankookilbo Group consists of four media subsidiaries and four M PARK subsidiaries.

corporate envelopes.

27

Today Special Story
새로운 세계, 글로벌 동화의 꿈

Intro

절차탁마

Soaring to Global Excellence
글 | 서진영(경영학 철학 박사,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 일러스트 | 박벽

글로벌 동화로
날아오르다
글 | 이남훈 일러스트 | 유연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말조차 고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계
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기업들도 글로벌을 무대로 고군분
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란 단순히 활동 영역을 해외로 옮긴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
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까
지 이해하고 대응하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
는 것을 뜻하지요.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글로벌 역량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역량은 곧 회사의 자산이며 이
러한 역량이 모여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절차탁마’의 정신입니다. 옥을 다듬
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석을 원하는 모
양으로 자르는 절(切), 필요 없는 부분을 줄로 쓸어서 없애는
차(磋),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끌로 쪼는 탁(琢)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옥빛이 더욱 윤이 나도록 숫돌로 갈고
닦는 마(磨)를 거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옥이 탄생하기 위해서
는 이 절차탁마의 길고 지루한 행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글로
벌 기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
고,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며 성장
해나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동화는
현재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핀란드에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간 넓은 무대에서 쌓은 경
험과 성과가 동화의 글로벌 DNA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화만의 경쟁력을 갈고닦는다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도 언제나 화려하게 비상하는 동화그룹이 될 것입니다.

글을 쓴 이남훈
이남훈은 경제 경영, 자기 계발 전문 작가로서
<사자소통: 네 글자로 끝내라>, <공피고아>, <처신>,
<메신저> 등의 저서를 통해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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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Special Story
새로운 세계, 글로벌 동화의 꿈

Spotlight
동화기업 기술기획부문
Technology Planning Department of Dongwha Enterprise

국경을 넘나들며 성장하는
동화의 기술력
제조업 분야의 이익 창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좌우된다. 글로벌 보드
공장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화기업
기술기획부문. 해외 사업장과 소통하며 글로벌 동화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팀원들의 노력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다.
Dongwha Enterpriseʼs Technology Planning Department
always strives to improv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Dongwha's board factories. The team never
stops exerting effort to set global technological standards for
Dongwhaʼs products.

(상단 사진 왼쪽부터) 송정환 팀장, 박용근 부문장, 최혜종 과장
(하단 사진 왼쪽부터) 이상홍 사원, 이광선 팀장, 박용훈 대리
(우측 사진 왼쪽부터) 김준석 사원, 윤종욱 과장

Dongwhaʼs Technological Prowess
국내외 공장의 기술 편차를 줄여라
동화는 국내외 아홉 개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장마다 설비나 시설이
조금씩 다르고, 직원들의 경력과 업무 방식에 따라 기술력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
다. 기술기획부문 박용근 부문장은 이러한 기술 편차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동화의
기술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기획부문은 국내외 공장별로 장점과 경쟁력을 찾아내 이를 타 공장에 전파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사의 선진화된 기술을 발굴해 우리에 맞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제품별 글로벌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품질 영역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술 교육, 스마트팩토리 등의 지원 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
습니다.”
한 공장에서 성과를 낸 공정을 다른 공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각 공장의 조건과 현황을 파악한 후 공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장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
에서 현지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말레이시아 세 개 공장의 공정을 분석했습니다. 공정
별로 어느 부분이 잘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문제점을 찾아내며 개선점을 도출했
죠. 지금도 공정 개선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공장과 협업하며 업무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협업 방식을 한국, 베트남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술기획부문은 지난 2015년 수지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탈리아산 하이젯 설비를
도입해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공장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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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획부문의
글로벌 역량 강화 노하우

“그동안 수지 원가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

Bridging technological gap

다. 수지를 얼마나 골고루 뿌려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

Dongwha is a global corporation that operates nine factories in Korea and

만 모두 힘을 모아 최적화된 설비를 찾는 데 집중한 결과 ‘하이젯’이라는 설비를 도입,

abroad. Each factory has its own facilities, equipment, and employees with

그 효과를 검증한 후 공장 전체에 적용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기존 대비 10% 이상 원

various levels of expertise. Technology Planning Department Park YongKeun

가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says his team strives to bridge the technological gap among factories and elevate
Dongwha,s technological standards. “In 2017-2018, we analyzed in depth the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동화
박용근 부문
부문장
Park YongKeun

three factories in Malaysia. We found which manufacturing processes needed

글로벌 품질 관리를 위해선 우리의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필요했다.

improvement.”

이를 위해 기술기획부문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33개 동종사의 제품을 가져와 블라인

The Technology Planning Department introduced Hi-Jet equipment from

글로벌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I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work skill in the
global market is understanding and learning how
others work. This requires understanding and
kindness.

드 테스트로 품질 품평회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영업직, 생산직 직원들

Italy in 2015 in a bid to cut resin costs. It was installed in the factories in

이 모여 현재의 품질 수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

Malaysia, New Zealand, Korea and Vietnam, and helped cut costs by more

출했다. 현재 동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품질 개선 활동은 품질 품평회에서 도출된 내

than 10 percent. “Dongwha has carried out manufacturing innovation projects

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for quite a long time. When it comes to improving technological standards,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technological training is of prior importance. The Technology Planning

동화에 맞는 기술 교육을 개발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기술직 직원

Department has developed and prepared technological training programs for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사업장의 소통 문화 조성

three years.”

을 위해 보드기술 세미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 등을 운영

The team is dedicated to creating standard processes in line with Dongwha,s

중입니다.”

needs and bolstering its competitiveness. It is determined to continue its efforts

동화만의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며 글로벌 동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기획부문.

until the day Dongwha,s standards become global.

동화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날까지, 이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송정환 팀장
Song JeongHwan
현지의 문화는 물론이고 현지 설비나 기술을
보다 자세히 알아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동화의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We can only produce synergistic results if we know
the local culture, equipment and technologies well.
I will strive to bolster Dongwha,s global
competitiveness.

이광선 팀장
Lee KwangSun
해외 보드 공장에 신기술을 전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더욱 향상시켜 보다
스마트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I am charge of transferring new technologies
to overseas board factories. I want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so that I can work in
a smarter way with our Malaysian and Vietnamese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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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종 과장 / Choi HyeJong
글로벌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현지의
품질팀장들과 대화할 일이 많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우리와 다른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I always keep in mind that people in other
countries work in different conditions
from us.

윤종욱 과장 / Yoon JongWook
뉴질랜드에서 4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 배운 지식을
국내에 어떻게 전파할지 고민 중입니다.
My experience of working in New Zealand
for four years was of great help. I am thinking
of ways to share my overseas experience with
my Korean co-workers.

박용훈 대리 / Park YongHoon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현지 직원들과
협업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it,s important to cooperate with local
employees to solve problems together rather
than insisting on our way of doing things.

이상홍 사원 / Lee ShangHong
근무한 지 일 년이 됐는데 그 사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It has been only one year since I joined
Dongwha. I will continue to learn and produce
good results in the area of innovation.

김준석 사원 / Kim JunSeok
글로벌 역량을 갖추려면 현지인들의 문화와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To acquire international business skill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local culture and
habits. This requires respect for foreign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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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 Dongwha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로 향하는 열쇠
The Key to Creating Smart Workplace

BI 파워 유저 육성 교육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업의 미래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가공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 동화는 BI 파워 유저 육성 교육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The future of businesses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pends on
how efficiently they organize and process data and produce a meaningful
insight. Dongwha is poised to build a foundation for quick data processing
and usage through BI power user training.

BI, 쉽고 강력한 데이터 분석 툴의 등장
“현재 동화그룹이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

BI, easy yet powerful data analysis
tool

다. 메인 회의체를 대상으로 주요 지표를 관리하고 산출하는 과정을 조사했죠.

“Digital innovation” has been a buzzword

결과를 보니 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더군요. 분석 업무의 생산성을

at Dongwha since last year. Dongwha has

높이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launched smart manufacturing and smart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화의 화두는 ‘디지털 혁신’이다. 설비부터 제품, 서비스,

business by introducing information and

업무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팩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ll work

토리·스마트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데이터 규모가 양적·

processes, from facility to products and

질적으로 확대됐다. 디지털혁신실 문성미 차장은 ‘어떻게 하면 채집한 데이

services and even the working environment.

터를 정제하고 관리, 분석해 효과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

As a result, its data scope has expanded

하던 중 BI를 접했다.

both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Moon

‘엑셀의 진화’로도 불리는 BI(Business Intelligence)란 클라우드 기반의

SungMi from the Digital Innovation Team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이자 방대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

says she first learned about BI, or business

각화 솔루션이다.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해 BI 툴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시

intelligence, while searching for ways to

각화해 보여줄 수 있는 것. 숫자만 빼곡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연관된 데이터

filter, manage and analyze collected data and

를 시각화해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인사이

use it efficiently in business processes.

트를 끌어내기도 수월하다.

Also known as “the evolution of Excel,”
business intelligence is a cloud-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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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위주의 의사 결정으로 진화

business analysis service and a visualization

동화 디지털혁신실에서는 각 부서의 데이터 핵심 사용자를 대상으로 ‘BI 파

solution that can intuitively understand vast

워 유저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 BI 파워 유저로 선정된 39명의 구성원을 세

amounts of data. It can collect, organize and

그룹으로 나눠 각각 이틀 동안 진행했다. 1일 차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analyze data, and visualize it via the BI tool

BI 툴 내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변경하는 방법, BI 툴 내 함수 사용

on a dashboard. Rather than just displaying

법, 시각화 개체 활용법 등을 배우고, 2일 차에는 고급함수 다루는 법과 필터

digits, it also displays relevant data, enabling

사용법, 보고서 게시 및 공유법, 데이터 새로고침 등에 대해 익혔다. 데이터

the user to minimize data analysis time and

란 단어만 붙어도 어지러운 ‘데이터 울렁증’도 극복하지 못했는데, 데이터를

produce insight in an easi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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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Evolution to data-centered
decision-making
동화기업 SW추진팀 박선용 대리

동화기업 교육팀 김지현 사원

Park SunYong
Smart Workplace Driving Team
Dongwha Enterprise

Kim JiHyeon
Education Team
Dongwha Enterprise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교육팀에서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무척 많은데요. 의사 결정권자

의사 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직관적인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

들이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정리하

modify all kinds of data in the BI tool and

이 어려웠어요. BI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시스템적인 데이

고 시각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앞으로는 Self BI를 통해

use its functions, as well as how to utilize

터처럼 일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업무도 직관적인 보고서로

손쉽게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

visualized objects. On the second day, the

작성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습니다.

Each time I had to write a report, I had to go through the same
procedure over and over again, and writing an intuitive report
that can sound persuasive enough to my supervisor was a
challenge. By visualizing data via BI, we will be able to write
intuitive reports on difficult tasks that are hard to describe using
daily terms, such as systemic data.

In the Education Team, we have plenty of data to manage.
Whenever team super visors need to find answers to
something, we have to extract and sort out the required data.
But in the near future we will be able to conduct all kinds of
analyses and visualize data using self-BI in an easier way.

D ong w ha᾽s D i g it a l In nov at i on Te am
provided BI power user training to 39 key
data users in each department.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ith each group
receiving two days of training. On the
first day, they learned how to connect and

BI 파워 유저 육성 교육을 주관한 디지털혁신실 문성미 차장

trainees learned how to handle advanced
f unc t ions, us e f i lters, p ost and share
reports, and refresh data. Data visualization
may sound like a formidable task to many,

시각화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게 마련이지만 BI 사용법은 엑셀이나 파

but using BI is as easy and simple as using

워포인트처럼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Excel or Power Point.

“BI 중에서도 Self BI는 사용자가 직접 업무 환경에 맞게 양식을 개발해 데이

In the past, employees had to seek the

터를 가공할 수 있는 툴이에요. 데이터가 갱신되더라도 신규 데이터에 맞춰 새

services of professional developers to write

로운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놓은 양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불

up business analysis reports. However,

러오기만 하면 시각화 자료인 BI 대시보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까요.”

thanks to self-BI, they can easily visualize

과거에는 비즈니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전문 개발자에게 의존해야 했

business analysis reports in the BI tool and

다. 하지만 Self BI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BI 툴 내에서 비즈니스 분석 보고

share them in real time, which facilitates

서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고, 실시간 공유도 가능해 경영자의 의사 결정 속도

swift decision-making.

Power BI 작업 흐름

또한 빨라진다.

라이브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체를 향해

Decision-making based on live
data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수행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요. BI 툴을

After receiving training, the BI power users

능숙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분석할지 선별하고 실행할 수 있

will produce analysis tasks that can be used in

는 업무·직무별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디지털혁신실에서

work processes and apply BI.

는 데이터 인사이트나 리포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에 대한 교육도 검토하고

The Digital Innovation Team is building

있습니다.”

a data infrastructure environment that

이번 교육을 수료한 BI 파워 유저들은 실무에 활

connects the BI tool to data in real time.

용할 수 있는 분석 과제를 도출해 BI를 적용하

Once it is complete, data linked to BI reports

게 될 것이다. 현재 디지털혁신실에서는 BI 툴

created by Dongwha’s key analysts will be

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데이터 인프

updated in real time, while BI visualization

라 환경을 구축 중이다. 성공적으로 인프라를

materials will be renewed automatically.

갖추게 되면, 동화의 핵심 분석가들이 만든 BI 보고서에 연결된 데이터가 실

Every time new data is created, decisions will

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BI 시각화 자료도 자동으로 갱신된다. 신규 데이터가

be made using live data without processing it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엑셀로 가공하거나 PPT로 만드는 후가공 과정 없이

via Excel or Power Point. This will serve as the

라이브 데이터만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main driving engine of creating an efficient

곧 효율적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smart workplace.

BI Power
Us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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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I Service

Power BI Desktop

01
Power BI
Desktop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Power BI Mobile

02

03

04

05

데이터 모델링

보고서 작성 후
Power BI
서비스에 게시

Power BI
서비스에서
대시보드 작성

Power BI 모바일
앱 및 웹 등을 통해
공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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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픽션 Fiction

생태학자 부부의 다큐 vs. 세계인이 열광하는 미드 Real documentary vs. TV dramas
전미 출판 시장의 바로미터인 <뉴욕타임스>의 픽션 베스트셀러에는 생태학자 델리아 오언스가 쓴 소설
<Where the Crawdads Sing>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폭력적인 알코올 의존증 아버지를 피해 어
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집을 나간 뒤, 노스캐롤라이나 습지에 홀로 남은 여섯 살 소녀 크야의 생존기를 그
린 소설이다. 모두에게 배척받던 소녀는 습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곳에서 연인 체이스를 만나지만, 그가
갑작스레 죽으면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당하는 상황에 처한다.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이 소설의 판권을
구입해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며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6월 중순 국내에도 출간됐다.

세계인들은 지금
어떤 책을 읽을까?
What Books is
the World Reading?

2위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조지 R.R.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 1권이 올
랐다. 수천만 시청자들의 원성을 산 끝에 충격적인 결말을 선사한 이 드라마의 여운이 많은 독자들을 끌
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t number one on the New York Times bestseller list is the book “Where the Crawdads Sing” by
the ecologist Delia Owens. At number two is George R.R. Martin’s “A Song of Ice and Fire,” on
which the famous TV drama “Game of Thrones” is based.
논픽션 Non-fiction

미국 뮬러 특검 리포트가 핫이슈 The Muller report
페이퍼백 논픽션 부문 1, 2위는 미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뮬러 특검의 리포트가 차지했다. 3위는 한국에
서도 큰 인기를 끈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다. 2015년 한국에 출간된 이 책은 주요 언론 올해의 책을 휩
쓸며 두꺼운 인문서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 세계적으로는 30개 언어로 출간돼 800만

미국에서 인기를 얻은 책은 세계 각국의
의 언어로 번역되며 많은 이들의

부가 넘게 팔렸다. 10만 년에 걸친 빅 히스토리를 통해 변방의 유인원이던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관심을 모은다. 특히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차트에 오른

지배자가 되었는지 답을 알려주는 책이다. 수렵 채집을 하던 조상들이 어떻게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게 되

책이 그렇다. 이 책들을 통해 세계인들의 관심사를 가늠해볼 수 있는 법.

었는지, 신과 국가와 인권과 돈과 책과 법을 창조하게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쳤다.

올여름 글로벌 독자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4위에 오른 트레버 노아의 <Born A Crime>도 조만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유명한 흑인 스탠드

글 | 김슬기(매일경제 기자)

업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쓴 첫 번째 에세이로, 흑인에도 백인에도 속하지 못한 채 가난과 차별로 얼룩

Books that enjoy popularity in the United States are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and draw significant attention. Here’s
a look at the books that have drawn readers’ spotlight this
summer.

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책이다. 지금은 차별과 싸우는 코미디언이 된 트레버 노아는 이 책에서 고통스러
운 과거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The two top spots in the non-fiction paperback category are occupied by the Muller Report, which
made headlines in the U.S. At number three is “Sapience” by Yuval Harari, which was all the rage in
Korea as well.
경제·경영 Economy·Business

‘월가의 현자’의 조언을 주목하라 Heed the advice of Wall Street mavericks
아마존의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책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언해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이다. 제목에 적힌 관용어는 ‘어
*이 원고는 6월 1주 차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떤 일,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직접 관여해 그 영향을 받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 책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This article reflects the best-seller charts of the New York Times and Amazon as of the first
week of June.

소수의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이를 강요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가는가에 관한 나름의 해석
을 담았다. 정치인·고위 관료의 실책을 시민들이 책임지고, 금융인들이 날린 돈을 서민들이 갚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언제든 ‘제2의 블랙 스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 중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또 다른 책은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가 쓴
<괴짜경제학>이다. 상식과 통념을 깨고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인센티브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하
는 책이다. 인센티브의 적용을 통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를 비롯해 ‘에이즈와 성적 취향의 문
글을 쓴 김슬기 기자
기자는
는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다. 영문학과 현대미술을
전공했으며 11년째 출판과 미술, 공연
등 문화 전반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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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 많던 크랙 코카인은 어디로 갔을까’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The unrivaled bestseller in the Economics category of Amazon’s bestseller chart is “Skin in the
Game” by Nassim Nicholas Taleb, who predicte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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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Special Story

컬처 플러스

새로운 세계, 글로벌 동화의 꿈

나 PD가 꼽는 크리에이터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관찰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 대중이 원하는
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소통한다.

‘나영석’이라는
장르의 시작
연출자 이름 자체가 한 장르로 불리는 예능이 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변주

‘꽃보다’ 시리즈를 비롯해 <윤식당>, <삼시세끼>

나영석 PD가 KBS에서 일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그리고 최근 <스페인 하숙>까지, 프로그램 콘셉트와

의 연출작 <1박 2일>은 여행 가서 게임하고 음식 먹는 내용의 반복이었고 강

예고만 봐도 느낌이 온다. 연예인만큼 유명한

호동의 카리스마에 묻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 보통 이럴 땐 새로운 포맷으

‘스타 예능 PD’의 시대를 연 ‘나영석표’ 예능의 힘이
궁금하다.
TV producer Na YoungSeok rose to fame
for producing a number of popular reality
shows, which stand out from other shows
and are easy to recognize for their unique
style. We take a look at the extraordinary
talent of this producer, who now enjoys
a celebrity status.

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텐데 나 PD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보다 심화한 것이다.
일단 환경을 바꿨다. 모험이었다. 안정된 KBS를 나와 당시만 해도 마이너 방
송사였던 CJ ENM 계열로 옮겼다. 과감한 시도를 하기 힘든 공영 채널에 비해
CJ ENM의 환경이 더 자유로웠다. 불안정하고 채널 인지도도 떨어졌지만 감
수했다. 그렇게 내놓은 프로그램이 <꽃보다 할배>다. <1박 2일>보다 더 여행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게임도 없고 강호동 같은 카리스마 MC도 없었다. ‘핫’한
젊은 스타도 없이 노년 배우들과 중년 이서진만의 여행기였다. 흥행 코드라
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나 PD의 또 다른 대표작 <삼시세끼> 역시 마찬가
지였다. 그러나 이 단순한 기획들에 시청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글 | 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
일러스트 | 임성훈

여기서 나 PD는 조금씩 변주를 시작했다.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등으
로 구성을 확장한 것이다. 나아가 ‘꽃보다’ 시리즈의 외국 코드와 <삼시세끼>의
음식 코드를 합쳐 <윤식당>을 만들었다. 강호동의 에너지와 <1박 2일> 팀의 조
직력을 인터넷 감성에 맞춰 <신서유기>를 성공시키고, 이 팀에 <윤식당> 콘셉
트를 적용해 <강식당>을 론칭했다. 인문학 열풍에 맞춰 여행과 음식에 지식
을 더해 <알쓸신잡>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최근엔 <삼시세끼> 팀이 <윤식당>처
럼 해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스페인 하숙>을 선보였다.

The Na YoungSeok Genre
반보의 새로움으로 진화하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나영석 PD가 아예 낯선 것으로의 비약은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 때문에
평가절하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뚝심을 지켜가자 이젠 ‘나영석 월드’라는 브
랜드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예능 최초로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평가까지
덧붙여.
나 PD가 대중 트렌드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
니다. 그가 꼽는 크리에이터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관찰이다. 그는 주위 사람
들과 대중이 원하는 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소통한다. <꽃보다 할배>와 <삼시
세끼>, <스페인 하숙>도 이런 관찰과 소통 속에서 탄생한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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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으로 피폐해진 각박한 시대에 대중은 단순할지언정 조용한 위안, 낯선 곳
으로의 여행, 정성이 깃든 음식이 주는 만족을 원한다는 걸 간파하고 기획을
밀어붙인 것이다.
나 PD도 물론 새로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보만큼의 새로움이다. <꽃
보다 할배>를 기획할 때 <1박 2일> 해외여행 버전을 모색하다 새로운 요소로
생각해낸 게 노년 배우들의 조합이었다. 이렇게 익숙한 코드에서 딱 반걸음씩
치고 나가는 새로움이 시장을 움직였다.

시장과 사람을 생각하는 합리적 혁신가
나영석 PD의 작품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람’이다. 그는 회의실에 ‘사람이 전
재산이다’라고 써놓았다. <1박 2일> 당시 시청자의 비난을 무릅쓰고 제대한 김
종민을 복귀시킨 것만 봐도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리로 주위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람들을 관찰하
며 그 속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뽑아낸 결과가 지금의 스타 PD 나영석이다.
나 PD의 이러한 성취는 평범한 직장인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때로는 자
신이 잘하는 것을 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

tvN <스페인 하숙> 방송 화면 캡처

다. 모험이다. 하지만 무조건 나를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을 중
시한다. 매 순간 혁신하되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내딛는 것. 그리고 사
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관찰하고, 사람을 챙기고, 사람과 소통한다. 이 길
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 자기 커리어의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다

Seeking Novelty in the Familiar
Producer Na YoungSeok began his adventure on a new TV channel after quitting his relatively
stable job at a state-run broadcaster. He wanted to create his own world of TV shows by focusing
on what he was good at. The result was a huge success. His shows “Grandpas Over Flowers,” “Three
Meals a Day,” “Youn’s Kitchen” and “Korean Hostel in Spain” show that he does not recklessly
delve into completely new areas. He does pursue novelty, but it is only half-novel. He has earned
recognition for addressing viewers’ demands in familiar codes and creating his own brand. This
tvN <알쓸신잡> 방송 화면 캡처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observation, the number one skill that every creator must have.
Na never stops observing what the public wants and communicating with it. Most of his programs
are simple, yet they get down to the core and tug on viewers’ heartstrings by offering solace,
taking them to new places, and delivering the feeling of satisfaction that a well-prepared meal
can give. His shows represent his deep affection for people. The Na YoungSeok style is the result of
his abundant human interaction, constant communication and observation.
Rather than falling into complacency in a familiar environment, Na chose to pursue novelty, but
only as much as the market is ready to accept. He makes sure to observe what the public wants and
stay in touch with people. His is a story of how passion and dedication can make anyone successful
in their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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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st

동화의 디지털 혁신,
세계를 확장하다

Fastest

Dongwha’s Digital Innovation
Expanding the World

Open Your
Digital Paradise

테크놀로지 트렌드

글로벌 기업이 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노트

데이터 기반 혁신에 성공한 다임러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독일의 다임러는 자동차 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Data Driven Innovation)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익스톨로

모바일, IoT,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는 요즘. 전략, 고객 관리, 운영 프로세스 등

(eXtollo)이다.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기존 가치 사슬과 결합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다임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2019년 2월 차량 데이터, 고객 데이

모든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기업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운명에 맞닥뜨렸다. 이번 호에서는

터,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다임러, ING, GE 등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어떻게 성과를 창출했는지 알아본다.

데이터 호수(Data Lake)인 익스톨로를 오픈했다. 그리고 현재 익스톨

In this day and age, businesses can no longer survive without changing on their own. In this edition, we take a

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차량 진단, 유지 보수, 고객 관리, 마케팅 계획

look at how some of the world's renowned corporations that have been around for more than a hundred years,

수립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차기 메르세데스 벤츠 회

such as Daimler, ING and GE, generated result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장으로 선정된 올라 켈레니우스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자동차 기
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자동차는 궁극의 웨어러블이다”라고

글 | 이승준(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일러스트 | 김원만

선언한 만큼 다임러는 제조업에서 데이터 중심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
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많은 전통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
분이 직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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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mler, successful data-driven innovation
The German automaker Daimler has achieved stellar results
in data-driven innovation. One of the examples is Daimler’s
cloud-based big data platform eXtollo. Back in February
2019, Daimler joined hands with Microsoft to launch the
so-called “data lake” for storing diverse unstructured data,
including data related to vehicles, customers and imaging.
Thanks to eXtollo, which analyzes big data, Daimler can
oversee all of its business processes, from vehicle testing
to maintenance, customer management, and marketing
planning. Ola Kallenius, who has been selected as the next
chairman of Mercedes Benz, said that Mercedes Benz is
not longer just an automaker, but a software company, and
vehicles are “the ultimate wearable.” Daimler is looking
for ways to transform itself into a data-centered digit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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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 이승준
이승준은 한국경제신문 뉴미디어국과 한경닷컴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식경영과 e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했다.
헬스케어 CRM 관련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전통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연구와 저술,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 어떤 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한 GE 디지털

션이 6시그마 등 기존의 경영 혁신 활동과 비슷할 것이라는 경험적인 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사였던 GE는 항공기 엔진, 산업용 머신 등의

소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사 제품에 ‘프레딕스(Predix)’라는 산업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

그렇다면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동차 산업에 몸담고 있던 다임러

랫폼을 오픈하면서 빠르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했다. 프레딕스는

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사내 디지털 추진 조직인 ‘DigitalLife@Daimler’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연결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주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데이터 분

있다. 다임러는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지난 2011년

석을 통해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

DigitalLife@Daimler라는 사내 이니셔티브 조직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할을 수행한다.

다임러의 모든 사업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사업부

이를 통해 GE는 중장비 머신을 판매하던 제조 기업에서 전 세계 산업 인

간 협력(Cross-divisional) 방식으로 사내의 디지털 관련 이슈를 해결

터넷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하면서 비즈

했다.

니스 모델 전환에 성공했다. 한마디로 GE의 제품을 구매하면 프레딕스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 PC 등으로 현장의 기계 설

애자일 조직으로 유연성과 스피드 갖춘 ING

비나 장치들이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디지털 시대에는 생산, 유통, 조직, 의사 결정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 비즈

있다. 또 이상 징후 발생 시 GE 엔지니어들이 먼저 감지한 후, 원격으로

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속도와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다. GE는 2015년 모든 기업에 프레딕스를 전면 개

해졌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경쟁 기업에 속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방했는데 이를 통해 2만 2,0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250개 이상의

눈 깜짝할 사이에 차이가 벌어진다. 또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가 무척 어

빅데이터 관련 앱을 개발하는 등 산업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후

렵기 때문에 스피드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

GE 디지털은 모회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부 전체가 매각되는 수모를 겪

었다.

게 되었지만 GE 디지털이 전 세계 제조 업체에 남긴 뚜렷한 발자국은 많

금융 기업 ING는 빠른 의사 결정과 조직 운영을 위해 ‘애자일(Agile) 방

은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식’을 전격 도입했다. 애자일 방식은 실행에 중점을 두고 빠른 의사 결정
을 통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ING는 본사 직

디지털이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원 3,500명을 13개 부서(Tribe)로 재배치하고, 각 부서 산하에는 마케팅,

“디지털이 모든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관리, UI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

이제는 그 어떤 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된 수백 개의 스쿼드(Squad) 조직을 신설해 고객과 관련된 상품 기획,

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동안 전통 기업들은 과거의 업적에 기댄

개발, 운영,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수행하게 했다. 전통적인 형태의 마케

채 변화에 둔감하며 민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디지

팅팀, 채널 관리팀, 프로젝트 관리팀 등이 사라지는 대신 수백 개의 스쿼

털 시대에도 과거의 빛나는 유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디

드팀이 빠르게 의사 결정함으로써 거대 금융 기업이 마치 스타트업처럼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조직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에 필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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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flexibility and speed through agile organization
The financial service provider ING has introduced an “agile”
management style to ensure swift decision making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agile method focuses on
implementation and prompt problem-solving through swift
decision making. ING re-assigned its 3,500 employees
to 13 “tribes” (divisions), with each division having
hundreds of squads consisting of experts who specialize
in marketing, data analysis, project management
and UI design. They are tasked with product planning,
development, management, control and budget execution.
Instead of conventional marketing, channel management
and project management teams, ING operates hundreds of
squads that make prompt decisions. This has enabled ING,
a gigantic financial institution, to quickly respond to market
changes like a startup.

GE, successful transformation into platform
company
Formerly known as a hardware company, GE quickly
transformed into a software company by introducing an
industrial Internet data analysis platform named Predix to
its aircraft engines and industrial machines. Predix analyzes
and collects massive data in machinery, and connects it to the
Internet-of-Things to create digital twins. By analyzing data,
it can warn of danger in advance and enhance productivity.
In doing so, GE has successfully transformed from a
manufacturer of heavy machinery to a digital-based software
company that now leads the global industrial Internet sector.
In a nutshell, customers who buy GE products can monitor
their machinery and devices in real time through Predix
anywhere at any time using mobile gadgets and personal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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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독일 신차 거래 사이트
‘오토하우스24’ 사례로 보는

렌터카 사업과 미디어 사업의 시너지
오토하우스24(Autohaus24)는 글로벌 렌터카 기업 ‘식스트’와 독일 최대

를 변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뜻이다. 한편 식스트는 1912년에 설립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거’가 2009년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벤처 회사다. 현재

된 글로벌 렌터카 기업으로 세계 100개국 이상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독

독일에서 가장 큰 신차 거래 사이트로 성장한 오토하우스24의 사례는 새로운

일 렌터카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 회사다. 그야말로 신차부터 중고차에

먹거리를 모색하는 기업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인사이트를 준다.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축적한 셈이다. 이 두 회

Autohaus24 is a venture firm that was founded in 2009 on a joint

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온라인 신차 거래 사이트 ‘오토하우스

investment from the global car rental company Sixt and the largest

24(Autohaus24)’다.

German media group Axel Springer. Currently, it is the largest

악셀 스프링거는 자동차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스트의 전문성을 활용해

German car transaction website. Its success story offers clues to

온라인 자동차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식

companies looking for new business opportunities.

스트는 악셀 스프링거의 다양한 미디어 창구를 통해 오토하우스24를 대중들에

글 | 공병호(공병호연구소 소장)

게 직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하우스24는 온라인 신차 거래 사이트 중 압도적인 1위 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기존 사업 영역에서 쌓아 올린 전문성과 경험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여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ccumulated expertise as business weapon
Axel Springer is the largest media group in Germany that publishes more
than 200 kinds of dailies and journals. It has a vast pool of expert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market trends and investment in various sectors.

사업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이 곧 기업의 무기

Moreover, they have the expertise to identify important information. Sixt,

특정 업종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온 기업이라면 해당 사업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for its part, is a global car rental company that was founded in 1912. It has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에 특화된 내부 인력 풀도 풍부할 것이다. 그

representative offices in more than 100 countries, and holds a 30-percent

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몸담고 있는 업종 자체의 흥망성쇠에 따라 기업의 흥망

share in the German car rental market. Sixt has accumulated expertise and

성쇠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현존하는 사업을 고

information on the automobile industry, including new and used cars.

부가가치화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숙명. 이때 기존

Together, Axel Springer and Sixt founded the joint venture Autohaus24.

사업이 축적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디어

Axel Springer believed that Sixt’s expertise in the auto business would help

그룹 ‘악셀 스프링거’와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식스트’가 서로의 경험과 전문

it secure a new growth engine in the form of an online auto business. Sixt,

성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 것처럼 말이다.

in turn, knew that Axel Springer’s diverse media channels would help its
publicize Autohaus24 to consumers in direct and indirect ways.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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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셀 스프링거와 식스트가 쌓아 올린 고유한 전문성

companies’ predictions turned out to be accurate. Soon after its founding,

악셀 스프링거는 일간지와 전문지 200여 종을 발행하는 독일 최대의 미디어

Autohaus24 topped the ranks of online new car transaction websites. Its

그룹이다. 다양한 전문지를 발행하는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

example shows that previous business expertise can pave the way for new

문가들이 사내에 포진해 있다. 시장 동향과 투자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

business opportunities.

Example of German Car
Transaction Website
Autohau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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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 톡톡

1. 나의 디지털 기기 이용 및 정보 활용 점수는?
① 80점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
② 50점 :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45.5%

33.8%
18.2%
2.5%

③ 100점 :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짐
④ 30점 :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먹는 건가요?

1. How would you rate your use of digital gadgets
and information?

45.5%
33.8%
③ 100 points : My digital tech skills produce good results 18.2%
④ 30 points : Have no idea what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are 2.5%
① 80 points : Trying constantly to use digital technologies

동화인의
디지털 라이프 속으로

② 50 points : My digital tech skills are intermediate

인공지능, 5G, VR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파고드는 시대. 동화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업무와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하고 있는지 동화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Artificial intelligence, 5G and virtual reality are gradually
becoming part of everyday life. How do Dongwha members

설문 참여 인원 | 77명
77 people polled

Dongwha Members’
Digital Life

feel this change and how have digital technologies
transformed their work and personal life?
일러스트 | 김도희

2. 업무 활용도가 가장 높은 디지털 기기는?
86%
9%
5%

① 스마트폰

② 태블릿 PC
③ 노트북

2. Which digital device do you use the most for work?

86%
9%

① Smartphone
② Tablet PC

③ Notebook computer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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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기로 주로 하는 일은?

5.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한 적이 있다면?

*복수 응답

①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커뮤니케이션

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거나 알림 기능(Push) 끄기

74%

② 디지털 디톡스 시도해본 적 없음

72.7%
67.5%
48.1%

② 이메일 확인 등 업무 보조

③ 컴퓨터, 스마트폰 대신 운동, 야외 활동하기

③ 기사 검색 등 웹서핑

③ 자기 전 스마트폰 자제하기

④ 인터넷ㆍ모바일 쇼핑

44.3%

26.1%
12.9%

12.9%

④ 특정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휴식 시간’ 갖기

33.8%
⑥ 게임하기 22.1%
⑦ 기타 7.8%

3.8%

⑤ 음악 듣기

5. Have you tried “digital detox”?
① Deleted unnecessary apps or turned off “push” alerts
② Never tried “digital detox”

3. What do you usually use

44.3%

③ Prefer to exercise or spend time outdoors instead of using computers

your digital devices for? *Multiple answers

or smartphones

① Messaging(Kakao Talk, Line),

12.9%

12.9%
3.8%

③ Try to refrain from using smartphone before bedtime

74%
② Email and other work-related processes 72.7%
③ Internet search 67.5%
④ Online ·mobile shopping 48.1%
⑤ Music 33.8%
⑥ Gaming 22.1%
⑦ Other 7.8%
social media(Facebook, Instagram)

④ Do not use smartphone at a designated time of day

4. 디지털 시대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6.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디지털 기술은?
45.5%
39%
③ 사물인터넷(IoT) 31.2%
④ VR(가상 현실) 29.9%
⑤ 3D 프린터 15.6%

⑥ 드론

28.3%
② 나와 달리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때 26.6%
③ 새로운 기술이나 용어를 접할 때 24.5%
④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20.6%

② 지능형 자율주행자동차

⑦ 핀테크

4. When do you feel that you’re falling behind in the
digital era?

6. What digital technology are you interested
in the most? *Multiple answers

① When I learn about new digital technologies later

① Automated translation

⑥ Drones

② Intelligent self-driving cars

⑦ Fintech

28.3%

26.6%
③ When I come across new technologies or terms 24.5 %
④ When I find new digital technologies difficult to use 20.6%
② When I see others use digital gadgets more skillfully

45.5%
39%
③ Internet-of-Things 31.2%
④ Virtual reality 29.9%
⑤ 3D printers 15.6%

*복수 응답

13%
9.1%
⑧ 홍채 인식 3.9%
⑨ 기타 2.6%

① 자동 통/번역 기술
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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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13%
9.1%

⑧ Iris recognition
⑨ Other

2.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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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보

미니 포스터 그 두 번째 이야기

구름은 구름인데 다른 구름,
클라우드 Cloud
동화는 올해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니 포스터를 제작했다. 첫 번째 테마 ‘5G’에
이어 이번 호 사보에서는 ‘클라우드’를 만나본다. 스마트한 동화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두 번째 제안,
신개념의 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인 클라우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짚어본다.
Dongwha has produced mini-posters to help employees improve their digital skills.
The theme we are introducing in this edition is “cloud computing,” an innovative way

이론 편

to store and manage data.
글 | 김호겸(조직개발팀) 참고 자료 | <한경비즈니스>, <IT동아>

Theory

아직 USB 쓰세요?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클라우드의 이해, 그 첫 번째 이론 편에서는 클라우드의 개념과 특징
을 포스터에 담았다. 오늘날 디지털 저장 매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56년 개발된 최초의 하드디스크인 IBM의 RAMAC은 냉장고의 2배 크
기에 1톤 무게를 자랑하지만, 저장 공간은 5MB에 불과했다. 이후 기록
방식에 따라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학(CD, DVD), 반도체(USB,
SD카드)로 발전해왔고 그중에서도 USB는 CD보다 방대한 저장 공간과
빠른 속도로 저장 매체의 혁명으로 불렸다. 하지만 현재는 무형의 저장
매체를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No more USB
In the first part of the Theory segment, we introduce the concept
of cloud computing and its characteristics. Digital storage devices
are advancing fast nowadays. The first-ever hard disk RAMAC
developed by IBM in 1956 weighed one ton, twice as much as
a refrigerator, but its storage space was only 5MB. Later, it was
upgraded to magnetic(tape, floppy disk), optical(CD, DVD) and

Mini-posters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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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USB, SD card) devices. Of those, USB devices
offered more storage space than CDs and were significantly faster.
However, nowadays the spotlight is on intangible storage
methods, such as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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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던 Microsoft, 클라우드로 애플을 밀어내다

야근 안녕! 클라우드

사례 편에서는 두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1990년대 Microsoft

2019년 6월 1일 BTS(방탄소년단)의 공연이 퀸, 마이클 잭슨 등이 섰던 웸

는 운영체제 시장의 독보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특히 네이버가 운영하는 ‘V라이브’를 통해

199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PC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며 어려움을

독점 생중계되면서 3만 3,000원의 유료 중계에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겪었다. 그러나 2014년 CEO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한 이후 클라우드 기

는 14만 명에 달했다. 고품질 음향과 매끄러운 고화질 중계의 일등 공신

반 사업에 집중하면서 클라우드가 매출의 4분의 1을 책임지게 되었다.

은 영국 현지 인터넷 회선과 연결된 네이버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었다.

급기야 2018년 말에는 애플을 밀어내고 16년 만에 시가 총액 1위 기업

클라우드가 적용된 동화의 모습은 어떨까? 끊기지 않는 화상 회의는 물

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성공도 클라

론이고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솔루션인 MS office 365를 통해 여러 명

우드(아마존의 AWS)가 숨은 주역이었다.

이 같은 장표의 각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등 협업을 이끌어낼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LG CNS는 5년 내 LG 계열사 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서버와 저장소 등 IT 인프라를 자체 보

산 시스템 9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과

유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공공 분야의 강자인 KT는 공공 기관 전용 서비스인 G-Cloud를 출시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많은 기업에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

7,000여 고객을 확보하고, 기업 클라우드를 통해 20대 상장사 중 50%

리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공유

을, 회사에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될 것이다.

동화 편
“Dongwha” poster

를 기반으로 한 협업이 중요해지고, 정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No more late working hours
On June 1, K-pop sensation BTS performed at the Wembley

사례 편
Examples

56

Microsoftʼs second heyday

Stadium, where only such legendary artists as Queen, Michael

In the Example segment, we introduce two global corporations.

Jackson and Madonna used to perform. The concert was broadcast

Back in the 1990s Microsoft was unrivaled in the operating system

live via Naver᾽ss V Live. Despite the 33,000-won fee, some 140,000

market, but when the first smartphone was developed, the PC market

people accessed the service simultaneously. The high resolution

saw its growth plummet. However, after Satya Nadella was appointed

and picture-perfect quality of the broadcast was a result of Naver᾽s
Naver

as CEO in 2014, Microsoft shifted its focus to cloud computing,

cloud platform connected to the local Internet in London.

which came to account for one-fourth of its sales. In late 2018,

How would cloud computing change Dongwha? Uninterrupted

Microsoft outperformed Apple to top the rank of companies with

video conferencing and real-time modification of various

the highest market value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pages simultaneously via cloud-based office solution MS

Then, how about Korean companies? LG CNS has announced a

Office 365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cloud computing

plan to switch more than 90 percent of the computer systems at

can facilitate collaboration. Furthermore, there will be no

LG subsidiaries to cloud computing within the next five years.

need for physical servers and storage spaces, as managing and

Telecom service provider KT, for its part, has released G-Cloud, a

sharing massive amounts of data will no longer be a problem

service designed for the public sector. The cloud computing market

thanks to cloud computing. Many companies are adopting

is growing rapidly on the growing importance of collaboration

cloud computing these days to boost their work efficiency. It is a

based on sharing and the advantage it offers in saving information

valuable resource that can present individuals with more free time

management costs.

and help businesses sav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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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Digital Paradise

글로벌 잡학 사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끌어안다

세계인의 공용어! 이모지는 진화 중
이제 이모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0과 1로 조합되는 컴퓨터 언어로 나의 감정까지 전하는 이모지가 세계 공통어
(Lingua Franca)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인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하며 진화하고 있는 이모지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It is hard to imagine a world without emojis, which have become a lingua franca that conveys people’s
emotions. Here’s how emojis have been evolving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issues.
글 | 박진아(IT칼럼니스트) 일러스트 | 이시누

컴퓨터와 전자 문자는 너무 냉정해!

코드에 포함시키자는 안을 건의했다. 이모지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함께 이모지가 우리의 삶 속으로

대한 대중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눈치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

챈 유니코드 컨소시엄(Unicode Consortium)은

하기 시작하면서 이동전화기는 음성 전화 앱이 달린 각종 문자 메시징

2010년 표준 유니코드 6.0 버전에 일본 이모지를

디바이스로 거듭 태어났다. 인류 역사상 이메일, 문자 메시지만큼 빠르

소개하고 이모지를 문자 언어로 공식 인정하며 이

고 신속한 통신 수단은 없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언어는 서로 얼굴을 볼

모지의 혁신이 시작됐다.

수 없어 자칫 차갑거나 사무적으로 느껴졌고,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로 이모티콘과 이모지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모지와 이모티콘은 다르다. 감정을 뜻하는 ‘Emotion’과 아이콘을 뜻
하는 ‘Icon’의 조합어인 이모티콘이 기성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표준 문
자(Standard Characters)를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조합해 만든 기호인
반면, 이모지는 그림문자다. 1990년대에 디지털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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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일본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다. 이(
이(絵
絵,, 그림이라는 뜻) + 모지(文字,
絵
문자라는 뜻)의 합성어로 활짝 웃는 얼굴(Smiley), 일상 속 사물, 장소와
날씨, 동물 등의 모양을 ‘그림’으로 묘사한 표의문자(Ideogram)인 이모
지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象形文字, Pictograph)에 더 가깝다.
일본은 2007년 자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모지를 글로벌 시장에
본격 소개하기 시작했다. 2008년 애플 아이폰의 출시와 시기를 맞춰 구
글 직원이던 일본인 캣 모모이와 애플의 야스오 기다는 이모지를 유니

Cold computer language
Emojis first became a part of people’s
everyday lives about ten years ago, just
when smart devices emerged as a daily
necessity. Soon after Apple released the
iPhone, mobile phones were transformed
into messaging devices with all kinds of
apps. No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have been as quick and prompt as email
and text messaging in the histor y of
mankind. However, the digital language
was too cold and impersonal, which l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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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백인 남성 중심의 시야에서 벗어나 비주류 소수 인종과
종교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the invention of emoticons and emojis.
Emojis and emoticons are two different
concepts. Emoticons, a combination of the
words “emotion” and “icon,” are created
using standard characters on existing
keyboards, whereas emojis are ideograms
and smileys. They were invented in Japan
in the 1990s, when the digital era began in
earnest. A combination of the characters
“絵” meaning “picture” and “文字” meaning
“text,” emojis were created based on
smiling faces, everyday items, places,
weather and animals. They are similar to
ancient Egyptian pictographs.
Japan began to introduce emojis to
the world in 2007. In 2008, two Apple
employees, Kat Momoi and Yasuo Kida,
both Japanese nationals, proposed that
emojis be included in the unicode in
time for the iPhone release. Unicode
Consortium, which knew at the time
about the soaring popularity of emojis,
decided to introduce Japanese emojis in
Unicode 6.0 in 2010, and recognized them
as a tex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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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지의 진화, 테크가 주도하는 문화 흐름

global age, especially in the U.S., where people of diverse ethnic

초기 이모지들이 본래 일본 시장 내 모바일폰 호환을 위주로 디자인되

backgrounds live.

었던 만큼 지구상의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환경의 독특성을 모두 대변

As a result, in 2014 Apple became the first in the tech sector to

해주지는 못했다. 특히 여러 인종과 배경의 인구가 모여 사는 미국에서

declare the diversification of emojis. The following year, in time for

는 이모지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구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목

the release of Unicode 8.0, Apple announced emojis for iOS that

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대중가수 마일리 사이러스가 트

included multi-racial emojis of five facial skin tones.

위터를 통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대변하는 이모지가 필요하다는 목소

In 2016, emojis representing diverse family members including

리를 냈다. 제러미 버지(Jeremy Burge) 이모지피디아(Emojipedia) 설

single and gay parents, as well as feministic emojis such as female

립자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이모지의 진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

farmers and scientists and male hair designers were created. In 2017

고 주장하며 이모지의 다양화와 포용주의를 지지했다.

and 2018, emojis showing diverse sexual orientations and those

드디어 2014년, 잠잠하던 테크 업계에서 애플이 처음으로 ‘이모지의 다

with various hair colors were introduced as well. This year, Apple

양화’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듬해인 2015년, 유니코드 컨소시엄의

announced its plan to support emojis representing people with

표준 유니코드 8.0 버전 릴리스를 기점으로 애플은 세계 최초로 다섯 가

disabilities -- from guide dogs to manual and automated wheelchairs

지 피부 톤을 반영한 다인종 얼굴 이모지가 포함된 애플 iOS용 이모지

to prostheses. Apple’s rivals are also stepping up efforts to diversify

세트를 발표했다. 특히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

emojis. Such tech giants as Google, Facebook, Microsoft, Yahoo,

굴 이모지를 그해의 어휘로 선정하며 이모지가 현대 대중문화에 큰 영

Samsung, IBM and Oracle have joined Unicode Consortium as

향력을 발휘함을 공식 인정했다.

premium members to add emojis that represent non-mainstream

Big change created by small emojis

2016년에는 여러 가족 형태(외부모, 동성 부모 등)를 표현하는 이모지와

racial minorities and religious groups. Google, for instance, last

Emojis are growing fast. There are YouTube

함께 페미니즘의 강세를 반영해 다양한 여성상 이모지가 등장했다. 여

year removed egg images from salad emojis. It was a small step but it

bro adcasts consist ing s olely of emojis.

성 농부, 여성 과학자, 남성 헤어디자이너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에는

demonstrated the company’s deep consideration for vegetarians.

Hollywood has even released “The Emoji
Movie.” There are also emoji encyclopedias and

다양한 성 정체성을 반영한 이모지를, 2018년에는 다양한 머리색이 반
영된 이모지가 나왔고, 올해 애플은 지체부자유자들을 대변하는 이모지

작은 이모지가 만드는 위대한 변화들

art exhibitions dedicated to emojis.

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내견을 비롯해 휠체어는 수동과 전동

이모지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이모지로 TV 방송을 요약해 보여주는 유

When presented with a wide choice in the

으로 세분화되었고, 인공 다리와 인공 팔도 추가된다. 여기에 경쟁 업체

튜브 방송이 생겼고, 할리우드는 <이모지> 영화를 개봉했으며, 이모지

digital environment, users can have greater

들도 가세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IBM 등 이른바 거

백과사전과 이모지 미술로 전시회도 열린다. 이모지만으로 작성한 트위

freedom. A study conducted last year by the

물 테크 기업들은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유료 정식 회원 자격으로 참여

터를 보내는 사람도 생겼고, ‘이모지 번역가’라는 새 직종이 필요하게 될

University of Edinburgh showed that users

해 기존 백인 남성 중심의 시야에서 벗어나 비주류 소수 인종과 종교 집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choose online Avatars of the same color as

단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모지를 유니코드 목록에 추가했다. 한 예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대안이 주어질수록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도 커

their actual skin or similar to it when presented

구글은 지난해 채식주의자를 위해 샐러드 이모지에서 달걀 그림을 뺐

진다. 실제로 작년 에든버러대학 정보학과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

with a wide choice of skin tones. People want

다. 아주 사소하지만 채식주의자를 배려하는 이모지라고 할 수 있다.

용자들은 다양한 피부색이 표현된 이모지가 주어질 경우 추상화된 이모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images that

지 대신 자신의 실제 피부색이나 외모적 특성과 제일 가까운 이모지를

resemble them the most, because it helps them

The evolution of emojis

골라 온라인 아바타로 활용하는 경우가 높다고 한다. 결국 인간이란 자

affirm their self-esteem. In the near future,

In the beginning, emojis were designed to fit mobile phones used

아 정체가 반영된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하고 이 같은 행

when the numbers of Internet users in third-

in the Japanese market, and failed to represent racial, cultural and

위를 통해서 자존감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3세계권의 인터

world countries are expected to surge, emojis

environmental differences of various countries. That’s why many

넷 사용자가 점점 더 많아질 가까운 미래, 이모지는 21세기 특유의 현대

will continue to evolve as a unique language of

began to call for creating emojis that meet the demands of the

어록 겸 백과사전으로 계속해서 진화해나갈 것이다.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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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4월 열린광장·커뮤니케이션 특강
April Agora / Lecture on Communication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대화하는 소통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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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간, 상사와 부하 간, 선배와 후배 간, 동료와 동료 간에
소통이 원활하면 업무 시너지가 크고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소통을
‘잘’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Smooth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and co-workers helps enhance
work synergy. However, achieving good communication is easier said than
done. Here's how to improve the way you communicate in your workplace.

Communication

조직의 심리적 산소! 공감으로 숨을 쉬어라
지난 4월 17일, 인천 가좌동 대강당에서는 4월 열린광장과 ‘행복 업그레이드
를 위한 공감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특강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

에 앞서 소재, 화학, 오토라이프 사업군의 신규 입사자와 신규 보임자에게 사
령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자들은 글로벌 동화의 미래를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소통을 거스르는 대화, 이것만은 노노

이어 권수영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특강이 시작됐다. 권수영 교수는 조직에서

Things to avoid in a conversation

이해와 소통이 부재하는 원인에 대해 “사람들이 소통을 설득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뜻과 생각이 통하면 소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통은 뜻과 생각이 아닌 ‘가슴’이 통해야 한다는 것.

과한 자기 노출은 금지!

“인간에게는 특별한 산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 산소입니다. 타인

Do not brag!

이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슴으로 숨

자기 노출은 타인과의 관계와 친밀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을 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자신의 무용담이나 자수성가 스토리
같은 너무 과한 자기 노출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데 방

Build a rapport

해가 된다.

On April 17, the April Agora and a lecture on ways to improve

Telling your personal story is necessary to some degree
when bonding with others. However, boasting too much
about your personal success or heroism can hamper you
from building a rapport.

communication were held at the Incheon headquarters. They pledged
to do their best to contribute to Dongwha’s global growth.

상대방의 감정과 같은 층에 동승하라

Then Professor Kwon S ooYoung delivered a lecture on the

소통은 제대로 된 대화에서 시작한다. 권수영 교수는 “제대로 된 대화란 공

상대방이 스스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처럼 공감적 이해

reasons behind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감이 있는 대화이며 함께하는 느낌이 있는 대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을 매만져주는 것이 핵심이다. 동

in an organization. Professor Kwon said that people tend to view

“상대방의 가슴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상대방의 감

료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소통 노하우를 통해 동화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as a way of persuasion, and that communication must

정과 같은 층까지 동승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감정 표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be achieved on an emotional level rather than through the meaning

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of what people say or think. “Human beings need a special kind of

권수영 교수는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소개했다. 첫 번째

Empathize with others

한 것은 상대방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해하려는 태도다.

oxygen, which is none other than psychological oxygen. When other

단계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느끼는 것이다. 이때는 철저히 타인의 입장이 돼야

Communication begins with a proper conversation, which requires

people understand your emotions and when you also understand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느끼기에 김 대리, 진짜 힘들었겠어!”라는 식으

empathy and the feeling of togetherness. It requires being on the same

the emotions of others, we can breathe through our souls. It’s called

로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내 생각에는

emotional level as your conversation partner. This can be compared

‘rapport,’” said Professor Kwon.

김 대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 박 과장에게 조언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며

with an elevator. You must take an “emotional elevator” on the same

When someone shares their concerns with you, avoid
saying that this can happen to everyone. Focus on
what your conversation partner is saying about their
predicament, and try to understand them.

“괜찮아! 모두 다 그래” 식의 일반화는 지양

Do not underplay it!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 마치 누구나 다 그렇다는 식으
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중요

floor as your conversation partner in order to read their mind and
grasp what they feel inside. Professor Kwon introduced three steps for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는 금물

Do not jump to conclusions!

building a rapport. The first step is seeing things from the standpoint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짐

of your conversation partner. The second step is expressing empathy.

작하거나 반응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상대방의

For example, say something like, “I can tell how tough it must have

마음을 알 것 같아도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단

been for you!” The third step is helping your conversation partner to
solve their dilemma on their own. For instance, you can say, “How
about asking for Mr. Park’s advice to help you in this difficult situation?”
Empathy is about understanding what position your partner is in
and offering your consolation. By becoming emotionally closer to our

계’를 거쳐 대화하도록 노력한다.

Making guesses or presumptions even before hearing
what your partner has to say is a big no-no. Even when
you think you know exactly what your partner is trying
to say, try to go through the three steps required for a
good conversation.

co-workers, we can improve communication at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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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보드 2종 & 건장재 4종
Dongwha Enterprise’s New Boards and Construction Materials

2019년 상반기 신제품 컬렉션
New Products Released in First Half of 2019

건강한 주거 공간을 완성하는 보드 신제품 2종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화기업. 유해 물질과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운 보드 신제품 2종을 소개한다.

올해 상반기, 동화의 탄탄한 기술력이 담긴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드와 건장재 신제품을 살펴보자.

Two new boards for healthy living

Dongwha released a number of newly developed boards and construction
material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new products have drawn the
spotlight for their outstanding quality.

Dongwha Enterprise never stops developing superb products that cater to consumers’ needs.
Its two new board products contain zero harmful substances and are resistant to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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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출시된 ‘친환경 색상 MDF’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라 MDF에

2019년 4월 개발된 항곰팡이 보드. 동화기업이 자체 개발한 항곰팡이 기술을 적용해 공

와인(SE0 등급), 퍼플 및 그린(E0 등급) 색소를 첨가한 제품이다. MDF 중층에 색

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균이 가구 표면에 정착해 곰팡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했다.

소를 첨가해 제품 단면만 보고도 육안으로 친환경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 탄생 스토리

제품 탄생 스토리

친환경 색상
MDF

가구 속자재로 사용되는 저품질 보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방출되는데,

공기 중의 곰팡이균은 기관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며 폐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각

가구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셈이다.

종 질병을 일으킨다. 동화기업은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능성 보드 연구 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화기업은 제품을 납품받는 건설사나 가구사가

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지난 4월 항곰팡이 보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저가

친환경 자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색상 PB를 출시했으며

수입 보드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요즘, 동화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담긴 이번 제품

이어 올해 3월 색상 MDF를 새롭게 출시했다.

은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드 시장을 선도할 전망이다.

제품 돋보기

항곰팡이
보드

제품 돋보기

동화기업 친환경 색상 MDF

세계적인 시험 규격 관리 기구인 미국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시험협회)의 항곰팡이 실험에서 최고 등급을 기록했으며, 한국가
구시험연구원의 완성 가구 실험에서도 우수한 항곰팡이 기능을 선보였다.

미국 ASTM 항곰팡이 실험
와인색 SE0 등급

퍼플색 E0 등급 프리미엄

한국가구시험연구원 실험(35일 차)

그린색 E0 등급

*E0 등급 표면강화 제품

#손쉬운 친환경 등급 확인
#SE0 와인색
#프리미엄 E0 퍼플
#E0 그린

친환경 등급에 따른 색상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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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안녕
#기능성 보드
#국내 최초

타사 MDF

항곰팡이 보드

수입산 일반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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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스진
그란데

#와이드 바닥재
#보행감 우수
#따뜻

나투스진
터치

#입체적인 무늬결
#표면 강도 우수
68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건장재 신제품 4종

Four construction materials setting new market trends

최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바닥재와 벽장재가 큰 인기를 끌며 인테리어 시장의 새로운 트렌

L arge wood flooring products and wall panels have emerged as new interior design trends in

드를 만들고 있다. 동화자연마루는 섬유판 강마루 나투스진과 벽장재 디자인월 제품 라인에 대형

the E uropean market. Dongwha Nature Flooring has released the Grande series ( “grande”

제품 ‘그란데(Grande, 스페인어로 큰, 널찍한을 뜻함)’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 밖에 고급형

meaning “large” in Spanish) for its Natus J in and Diz ainwall products. Dongwha has also

섬유판 강마루 나투스진 터치와 보급형 합판 강마루 나투스강 포레도 연이어 출시하며 강마루 제품

diversified its plywood flooring portfolio to include the high-end product Natus J in Touch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and the affordable product Natus Kang For t.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고품질의 와이드 바닥재
•2019년 5월 출시

•소박한 멋의 기본형 강마루
•2019년 5월 출시

타깃

타깃

폴리싱 타일 시장 대체 목표

저가 소단납 시장 공략 ▶시장 점유 확대

특징

특징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연출
•차가운 폴리싱 타일의 단점 보완
•기존 제품과의 혼합 시공으로
시각적 효과 업그레이드

•품질 안정성이 검증된 슬림형 바닥재
•시장 경쟁력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
•일반 ‘나투스강’ 품목과 동일한 특장점
유지

나투스강
포레

#슬림형 바닥재
#가성비 최고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강마루
•2019년 5월 출시

•프리미엄 와이드 벽장재
•2019년 3월 출시

타깃

타깃

HPL 동조 엠보 적용을 통한
고급 인테리어 시장 공략

상공간, 대형 건물, 넓은 벽면으로
적용 시장 확대

특징

특징

•입체적인 질감과 무늬결로 리얼리티
구현
•고강도 HPL과 고밀도 나프(NAF)를
사용해 표면 강도 우수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연출
•빠르고 편리한 시공성
•친환경 및 방염 성능 자재 사용

디자인월
그란데

#와이드 벽장재
#빠른 시공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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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in Media
동화기업 건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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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in Media
동화기업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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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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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ommunity

동화인 수제자

김지민 프로의 골프 레슨
Golf Lesson of Pro-player Kim JiMin

(왼쪽부터)
필드에 나간 사람들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게 즐겁다는
건장재영업본부 외주관리팀 강민구 대리, 해외 현지 법인과의
소통 창구를 스포츠에서 찾기 위해 골프를 배운 동화기업 기술기획부문
생산혁신팀 최혜종 과장, 추진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 골프에
빠졌다는 기술기획부문 생산혁신팀 윤종욱 과장

초보 탈출, 오늘부터 풀스윙
골프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플레이어 자신, 그래서 골프는 ‘멘탈 스포츠’로 불린다.
또한 골프의 기본은 스윙. 플레이어의 체형에 따라 스윙 방법은 달라진다. 자신의 몸에
집중해 자
자신에게 맞는 스윙을 찾아가는 시간, 김지민 프로가 함께했다.
Golf is known as a mental sport,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mental strength.
The swing method depends on the player’s physique. Pro-player Kim
JiMin shared a few tips on how to find the right swing method.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기본 원리에 집중
몸에 좋다고 먹은 음식에 오히려 배탈이 나고, 큰맘 먹고 산 고가의 화장품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
킬 때가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걸 택했기 때문이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최상의 스윙은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바른 스윙도 할 수 있는 법. 드라이버*
샷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고민인 동화인 3명이 골프 레슨에 참여했다. 볼이 시원하게 날아가 페어
웨이*에 사뿐하게 안착하게 만드는 드라이버샷*은 OB*가 발생하기 십상이라 아마추어 골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샷이다.
“레슨에 앞서 궁금한 점과 배우길 원하는 테크닉에 대해 전달받았어요. 원포인트 레슨으로 잘못된
자세를 완전히 고칠 순 없기 때문에 스윙의 원리, 클럽이 공에 이르는 길,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 기본에 집중해 레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골프는 원리가 단순한 스포츠예요. 잘못된 습관을 버
리고 원리에 집중해주세요.”
기술기획부문 생산혁신팀의 윤종욱 과장은 뉴질랜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를 접했으니 구
력은 5년이 넘었지만 정식으로 레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질랜드에는 골프장이 많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 골프는 아주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축구
나 야구, 농구 같은 팀 스포츠로 협업을 배운다면, 골프는 오롯이 자신이 이끌어가는 게임으로 추진
력과 집중력 등을 기를 수 있거든요.”
윤종욱 과장은 신체 조건이 좋아 상당한 비거리를 자랑할 것 같지만, 200m를 채 보내지 못하고 드
라이버 슬라이스*가 나 공을 페어웨이에 올리는 비율이 낮다고. 그의 스윙을 지켜보던 김지민 프로
는 몸통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스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종욱 과장은 김
지민 프로의 조언을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 몇 번이고 스윙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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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ginner’s
Full Swing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멘탈 게임

3개월 동안 레슨을 받은 적이 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건장재영업본부 외주관

“생산혁신팀으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를 진행할 일이 많아졌어요.

리팀 강민구 대리는 골프를 보다 더 잘 치고 싶어서 이번 레슨에 참여했다. 드라이버 슬라이스, 피니시 자

제가 담당하는 품질 관리의 경우 현지 관리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세 불량, 채를 못 던지는 습관 등의 고민을 털어놓자 김지민 프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스윙에 있다고 말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현지 관리자와 가까워질 방법을 고민하다 스포츠에서 접점을 찾아보기로 하고

했다. 스윙 후 몸과 팔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 후 강민구 대리의 팔 각도를 교정해줬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골프는 전적으로 플레이어의 마음가짐에 좌우되는 ‘멘탈 게임’이다. 레슨에 참여한 3인의 동화인 수제자

동화기업 기술기획부문 생산혁신팀 최혜종 과장은 2개월 동안 레슨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아이언*만 배

들도 “골프 경기를 하다 보면 멘탈이 강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를 향해 코스를 공략하고 전략을 세우

우고 드라이버는 독학했다. 이를 한눈에 알아채는 김지민 프로는 최혜종 과장에게 체격이 좋고 운동신경

되, 지나간 샷은 잊고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스포츠라고. 이렇게 단련된 멘탈은 업무를 진행하거나 삶을

도 뛰어나 스윙이 파워풀하지만, 몸의 회전보다 팔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과 위치로 공을 보

살아가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골프는 자기만의 스윙을 몸으로 익히고 실수

내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밸런스를 맞춰 연습할 것을 강조했다.

를 줄여나가는 경기, 샷을 줄여 스코어가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친구 따라 연습장에 다니면서 골프를 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필드에 처음 나간 순간 ‘이
거다’ 싶었죠. 도시에 살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잔디를 밟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The best sport for honing crisis management skills

요.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고, 동반하는 사람들끼리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The best swing method is determined by the player’s physical conditions. Only those who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know their physique well can master golf swing skills. Three Dongwha members who
wanted to master a driver swing took a golf lesson from pro-player Kim JiMin. The threeYoon JongWook, Choi HyeJong and Kang MinKu-shared their concerns regarding golf. The
instructor checked each player’s posture and suggested her solutions. She also explained how
to make swings, how to hit the ball with a club, and what each of the players had to improve.“Golf
is a simple sport. It is important to do away with your habits and focus on golf principles,” said
Kim. The three players agreed that just watching golftournaments helps them improve their
mental strength. It teaches the importance of setting strategies for the future and focusing on
the present moment rather than on the past shots. This golf principle also helps improve crisis
management skills in work and personal life.

김지민 프로
*
*드라이버
클럽(골프채
(
(골프채
) 종류 중 하나로 티샷(
티샷 각 홀에서 가장 처음 공을 치는 것)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임
*드라이버샷 드라이브 클럽으로 공을 치는 것
*페어웨이 티(볼을 얹어놓는 대)와 그린(깃대와 홀컵이 있는 곳)
곳 사이에 잔디가 고르게 깎인 지역
*OB 아웃오브바운즈(Out of Bounds)의 약칭으로,
약칭으로 공이 코스가 아닌 곳으로 날아가 플레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드라이버 슬라이스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
*아이언 클럽 종류 중 하나로 세컨드 샷에 많이 쓰이나 용도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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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시뮬레이션 프로골프
투어인 ‘WGTOUR’에서 빼어난 실력과
미모로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프로골퍼. 현재 다양한 필드
상황을 레슨으로 풀어보는 골프 레슨
프로그램 JTBC골프 <미녀삼총사>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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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ommunity

우리 가족, 행복 충전

동화기업 품질관리팀 이영제 기술주임 가족의 부여 여행
Family Trip of Lee YongJe to Buyeo

발길 닿는 곳마다 연꽃잎이 무성했다. 연못 위로 피어오른 초록빛을 눈에 가득 담으니 마음이 금세

연꽃 가득 초록빛 사이로
행복을 그리다

최고의 인공 연못 궁남지에서 추억을 떠올리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말이다.

환해졌다. 가족은 그렇게 자연을 벗 삼아 천천히 걸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에 자리한 당대
There were lotus flowers as far as the eye could see. The lush greenery made the
family feel at ease in no time. They strolled in a scenic setting, enjoying every
moment. The trip to Gungnamji Pond in Buyeo, the capital of the ancient Baekje
Kingdom, left Leeʼs family full of happy memories.

Drawing
Happiness
Among Lotus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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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10년, 그 시간 속 가족의 탄생

선후배에서 부부로 맺어진 인연

이영제 기술주임은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앞서 뛰어가는 아이들을 따라 부부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

가족 여행 신청을 결심한 건 그래서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 결혼한 지 8년째, 두 사람은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후

두 번째로 가족 여행 이벤트의 문을 두드린 그의 옆에는 아내

배 관계로 인연의 시작은 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지원 씨, 두 딸 소율과 아린 그리고 조카 준수가 함께했다. 이

“남편이 한 살 후배였어요. 누나, 동생 사이로 연락하며 지내다

영제 기술주임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만 봐도 그저 흐뭇하다

가 서른 살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근무하

는 눈빛이다.

는 직장 앞으로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날 남편 모습이 정

“동화에 입사한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결혼 전 입사해서 어느

말 멋있어 보여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그랬어요. 남편은 저에

새 두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3교대로 근무하는 터라 아이들과

게 여전히 멋있는 남자예요. 자상하고 듬직하죠. 제가 맏딸인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큰딸 생일이 이

데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남편이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

맘때라 겸사겸사 가족 여행을 계획했는데 궁남지는 처음 와보

고 있어요. 남편에겐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커요.”

는 곳이라 더 설레네요.”

옛 추억이 떠오르는지 아내의 두 볼이 연꽃 빛깔처럼 발그레

백제 무왕 35년에 조성된 궁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물들었다. 이영제 기술주임은 따스한 눈길로 마음을 대신한다.

궁원지(宮苑池)다.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을 만큼 사

그에게 지원 씨는 최고의 아내이다.

시사철 아름다운 곳으로, 연꽃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낼 때 풍

“아내가 한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하랴, 아이들 키우

광은 절정에 이른다. 가족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각양각색 연

랴, 집안일하랴 정말 바쁠 텐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걸

꽃들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은 궁남지를 한 바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하는

퀴 돌아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연꽃 잎사귀에 맺힌 커다란 물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해요.”

방울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와! 예쁘다!”라며 감탄하기를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이 서로를 향한 신뢰는 보다 단

여러 번. 햇빛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물방울같이 가족의

단해졌다. 두 사람을 꼭 닮은 소율·아린이가 부부 곁으로 와

행복도 마음 한편에 따스하게 빛난다.

손을 잡아달라며 조막만 한 손을 내민다.
01

소망과 꿈이 하나 되어
01 초록빛 가득한 궁남지 산책을 즐긴 이영제 기술주임 가족. 초여름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행복이
넘실거렸다 02 궁남지 곳곳에는 때 이른 더위로 활짝 핀 연꽃들이 가족을 반겼다 03 아빠와의
시간이 마냥 즐거운 소율이와 아린이

가족의 발길은 연꽃이 자라는 습지 사이를 지나 호수로 이어졌
다. 호수 위로 물을 내뿜는 분수가 시원함을 선사했다. “우리 저
기 정자 아래서 잠깐 쉬었다 갈까?” 아빠의 말에 아이들이 나무
다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뛰어가는 뒷모습에 까르르 웃음소리
가 맴돈다. 이영제 기술주임은 “두 딸 덕분에 집 안에 웃음이 끊
이질 않는다”며 가족 자랑을 이어갔다. 지원 씨는 지난 4월 결
혼기념으로 다녀왔던 부산 여행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냈다.

“3교대로 근무하는 터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큰딸 생일이 이맘때라 여행을 계획했는데 궁남지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더 설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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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ng family time with love

“남편이 결혼기념일 즈음 부산 여행을 계획했더라고요. 첫날은

W hen technician L ee Y ongJ e and his family

날씨가 정말 좋아서 부산 곳곳을 구경했는데, 둘째 날 거제도

arrived at Gungnamj i P ond, lotus flowers were

에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숙소에만 있어야 했어요. 아

about to start blooming. It has been ten years

무것도 하지 않고 숙소에만 있으니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이런

since L ee j oined Dongwha, and he is now the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소율이 학교 다니는 이야기도 더

father of two daughters. He always wanted to

자세히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에 대한 애

spend more time with family. His daughter᾽s

정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여행

birthday was a good excuse to organize a

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family trip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During

정자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자 행복이 밀려

their trip, L ee and his wife reminisced a lot

든다. 이영제 기술주임의 소망은 아내와 오붓하게 여행을 하

about their life together and talked about their

는 것이고, 지원 씨는 어느 풍경 좋은 시골에서 남편과 노후를

children᾽s future. T hrough this trip, they built

보내는 꿈을 꾼다. 함께라면 어디라도, 무엇을 해도 행복할 것

deeper trust in each other, and made a pledge

임을 아는 가족의 내일은 초록빛 연꽃잎처럼 언제나 싱그럽

to travel more as a family.

고 눈부실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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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PB1공장 윤병현 기술주임 가족
Family of Yun ByeongHyeon from Dongwha Enterprise

뚝딱뚝딱
아날로그 목공 체험
01, 02 윤병현 기술주임과 작은아들 지한이는
어두운 밤 실내를 은은하게 밝혀줄 무드등을 만들었다.

윤병현 기술주임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무동력 스피커와 무드등
만들기에 나섰다. 나무의 포근함을 품은 소리와 빛. 가족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워줄 예쁜 소품이 탄생했다.
Technician Yun ByeongHyeon and his family tried their
hand at making a non-motorized wooden speaker and
nightstand. The rustic ambience created by woodwork
wi add warms and co iness to the fami ’s home.
01
02

Discovering Analogue
Charm through
Carpentry Experience

분위기 갑! 무동력 스피커와 무드등
나무로 된 소재는 제품으로 만들어도 숨을 쉰다. 고유의 무늬와 색상, 포근한 질감이 만들어낸 매력은 시간이 지
날수록 깊어지는데, 은은한 향이 더해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공산품에 익숙한
아이들이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목공예 클래스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한때 목공에 빠져 간단한 가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곤 했어요. 화장대, 신발장, 서랍장 등을 디자인하고, 목재를
주문해 조립했죠.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뜯어서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곤 했
거든요. 큰아들인 준한이가 저를 닮아서 잘 만들 거예요.”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윤병현 기술주임과 달리 아내 허은성 씨는 “손재주가 없어 클래스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지 걱정”이란다. 가족은 둘씩 팀을 나누어 집 안의 빛과 소리를 책임질 무드등과 무동력 스피커를 만들 계획. 전기
소켓을 끼워야 하는 무드등은 윤병현 기술주임과 작은아들 지한이, 나무에 소리 지나는 길을 만들어 접합만 하면
되는 무동력 스피커는 엄마와 큰아들 준한이가 맡았다. 투박한 나무를 붙이고 표면을 연마하는 것에 아이들이 얼
마나 관심이 있을지 우려했지만, 준한이와 지한이의 집중력은 가히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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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의 비결은 가족만의 밥상 문화

사랑하는 두 아들!
준한, 지한에게

03

“준한이가 서너 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족 캠핑 경력은 10년이 훨씬 넘어요. 자연 속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다
니고 자유롭게 큰 소리로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부모도 아이도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남편이
쉬는 날이면 캠핑을 가곤 해요. 중학생이 돼서 말수가 줄어든 준한이도 아직까지는 잘 따르고 있고요.”
애교 많고 살가운 지한이와 달리 사춘기에 접어든 준한이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남들처럼 요란하게
사춘기를 치르지는 않을 것 같다.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잘해온 덕이라고. 윤병현 기술주임 부부는 하루
에 한 끼라도 식사는 꼭 가족이 함께 모여 먹으려고 노력한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게 가족의 암묵적인 원칙이다. 식탁은 단출하다.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특별한 게 없다. 학교
와 직장,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있었던 평범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는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아이들의
고민과 생각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읽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아이들의 꿈은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의 꿈은 요리사고 축구 선수죠. 한때는 군인이었고, 오늘 목공을 재
미있게 배우고 나면 목수가 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든 너무 힘든 길이 아니라
면 그 꿈을 지지해줄 준비가 돼 있고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무동력 스피커와 무드등이 완성됐다. 가족의 손끝에서 탄생했기에 보다
특별한 소품들이다. 이날 만든 무동력 스피커는 나무의 종류와 밀도, 집합 상태, 소리의 길 등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낸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가 개성이 된다. 삐딱해도 괜찮고 비뚤어져도 괜찮다. 그 실수가 곧 가족이 함께 만들어
낸 스토리가 되어줄 테니까.

01

02

01

01, 02 아내 허은성 씨와 큰아들
준한이는 서로 도와가며 무동력
스피커를 만들었다
03 윤병현 기술주임은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자란 비결로 ‘밥상머리
교육’을 꼽았다. 이 가족의 행복의
비결이기도 하다
04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써
내려갈 무동력 스피커와 무드등

“준한아, 지한아! 곧 큰 집으로 이사 가서
개인 방을 만들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그때가 되면 오늘 만든 스피커와 무드등을
켜놓고 파티도 하자.”

엄마가 언젠가 태아 앨범을 보여준
적 있지? 너희들을 만난 기적을
하루하루 기록한 그 앨범을 펴면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곤
한단다. 너희 둘 모두 엄마, 아빠가
기대했던 것만큼 밝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마워.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아빠 어렸을 때 모습이
딱 지금의 지한이랑 똑같았대. 엄청
장난꾸러기에 애교 많고 항상 잘
웃고. 준한이도 그랬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많이 의젓해진 것 같아.
맞벌이하느라 곁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해.
그래도 우리 착한 아들들 덕분에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가족이 되자.

A warm touch to home decor
T he family divided into two teams, with one team making a nightstand and the other making a wooden
speaker. Y un and his younger son, J iHan, were in charge of the nightstand, as this involves working with
electricity, while his wife and elder son, J unHan, made the speaker, which req uired simple assembly
skills. Counter to Y un’s initial concerns that his two sons would find working with wood boring, both
J unHan and J iHan were even more engrossed in the process than their parents. “ My sons change their
career aspirations on a daily basis. R ight now, they want to be a chef and a soccer player. Before, they
wanted to become military officers. I think that after today’s carpentry experience they might say they
want to become carpenters, because they had a lot of fun today. I am always ready to support my children’s
aspirations as long as it’s not a very difficult profession,” says Y un. In no time, the family finished their
nightstand and speaker, two very precious family items created firs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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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본능 아빠의 가족 사랑 이벤트
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대리와 아내 김은영 씨는 얼마 전 두 아들에게 각
자의 방을 선물했다. 첫째 권희와 둘째 환희는 두 살 터울의 형제. 한방에서
아옹다옹 지내던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어느덧 자기만의 공간을 원할 만큼
성장했다.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내부 리모델링으로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공사가 크더라고요. 그런 후에 자기 방을 직접 페인트칠했어요. 첫
째는 무채색으로, 둘째는 밝은색으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방이
완성됐죠. 한 3주는 걸린 것 같아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페인트칠을 하는 동안, 아빠는 아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
에 재미를 붙였고, 두 아들은 아빠의 개그에 조금은 지쳤단다.
“아빠가 요즘 들어 개그 욕심이 부쩍 늘어서 막 던지세요. 뭐 가끔 웃기기도
한데,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희의 말에 이상현 기술대리는 “너 자려고 누웠다가, 아빠 말이 생각나서 이
불 속에서 배꼽 빠지게 웃은 적 없어? 있을걸?”이라며 한마디 보탰다가 눈총
을 받는다. 하지만 이내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가족. 티격태격하면서도 따스
한 눈빛을 교환하는 이들을 보고 있으니 그날의 분위기가 쉬이 짐작된다.
손수 꾸민 자기만의 방에 두 아들의 만족도는 백점 만점. 아빠는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새삼 느꼈다. 오늘 네온사인 만들기도 아빠가 준비한
또 다른 이벤트다.

Shining Like
Neon Signs
동화기업 가공보드공장 이상현 기술대리 가족
Family of Lee SangHyun
from Dongwha Enterprise

네온사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힘을 더욱

다른 꿈, 같은 마음

단단하게 하는 것은 가족과의 추억임을 알기에, 이상현 기술대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침착한 성격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권희의 오랜 꿈은 변호사다. 중학생이 된

네온사인을 만들며 반짝이는 추억을 하나 더 새겼다.

이후에도 꿈은 변함이 없다.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다.

Every parent wishes only the best for his or her children. Memories created
together with the loved ones make families stronger. Lee SangHyun and
his family made special memories by making neon signs firsthand.

형과는 달리 땀 흘리며 뛰어야 기분이 좋다는 환희는 요즘 축구에 푹 빠져 있
다. 덕분에 엄마의 아침은 더 바빠졌다.
“방과후학교 축구 수업이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해요. 부지런해져서 좋긴
한데 아침에도 축구, 점심에도 축구를 한대요. 학교를 다니는 건지, 축구를 하
러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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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는 지난해 월드컵 경기를 본 이후부터 축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지

사랑하는 두 아들아,

금은 그 매력에 제대로 반한 상태. 오늘 만들어 방에 걸어둘 네온사인 밑그림
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인 ‘네이마르(Neymar)’로 선택했다.

아빠는 너희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단다. 권희와 헌책방
거리를 돌며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 환희와 함께
공을 차며 축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빠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 너희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힘든
일도 겪게 돼. 그때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이 불빛처럼
서로의 빛이 되어주길 바란다.
아빠와 엄마도 너희에게
그런 빛이 되어줄게. 사랑한다.

각자의 방문을 장식할 네온사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아이들. 환희는 요즘
중학생이 된 형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래
도 형이 네온사인을 만드는 모습에 눈을 못 떼는, 여전히 ‘형아 바라기’이다.
형 권희 역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동생이 제대로 잘 만들고 있는지 살
뜰히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첫째 형아’다. “다 만들고 나니까 뿌듯해요”라
며 웃는 동생을 대견한 듯 바라보는 형의 표정에서 진한 형제애가 묻어났다.

하루 더 추억 부자가 된 가족
부부는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한다. 공부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

01
01, 02 아빠와 엄마의 도움으로 네온사인을 완성해가는 아이들의 손길이 바쁘다
03 ‘아재 개그’로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만큼은 무한대
04 각자의 개성이 담긴 네온사인

으면 할 뿐이다. 그래서 부부는 두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Recharging happy energy

만들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By making neon signs, L ee and his family made

“최대한 많은 것을 같이하려고 해요.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의 내면을 건강하

special memories together. T here is only one wish

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마주

that L ee and his wife have for their sons, one of

보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지금

whom is an avid reader and the other a big fan of

껏 ‘내조의 여왕님’인 아내에게 많이 미뤄왔는데, 애들이 더 바빠지기 전에 같

soccer. T hey hope that their boys will find their

이 놀아달라고 해야죠.”

calling that makes them truly happy, and that the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그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각자의 몫. 하

family’s time together will help them grow up into

루만큼의 추억을 더 쌓은 가족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밝힐 에너지를

happy individuals.

얻지 않았을까. 오늘 만든 네온사인처럼 말이다.

01

04

02

88

03

89

강의 스킬 클리닉으로
강의력 업그레이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내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이 진행됐다. 사내
강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효과적인 강의 준비 과정, 모의 강의 테스트
등을 통해 강사로서의 자신을 점검하고 레벨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c in a and une two trainin sessions were provided to
nurture in house instructors. he trainees earned what ind of
mindset an in house instructor must have and how to prepare
for ectures efficient .

동화기업 원재료2팀 조광환 대리
o wan wan aw
on wha nterprise

ateria s

eam

목표 : 강의 울렁증 극복 & 명확한 의사 전달
Goal : O vercome speech anxiety and
deliver clear information
사내 강사로서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긴장되는데요.
강의 구성, 시선 처리, 발성 등 강의 스킬을

동화의 딥 이노베이션을 위한 준비
reparation for on wha’s eep nnovation

DONGWHA
RUN &
LEARN

사내 강사 양성 교육 과정

배우면서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9 동화 패치 업데이트
기업이 밀도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동시에 이뤄
져야 한다. 조직의 효율성은 구성원인 사람에게 달려 있는 법, 인재 육성은 다

동화기업 조직개발팀 이명재 차장

시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동화그룹은 해마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Lee MyungJae, Organization
eve opment eam
on wha nterprise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내 강사 양성 교육 과정
은 생산, 영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동화인들이 그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강의 교안 기획, 강의 스킬 향상 등 사내 강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Learning 1

목표 :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
Goal : Improve my presentation skills
앞으로 주재원과 주재원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라 이번 교육에 더욱

두 그룹으로 나뉘어 열린 올해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동화그룹 내 신규 사내

집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능력자들의

강사 및 후보군 40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사내 강사의

동영상을 보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역할과 마인드셋을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한 교육은 사내 강의를 위해 준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분석해야 할 요소,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으로 이어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앤드미그룹 박상훈 대표는 교육 참가자들
이 대중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과정을 발표 위주 강의
로 구성해 진행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하나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모든 교육생이 피드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피드백 요령은
장점은 짧게, 단점은 길고 자세하게.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강화하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다.

시범 강의를 통한 개별 클리닉

동화기업 교육팀 조윤진 대리
ho un in ducation eam
on wha nterprise
목표 : 대중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Goal : Improve my public speech skills
시범 강의 후 동료들의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피드백을 토대로

최근 기업에서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습자로부터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도

강사로서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출해내는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강사의 퍼실리테이션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제 강의의 단점을 고치고

(Facilitation)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퍼실리테이션이란 팀의 목표

장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을 위해 충분히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이자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스킬이다. 동화그룹 역시 워크숍 형
태의 교육이 늘었다. 사내 강사의 강의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교안 작성법을 마스터한 교육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은 흡입력 있는 강의 진
행을 위한 스킬을 익히는 교육이 준비됐다. 주목도를 높이는 도입부와 강의
중 시선 처리, 발성, 화법, 제스처, 표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이어진 강의 스킬 클리닉에서는 이틀 동안의 교육 내용을 토
대로 강의안을 작성해 시범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끼리 강의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며 강단에 선 자
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차근차근 역량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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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합성 기술연구부문 윤유선 부장
oon ou un echnica esearch
epartment ae an
hemica
목표 : 윤유선이 강사라 좋았다는 피드백 받기
Goal : T o receive feedback that
I am a good instructor
강의 주제가 딱딱하면 강의 자체도 재미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 제 마인드와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진 사내 강사들. 이들을 통해 전수될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동화의 혁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방식을

문화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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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시설지원팀 김재현 사원
Kim JaeHyeon, Plant Support Team
Daesung Wood

2019 Dongwha patch update

them to keep their positive feedback concise, but elaborate on the

To achieve tangible growth, corporations must ensure both external

shortcomings so that the presenters can improve their drawbacks.

and internal growth. The efficiency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Dongwha’s in-house
instructor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solidifying Dongwha’s
innovative culture.

its people, and personnel training becomes a growth engine for the

Individual approach

organization. The larger the organization, the more important it is

Corporations these days prefer to train their staff through workshops

to update work processes and professional techniques that have only

where employees can come up with ideas and produce results

existed implicitly so far by producing work guidelines and sharing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Such workshops require outstanding

them. Dongwha Group provides diverse training programs to

facilitation skills on the part of instructors. Facilitation refers to

employees every year to help them perfect their skills.

helping a group of people discuss their ideas and reach conclusions in

The latest training session for in-house instructors taught the

a smooth way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s. It is an essential skill for

trainees how to efficiently share their expertise in the areas of

every instructor. Dongwha Group is also holding many workshops

manufacturing and business development with their co-workers.

for employees recently. The way in-house instructors are trained also

They learned how to plan their lectures and improve their teaching

needs change.

skills.

After mastering how to draft lecture plans on the first day of

The trainees were divided into two teams. They consisted of some 40

training, the trainees learned how to give immersive lectures. This

newly appointed and aspiring in-house instructors. Over two days

included such aspects as writing engaging introductions, voice

they learned about their roles and what they must prepare and analyze

training, posture, word choice, and gestures. The trainees also drafted

for their lectures, including how to make presentation slides. The

their own lecture plans based on what they had learned over two days

lecturer, AndMe Group CEO Park SangHoon, focused on helping the

and gave simulation lectures. They videotaped their lectures and

trainees improve their presentation skills so that they feel comfortable

posted them in the group chat. This helped them evaluate themselves

when speaking in public. He even opened a Kakao Talk group chat for

in the most objective way. Dongwha's in-house instructors will play a

the trainees to post their feedback after each presentation. He asked

crucial role in solidifying Dongwha's innovative culture.

목표 : 흥미로운 강의를 하는 사내 강사 되기
Goal : To become a fun instructor
연세가 지긋하신 외주 업체 분들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짚어주는
방향으로 강의해야겠습니다.

동화기업 디자인팀 김태영 과장
Kim TaeYoung, Design Team
Dongwha Enterprise
목표 : 강의 자료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스피치는 설득력 있게
Goal : Concise and impactful
lectures & persuasive speech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강의 자료가 두서 없거나 핵심을 놓칠 때가
있었는데요. 정보를 시각화해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화기업 국내회계세무팀 이종규 사원
Lee JongGyu, Domestic Accounting/
Tax Team, Dongwha Enterprise
목표 : 임팩트 있는 시각 자료와 제스처로
설명봇 탈출
Goal : Impactful visual effects and
attractive gestures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 어떻게 해야
한정된 시간 내에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군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엠파크 사업기획팀 이재욱 사원
Lee JaeWook, Business Planning
Team, M PARK
목표 : 감동 주는 강사 되기
Goal : To become an impressive instructor
엠파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하는 강의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고민이었는데 자료를 준비해
배포하거나 특정 위치에 비치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솔루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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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닝·이러닝 우수 수강자 Top Learners on Book Learning & E-Learning

동화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영, 리더십, 인문 교양, 어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러닝, 북러닝

스마트 동화인이 공부하는 법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하며 자기 계발에 매진한 다섯 명의 동화인!
2019년 상반기 각 분야 최다 수강자들이 그동안 유익하게 공부한 강좌를 추천했다.
Dongwha provides diverse book learning and e-learning courses to employees to help them hone their
work and leadership skills, acquire knowledge, and master foreign languages. Dongwha’s five most
prolific learners recommend the following courses for self-development and professional growth.

DONGWHA
RUN &
LEARN

책 속에 담긴 넓은 세상

북러닝

1위

동화기업 성과관리팀
이봉건 사원
Lee BongGun, BSC Team
Dongwha Enterprise

Learning 2

동화기업 설비기획팀
안석규 과장
An SukKyu, Equipment Planning Team
Dongwha Enterprise

업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
Opportunity to acquire a new perspective on work

전문성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Time to boost professionalism and prepare for the future

Q. 북러닝 과정을 꾸준히 수강하는 나만의 방

Q. 평소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시나요?

Q. 주로 어떤 강좌를 선택하시나요?

Q. 북러닝 과정을 꾸준히 수강하는 이유는?

법이 있나요?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와 관련된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도서를 선

설비기획팀에서 일하며 ‘설비’와 ‘기획’이라는 두

북러닝은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책을 찾아보곤 해요. 또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택하는 편인데요. 앞으로 익숙하지 않은 업무나

가지 성격의 업무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수

수 있는 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역할이 주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전문

만큼 책을 통해 풍부한 지식과 간접경험을 쌓는

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있는데요.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
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Q.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북러닝 강의는?

최근에는 경제 경영 분야의 과정을 선택해 관련

주차별 퀴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 앱

‘2019년 트렌드’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ICT, 라이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을 통해 짬짬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프, 모바일 트렌드 중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2019 상반기 동화인이 선택한
북러닝(알파코) 베스트 강좌는?
1위

Q.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북러닝 강의는?

2019 트렌드 코리아X라이프 트렌드

작년에 수강했던 ‘도쿄대와 하버드 경영 수업’을

2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신이 알고 싶은 베트남

Q. 북러닝 과정을 통해 접한 책을 읽으며 어떤

추천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을 주제로 경영자의

경제 이해의 99%, 금리와 환율

Q. 북러닝 과정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

이야기’ 과정을 통해서는 VRG 동화가 위치한 베

점이 도움이 됐나요?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동 3위

움이 됐나요?

트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책 속의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습득하면서 사

2019 트렌드 코리아X 모바일 트렌드

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 주제를 조금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트렌드나 평소 생소하게 느

Q. Which book learning course
would you recommend?

Q. Which book learning course
would you recommend?

라도 알고 있으면 대화의 의미와 맥락을 보다 쉽

I want to recommend “Business Management

껴지는 주제도 틈틈이 신청해 책을 읽는 편인데

I recommend the “2019 Trends” series. You

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또 집에서 틈틈이 책을

Classes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and

요. 업무 아이템을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can choose among such subjects as ICT,

읽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와서

Harvard.” It’s a course that helps develop the

위해 고민할 때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lifestyle and mobile trends.

책을 읽곤 합니다.

ability to think from a CEO’s perspective.

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폭넓은 주제로 대

엑셀을 비롯한 직무 스킬 과정은 직접 작성한 파
일을 과제로 제출하는 등 실습을 할 수 있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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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Book
Learning

디자인 씽킹이 업무력이다!

*독서 통신 사이트
알파코(dongwha.alpaco.co.kr)에
접속해 ID(D사번), PW(사번)로
로그인 후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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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1위

이러닝

동화기업 보드연구팀
정보라 대리
Jeong BoRa
Board Research Team
Dongwha Enterprise

E-Learning

Q. 주로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나요?
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나 음악을 듣곤 했는데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20~30분간 강의를
듣는 셈이죠. 영상을 볼 순 없지만 영어가 얼마나 들

공동

공동

2위

2위

동화기업 건장재3팀
오영화 과장
Oh YoungHwa
Sales 3 Team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건장재3팀
강남규 과장
Kang NamGyu
Sales 3 Team
Dongwha Enterprise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동화 이러닝 과정
Improving my understanding
through e-learning

배우고 성장하는
보람찬 시간
Valuable time for learning
and self-growth

Q. 이러닝 과정을 꾸준히 수강한 계기는?

Q. 일어, 엑셀 등 다양한 분야를 수강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좋았나요?

리는지, 얼마만큼 따라 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20~30분이 짧다고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2009년 입사 후 영업 업무를 맡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

엑셀은 업무에 밀접하게 활용되는 툴인데요. 엑셀 강좌 수강으로 업무 효율성을

Q. 이러닝 과정에서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가요?

야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 주제의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요즘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

저는 현재 영어 회화 앱 ‘튜터링’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강좌를 들으며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 이들과 소통하고

러닝에 일어 강좌가 개설돼 있더군요.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손쉽게 공부할

이러닝을 통해 새로운 문장을 습득하면 튜터링에서 해

협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사용하곤 합니다. 새로운 문장

Q. 강의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된 점이 있나요?

Q.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러닝 강의는?

의 경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소소하게는 엑셀 활용부터 거래처 채권 관리 같은 전문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에게 ‘야나두 영작문(1), (2)’를 추천합니다. 6가지 문장

연습하는 편이에요.

적인 분야까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칙과 30가지 패턴을 통해 영작문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 문장으로 말을 해보려 노력합니다. 또 해외 업체와

채권 교육의 경우 거래처 미수 채권 회수 업무와 연결

Q.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러닝 영어 강의는?

돼 무척 유익했습니다.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I recommend

다양한 테마로 공부할 수 있는 ‘스낵영어’ 강좌들을 추

자투리 시간을
영어 공부로 알차게
Learning English in my free time

Q. Which lecture would you recommend?

천해요. 각 강좌의 영상 길이가 10분 정도인데요. 시간

Q. 이러닝 과정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Yanadoo: English Writing 1 and 2. It helps improve your English writing

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출퇴근길에 부담 없이 듣기 좋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skills by mastering six sentence structures and 30 patterns.

습니다. 여러분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한번 도전해보

요가, 필라테스, 수영, 탁구 등 스포츠 분야의 강좌가 확

세요!

대돼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 상반기 동화인이 선택한 이러닝(휴넷) 베스트 강좌는?

2019년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1년 동안 영어를 매일

Q. Which e-learning course would you
recommend?

Q. What would you like to improve in
e-learning?

듣자’고 다짐했어요. 일상에서 영어를 자주 쓰지 않으

I recommend “Snack English.” It helps to master

There is a saying, “Healthy mind, healthy body.”

면 그만큼 실력이 줄어들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English through diverse subjects. Each lecture

I wish e-learning programs also included sports

영어를 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회사 이러닝 영어

consists of a 10-minute video, which is ideal for

classes such as yoga, pilates, swimming and ping

강좌를 바로 신청했습니다.

studying while commuting.

pong.

Q.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한 계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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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야나두 기초 영어 1탄 - 어순 감각·느낌 전달
2위 시원스쿨 왕초보 탈출 1탄(확장편)
3위 시원스쿨 기초 영어 말하기(NEW)
*사이버연수원 휴넷(dongwha.hunet.co.kr)에 접속해
ID(D사번), PW(사번)로 로그인 후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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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Event

<그린동화>는
동화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e Part of “Green Dongwha”

1
자녀와 함께 <패밀리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다면?
How to take part in family classes with your children
사보 <그린동화>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즐
거운 클래스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학습 경험을 선사하고 아이의 예쁜 모습도 사
진으로 남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 체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메일을 보
내주세요.
Don,t miss this opportunity for your children to
gain new experience and take their pictures. If you
and your children would like to take part in any of
the programs, email us now!
사연 예시) “아들과 함께 스케이트 보드를 배우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요”

2
<동화인 수제자>와 <우리 가족, 행복 충전>, 이렇게 신청하세요!
Apply for learning programs and family trip events!
사보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기다립니다.
체험 이벤트, 가족 여행 등 참여형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으니 <그린동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reen Dongwha” always welcomes
its readers’ participation,
encouragement and advice.
We have prepared many stories

<동화인 수제자>의 원데이 클래스와 <우리 가족, 행
복 충전>의 방방곡곡 가족 여행 기회는 모든 동화인
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번쯤 배우고 싶은 수업
이나 만나고 싶은 명사가 있다면, 혹은 가족과 함께
꼭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사연을 보
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If you would like to learn a special skill, meet
someone famous or visit a special place with your
family, apply now!

about hands-on programs and
family trips. We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신청 방법 : 아래 이메일로 신청 사연을 적어 소속,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신청하
문의 : 동화기업 인사홍보실 커뮤니케이션팀 이정철 대리
Tel : !"#"$""#!%&'
E-mail : ()*+,-./01234-5
*사보 문의 사항은 사보지기 이정철 대리에게 연락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Lee JungChul.

는 경우 가족인 동화그룹 직원의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신청 기간 : 8월 17일까지 이메일 : LJC@dongwha.com
How to apply : Send your application to the email address below. Please include your name, place of work and
contact number. If you are a spouse, parent or child of a Dongwha employee, please include the latter’s name.
Period : Through August 17 Email : LJC@dongwh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