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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목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VRG동화에 이어 하노이에 준공한 동화베트남도
생산, 판매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Expanding
Dongwha’s
Global Reach

Dongwha Vietnam has
successfully built its
manufacturing and
marketing bases in Hanoi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VRG Dongwha, which is
growing fast in Vietnam’s
lumb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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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사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조차 기회가 된다는 전화

우리는 74년의 역사를 거치며 이미 독보적인 연구 기술

스마트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국내에 안착시킨 영업, 물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위복의 신념을 되새기며 올해의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전

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이 만연한 현시대에는

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베트남에 확대 적용할 것이며

움츠렸던 일상이 올해는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며, 모든

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짐작할 수 없으며, 현재 차지한 강자의

이는 해외 사업장 확장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자리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불어 국내는 물류 창고 자동화의 범위를 보드에서 건장

임직원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첫째, 25년 전 해외 시장에 첫발을 디딘 동화가 이제 글

도 지난 한 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한 임직원 여러분의

로벌 무대를 더욱 확장하며 더 큰 도약의 역사를 준비하

올해는 동화의 중앙연구소가 구축되는 원년입니다. 연구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 사업 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

시설과 장비, 인력이 한곳으로 통합되어 최신의 R&D 인

로 리딩 기업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시다.

프라가 마련될 것이고 연구 조직 간 시너지도 최상의 수

작년 말 오픈한 인재 관리 시스템 워크데이를 전 임직원

준에 이를 것입니다.

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인재들에게 성장의 기회

지난해 동화는 사회 전반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예고 없

재로 확장하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
해, 고객에게 동화만의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를 제공하고, 탁월한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기업 문화를

이 들이닥친 위기를 의연하게 이겨내면서 지속가능경영

집약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에 최고

을 위한 준비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품질의 제품을 선보임은 물론이고, 시장과 고객의 변화

미래 성장 동력의 산실인 동화중앙연구소에서 보드와 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유례없는 공장 봉쇄 사태를

를 민첩하게 읽어내는 통찰력을 발휘해 아시아 마켓 리

장재 사업 영역에서 이루어 온 한발 앞선 기술 개발과 시

직면했음에도 능동적인 대처로 곧 안정을 되찾았으며,

더의 위용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

장 선도의 역사를 앞으로도 지속 이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초래한 화학 원가 및 물류비의 상

지 않고 베트남 남북에 각각 생산 라인을 추가함으로써

승에도 경영 리스크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현지 시장 석권의 시계추를 더욱 앞당길 계획입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동화는 동종 업계 내 디지털 혁신의
성공 사례로 회자될 것이며, 혁신을 바탕으로 한 독보적

또한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연구 역량과 기술력에 창

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의와 혁신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담
대한 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5년 기준 210조 원까지 그 규

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

모가 커집니다. 헝가리 전해액 공장의 준공에 이어 탁월

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또 하나의 ‘동화’를 성

한 사업 운영 역량을 빠르게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셋째, 디지털 전환의 적용 범위를 글로벌 사업장으로 넓

합니다. 2022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

공적으로 준공했고, 이차전지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인

검토 중인 미국 시장 등 추가 진출이 가능한 유망 지역을

히고 이미 구축한 혁신 모델의 활용과 성과 창출에 집중

이 여전히 상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

헝가리에서는 우리의 네 번째 전해액 공장이 본격 가동

지속해서 살피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전 세계 이차전지

하여 남들보다 앞서 출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황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심을 다한다

을 위한 채비 중입니다. 인천 북성동에는 연구 혁신을 진

시장 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견실한 경영 성과와 초격차 역량의 결실로 이어져야 합

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한계는 없을 것이며, 독보적인 초

니다.

강자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두지휘할 중앙연구소 건설이 한창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최고의 성과로 향하는 최적의 길을 제시

한편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이를 위해 올해도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자세로 함께 전

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인 자산은 다름 아닌 ‘글로벌 인재’입니다. 사고의 경계를

동화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발 빠르게 디지털 혁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내외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하고, 안전지대를 과감히 박차고

신의 청사진을 그렸고 우리에게 최적화된 최신의 기술을

경제학자들은 3%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예견하며

나와 낯선 환경으로의 도전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끝으로 코로나19의 맹렬한 기세가 주춤하는 그날까지 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지만, 결

를 위해 회사는 원대한 꿈을 품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직

등 분야별로 접목했습니다.

인과 사업장 모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길 바라며, 동화

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G2 갈등에 의한 국제 정세 불안,

원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

공급망 병목의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등 예측

원하겠습니다.

게 합니다.

진합시다.

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작년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한 아산 MDF 공장과 PB 공
장은 생산 현장의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둘째,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기술력은 기업의 생존 전략

경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걸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위기 변수들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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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동화는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에 초점을 두

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

음 더 나아가 베트남에 위치한 모든 생산 기지를 스마트

그러나 그 어떠한 예상조차 빗나가는 급격한 변화의 시

의와 상상이 더해진 R&D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팩토리로 순차 전환함으로써 선진화된 공장 운영의 기반

대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경쟁력을 창조해나갑시다.

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3일
동화그룹 회장

승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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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Year 2022 New Year’s Greetings

Secondly,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piercing through
the flow within the market is the corporation’s survival
strategy and the originating power for the future growth.
Based on the R&D competency backed up by creativity
and imagination, let’s create a brand-new future
competitiveness.

transformation management at the production scene. This year, taking one
more step forward, we will transform all the production facilities located
in Vietnam to a Smart Factory one by one. In doing so, we must solidify the
base for the advanced factory operations.

Dear and beloved Dongwha family,

However, someone will open up doors to new possibilities, even in an era

The New Year 2022 has come. With hopes that our difficult daily lives due

of unpredictable, drastic changes. Putting faith in the saying of “blessings

to the impact of COVID-19 would be over very soon in the new year, I wish

in a disguise,” which points out that for those who are immensely prepared,

every member of the company a life filled with happiness and good health,

every crisis is a great opportunity, here comes the three important messages

Running through our 74-year history, we have already secured our own

consistently being used in Korea) to Vietnam; this will serve as a stepping

both at home and at work. Furthermore, I hereby present my deepest

for this coming year.

unique research technology. However, in this current era filled with

stone for expanding our business operations abroad. Also, within Korea, we

uncertainties, nobody can see through the future nor guarantee to keep the

must provide to clients the distinctive values that only Dongwha can offer

winner’s throne that he/she is currently sitting on.

by enlarging the range of the warehouse automation from the boards to the

This year would be the first year to have Dongwha’s R&D center

building materials and enhancing the data-based work processes.

appreciation for all your hard work last year to have achieved the highest
level of achievement in the company history, even in the endless chaos that
we have been in.
Last year at Dongwha, it had been the busiest year ever – to have resolutely
overcome the uncertainties that shadowed the entire society and the
crisis that came upon us all without any warnings whatsoever and to have

First of all, Dongwha is now expanding globally and
preparing to create history by taking an even bigger step
after taking its first step in the global market 25 years
ago. Based on the irreplaceable business competency
and leadership, let’s, without any hesitation, show off the
true worth of a leading corporation.

In the area of Smart Business, we will proceed to apply the same, best
practice of making sales and handling logistics (the methods already

constructed. Having the research facility,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all gathered in one place, the most up-to-date R&D infrastructure will

All members of the company should actively utilize Workday, a human

be ready and there will be the best kind of harmony achieved among the

capital management system made available at the end of last year, in order

research organizations.

to provide highflyers with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create a company
culture that achieves excellent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epared for the sustainability of our business.
With the intensive skill sets and know-hows, we not only must present the

At Dongwha R&D center, a birthplace of the originating power for the

Through these work performances, Dongwha will be remembered as a

Even when faced with an unprecedented events where the factories were

products of highest quality possible to the Vietnamese market, but also

future growth, we, moving forward, must continue to make the history

successful case of the digital innovation within the industry. Continuously,

to be closed down in Malaysia and Vietnam, we actively coped with the

should firmly engrave our greatness as the leader in the Asian market by

of developing technologies one step ahead and displaying the leadership

we will strive to achieve a one-of-a-kind business results based upon the idea

situation and soon found ourselves in a stable state. We tried our very best

having an insight that is able to quickly catch any changes happening to the

in the market, all achieved in the business domain of boards and building

of innovation.

to minimize any risks related to the business operations, despite the increase

clients as well as in the market. We won’t stop here, but rather, will continue

materials. Furthermore, we must prepare a stepping stone for taking a

in the costs of chemicals and logistics due to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to aim for dominating the local market by adding more production lines to

bold challenge and a big step towards new business domains by adding on

Dear and beloved Dongwha family,

the southern and northern Vietnamese regions.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our research competency and technological

A solid goal shows the optimum way towards achieving the best results.

capability secured from the existing business operation.

Year 2022 will remain to be a year of longing for the economic recovery

Not only that, Dongwha, with its pro-active investments, has put focus not
only on the present, but on future values and has not stopped nor slowed

By 2025, the global battery market would have its scale up to 210 trillion

down moving towards future growth. It has been 10 years since we branched

KRW.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the electrolyte factory in Hungary,

out in Vietnam and we have successfully created another “Dongwha.”

we must quickly bring our excellent business operating competency to

In Hungary, a place of strategic importance for the rechargeable battery

the light. As well, we must absolutely secure our competitiveness within

market, our fourth electrolyte factory is currently preparing for its full

the world’s rechargeable battery market by continuing to monitor any

operations. In Bukseong-dong, Incheon, we are in the middle of building a

additional favorable areas where we can bring ourselves into (including the

R&D center that will lead the way in research innovation.

U.S. market, which is already being considered) and by getting a head start

Dear and beloved Dongwha family,

in the market.

Thirdly, we must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to the places of business globally
and concentrate on using the constructed innovative
model and drawing out the work result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at left others behind should lead to a
solid business results and leave a massive gap between
us and the others in terms of competencies.

and feeling the uncertainties. However, if we boldly put all of our heart
towards achieving our goals under any circumstances, we will no longer
have any limits and be able to stand firmly on our two feet as a unique,
strengthened individual. For such, we will march through the year with the
notwithstanding, no-surrender attitude.
Lastly, until the day COVID-19 will come to lose its aggressiveness, I once
again wish for all of the Dongwha family to stay well and healthy while
paying special attention individually and at workplaces.

Despite the recently discovered COVID-19 variants, many economists in

On a separate note, the most important, crucial asset to dominate the world’s

Encountering the big digital transformation era, Dongwha swiftly drew

Korea and abroad predict a three percent or more of the economy growth

market is nothing other than “the global talent.” While expanding your

the blueprint of the digital innovation and integrated the most up-to-

Happy New Year.

rate and forecast a complete recovery towards what we had before the

boundaries of thoughts from within Korea to abroad, one should bravely

date, optimized technology to each area, such as the Smart Factory, Smart

Thank you.

pandemic; however, we cannot just be a plain optimist here. Unpredictable,

come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must not be afraid of new challenges

Business, Smart Workplace.

menacing events, such as the unstable international situation caused by the

in unfamiliar environments. For such purposes, our company will do its

The MDF Factory in Asan and PB Factory, having gone through a

G2 conflict, the long-term bottlenecks in the supply chain, the rising global

very best and support any staff members who embrace big dreams and

facelift process to a Smart Factory in the year prior, must, without a

inflation, etc., are still nerve-racking for us.

courageously take steps forward so that they can grow into a highflyer.

question, result in a specific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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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 2022
Dongwha Group Chairman

Seung My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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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LEADING TOPIC ➊

2022년 동화그룹 시무식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글로벌 동화의 비상

불확실성과 위기를 이겨내며 2021년 동화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2022년 시무식에서 동화 임직원은 글로벌 무대를 더욱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의 항해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Dongwha posted record-high earnings in 2021 even in the
face of uncertainty and unprecedented challenges. At the
2022 New Year ceremony we made a pledge to further expand
our global presence and reach new heights.

세계 곳곳의 동화인에게 박수를
2022년 동화그룹 시무식이 지난 1월 3일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올해
시무식 역시 승명호 회장과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팀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동화 구성원 모두가 힘

2022
New Year
Ceremony

찬 결의를 다지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시무식 첫 순서로 2022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신년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의 배경
음악은 ‘버터플라이’로, 2012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
워가는 기업’이라는 동화의 신(新) 비전 선포식에 사용했던 곡이다. 10년 전 동화
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함께 불렀던 이 곡을,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세계 곳
곳에서 빛을 내고 있는 모든 동화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전달했다. 더불어 그동

안 척박한 황무지에서 새롭게 시도했던 모든 도전을 기반으로 2022년 동화가 새
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Well done, Dongwha!

The 2022 New Year ceremony took place on January 3 with Chairman
Seung MyungHo and some of the executives in attendance due to
COVID-19. It was broadcast live on Teams and was watched by the entire
Dongwha family. The ceremony began with the screening of a video about
our hopes for 2022. The background song, “Butterfly,” was featured in
the announcement of Dongwha’s new vision – valuing people and building happiness with our customers – in 2012 when we set new goals and
sang this song together. This year it sent a message of encouragement to

all Dongwha members based in various parts of the globe and doing their
best to overcome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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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avering determination to strive for the best in 2022

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Seung MyungHo said even in the rapidly changing
times, there are people who continue to open up new horizons, and those who are prepared can turn a crisis into opportunity. He stressed that with unwavering determination to
achieve our goals, we can overcome any hurdles under any circumstances. It has been
25 years since Dongwha established a presence overseas. Our expertise and technological prowess of the past 74 years always helped us overcome challenges and as a
result our 2021 performance was the best ever. We are determined to continue our great

journey by creating irreplaceable values this year as well.

74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2년에도 계속되는 글로벌 동화의 끝없는 도전

불요불굴의 자세로 도전하는 한 해
이날 승명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도 누군가는 새
로운 지평을 연다”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조차 기회가 된
다는 전화위복의 신념을 되새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
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심을 다하면 더 이상의 한계는 없을
것”이라며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자세로 전진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

Opening
Up New
Horizons

했다. 불요불굴이란 흔들리지도 굽혀지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
운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말한다.
동화는 25년 전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74년의 기술력과 개척 정신
의 저력으로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
기에 이르렀다. 올 한 해도 동화인 모두가 대체 불가의 가치를 선사하는 기

업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한 2022년 시무식. 동화의 원대한 항해가
계속될 임인년의 문이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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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LEADING TOPIC ➋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의 목표와
방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 12월
열린광장. 새로운 꿈을 향한 동화의
여정이 또다시 힘차게 시작됐다.
Dongwha’s business strategies and
earnings targets set for 2022 were
announced at the December Agora
as we prepare to set off on another
record-breaking journey.

Stunning performance in the face of the inevitable

The year 2021 presented everyone with unprecedented challenges because of the global pandemic. But we managed to produce stunning results thanks to the hard work of our executives and
employees in Korea and abroad. Despite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our board
and building material business divisions achieved stellar results through quick decisions and
bold moves. When manufacturing at VRG Dongwha was disrupted due to limited access to the
factory, its workers chose to stay inside the factory day and night to keep it running. Despite the
growing uncertainty, Dongwha Vietnam successfully completed its construction project.
Dongwha Malaysia, which was faced with hardships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because of travel
bans, also managed to overcome difficulties. Dongwha Australia, for its part, delivered the best
performance ever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And in Hungary, a project is underway to establish our presence in the European battery market. At the Agora held on December 17, Dongwha
members took the time to review the 2021 business results and share new targets.

2022년 경영 전략ㆍ목표 공유

원대한 도전을 이어갈
동화의 로드맵
불가항력 속에서도 이룬 눈부신 성과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은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국내외 임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빛을 발한 한 해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드와 건장재사업부는 빠른 의사 결정과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VRG동화는 공장 출입이 통제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자 직원들이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업무에 몰입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에서도 동화베트남은 건설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동화말레이시아도 이동 금지 조치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고, 동
화호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헝가리에서는 유럽 배터리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17일에 진행된 열린광장은 이러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2년 동화의 새로운 목표와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승명호 회장과 총괄 임원, 그리고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팀

장이 여의도 원창홀에 모인 가운데 해외 주재원과 국내 사무직 직원들이 팀즈에 접속해 실시간으
로 함께했다. 열린광장 1부는 2021년 동화의 크고 작은 성과를 돌아보는 ‘동화 굿 뉴스’ 시청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신규 승진 임원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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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usiness
strategies and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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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목표 달성을 위한 모두의 다짐
열린광장 2부에서는 각 사업부의 총괄 임원이 2022년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했다.

2022년 사업 부문별 경영 전략

발표하는 임원과 경청하는 임직원 모두 새해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

2022 business targets by BU

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승명호 회장은 “2021년 동화기업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하고 각 사업장의 성과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더불어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중앙연구소에 대해 “앞으로의 부가가치는
기술에서 나와야 한다”며 “아직 연구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일하기 좋은 공간
을 만들어 우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동화인들의 도전은 언제나 멈추지 않았다. 2022년 더욱 힘찬 에너
지로 달려나갈 동화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본다.
Our determination to achieve 2022 goals

The event was attended by Chairman Seung MyungHo, other executives,

동화그룹 2022년 재무 목표
Dongwha Group’s 2022 financial targets

소재사업

and employees from the Yeouido headquarters. Part one began with a vid-

김홍진 사장

화학사업

이시준 사장

eo about Dongwha’s big and small achievements in 2021. In part two, the

매출

영업이익

heads of Dongwha’s business units announced 2022 business targets.

1조 6,487억

1,357억

보드사업부는 혁신적인 원가 절감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상쇄하

태양합성은 2024년 1,000억 원, 2025년 1,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

*단위: 원

고, 품질 및 공급 안정 등 신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에 힘쓸 계획이

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페놀폼과 같은 신규 제품을 지속적

다. 건장재사업부의 경우 신제품을 개발·론칭해 시장을 견인하면서

으로 출시하며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새로운 유통 모델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동

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헝가리 공장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유럽

화말레이시아와 VRG동화는 선제적인 영업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중앙연구소가 완공

면서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동화베트남은 유통망을 장악해 전량 생

되면 연구 인력들이 북성동에 총집합하게 된다. 연구 조직 간의 시너

산·전량 판매 체계를 초기에 구축할 것이다.

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 또한 강화할 것이다.

Both the presenters and the audience pledged to accomplish the new
goals. Chairman Seung MyungHo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employees’ contributions to achieving stellar results in 2021.
E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did not discourage Dongwha members from striving for the best possible results. We look forward to another
year of great achievements.

국
내

해
외

9,233억 7,254억

국
내

해
외

603억 754억

표면재·동화핀란드·
동화호주·오토라이프

채광병 부사장

경영기획총괄

승지수 부회장

표면재 사업은 신규 거래처 발굴과 동시에 수지 생산량을 늘려 외판 수

경영기획총괄에서는 일터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활동을

지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 급격한 가스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22년에는 국내에 도입 중인 스마트 팩토리

비 인상 등으로 적자 구조가 악화된 동화핀란드는 안정적인 판매 기반

와 스마트 비즈니스를 VRG동화와 동화베트남 등 해외 공장으로 확장

을 마련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12월에 오픈한 워크데이의 활성화를 위해 다

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동화호주는 제한된 수량 내에서 수익

양한 활동을 하는 한편 투자, 비용, 자산, 내부 관리회계 등 자체 개발한

성 중심으로 영업과 생산 활동을 강화하고, 오토사업부는 디지털 기반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좋은 인재를 확보

의 서비스 제공으로 타 단지와의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며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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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to Recordbreaking Journey
신규
승진자
인터뷰

동화베트남 김명식 전무

Kim MyungSik Dongwha Vietnam

Seo JinSeok Green Global Korea

2019년 4월에 시작된 하노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지난 9월부터

상무로 승진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데, 현

상업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도 불구

재 주어진 책무를 더 잘 수행해 그룹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

하고 회장님과 임원진 이하 모든 조직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성공적으

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맡고

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있는 화학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힘쓰는 등 동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 다하겠습니다.

The Hanoi project, was finally completed after 28 months and we

This promotion will motivate me to do my best to contribute to

launched commercial production in September 2021. From April 2022, I

Dongwha’s growth by fulfilling my responsibilities.

will do my best to achieve surplus in our operating income.

동화기업 박명균 상무

Park MyungGyun Dongwha Enterprise

동화베트남 김만식 상무

Kim ManSik Dongwha Vietnam

상무 승진의 의미를 또 다른 변화와 도전과 혁신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

완벽한 공장이 완공됐으니 저는 영업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영

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로 경쟁력을 강

업의 묘미는 프로야구 선수처럼 불가능에 도전하고 기록을 경신하는 데 있습

화하는 한편 시장의 차별화를 통해 목재 사업에서 독보적인 매출 체계와 이익

니다. 동화베트남을 베트남 사회에서 명성 있는 회사로 만들고자 보드사업의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의 임원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장

경쟁 업체를 제치고 북부 시장을 장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5년 안에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마루 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will strengthen competitiveness through smart business processes

I will work hard to help Dongwha Vietnam establish a solid presence in

and complete sales and revenue systems in the lumber sector through

the northern Vietnamese market and make the hardwood floor business

market differentiation.

a competitive one within five years.

동화기업 이승우 이사

Lee SeungWoo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전찬웅 이사

Jeon ChanWoong Dongwha Enterprise

26년 동안 저와 함께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에서 동고동락하며

2009년에 입사해 13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동화는 연 매출 1,000억~2,000

전투적으로 미션을 함께 수행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는 영어로

억 원 규모의 회사에서 2조 원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했고요. 영광스러

디렉터입니다. 그동안은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타이틀이 달라졌습니

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

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사고와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함께 헌신하고 노력해주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I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who has worked and carried out dif-

조직원들이 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ficult missions with me over the past 26 years in Korea, Malaysia, New

I joined Dongwha in 2009, 13 years ago. Since then Dongwha’s annual

Zealand and Vietnam. My job title has been changed from “manager” to

sales have surged from 100-200 billion won to two trillion won. I am

“director.” I will think and act in line with my new responsibilities.

grateful for being part of this glorious moment.

동화베트남 김양일 이사

Kim YangIl Dongwha Vietnam

Son IlJun Dongwha Finland
동화 소속으로 보낸 20년 중 8년을 호주에서 근무했습니다. 최근 4년은 대표

진에 대한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큽니다. 1993년에 입사해 지금까지 동화기업

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요. 처음에는 과중한 임무 부여에 부담감도 컸지만, 어

MDF2공장부터 동화베트남 공장 건설까지, 중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

려움을 하나씩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동화핀란드에서도 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장을 해왔기에 오늘과 같은 영광이 있다

어진 업무와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고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Working in Australia, I felt a lot of pressure because of heavy workload,

I earned this honor by participating in all major projects, from Dongwha

but I also matured professionally by overcoming numerous challenges.

tion, which has helped me grow as an individual as well.

Interviews
with newly
promoted
employees

동화핀란드 손일준 이사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역사를 써야 한다는 회사의 막중한 지시라 생각하니 승

Enterprise’s 2nd MDF factory to Dongwha Vietnam’s factory constr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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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글로벌코리아 서진석 상무

I will fulfill my new responsibilities at Dongwha Finland by successfully
carrying out my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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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베트남 준공식 개최

베트남 시장의 마켓 리더로
더 높이 도약!

2008년 호치민에 위치한 VRG동화 설립과 함께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동화. 지난 12월,
동화베트남 하노이 생산 기지 준공식을 통해 또 한번 성공적인 글로벌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Dongwha advanced into the Vietnamese market in 2008 by establishing VRG Dongwha
in Ho Chi Minh. In December 2021 it achieved yet another feat by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Dongwha Vietnam’s Hanoi factories.

GRAND OPENING

CEREMON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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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준공
2021년 12월 2일, 동화베트남이 하노이 인근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에서 MDF/강화
마루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동화그룹 승명
호 회장과 승지수 부회장, 김홍진 사장을 비롯해 응우옌 탄 하이 타이응우옌성 서기장, 즈
엉 반 르엉 타이응우옌성 인민위원회 부성장, 박노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주
요 귀빈과 동화베트남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베트남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나

“동화베트남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베트남 MDF·마루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갈 동화베트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동화베트남은 동화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 동화베트남 준공식 기념사 中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은 팬데믹 속에서도 공장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동화베트

우수한 제품을 바탕으로 그간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을 내수 제품으로 빠르게 대체하
면서 베트남 및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VIETNAM
Successful construction through joint effort

On December 2, 2021 Dongwha Vietnam celebrated the completion of its MDF
and laminate flooring factories in Thai Nguyen in the vicinity of Hanoi.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Dongwha Group Chairman Seung MyungHo, Vice Chairman
Seung JiSoo and CEO Kim HongJin along with Thai Nguyen officials and Korean
ambassador to Vietnam Park NoWan. Chairman Seung thanked Dongwha
Vietnam employees for their hard work to ensure a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factories’ construction amid the pandemic. He expressed hope that the
company will soon take a leading position in the Vietnam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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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시장
Attracting global capital

VIETNAMESE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으

클릭!
베트남 마켓

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역할
이 베트남, 멕시코, 헝가리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분산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베트남은 2020년 코로나19를 성공

세계의 거점으로 꼽힐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적으로 통제하며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

베트남 시장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살펴보자.

주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 발전과 함께 무한한 성장 기회
준공식의 문을 연 승명호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응우옌 탄 하이 타이응우옌성 서
기장과 박노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역시 축사를 통해 동화베트남의 발전을 기
원했다. 한국 사업장, 동화말레이시아, 동화호주, VRG동화 등 국내외 사업장에서
보내온 축하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마련했으며 이후 테이프 커팅식, 공장 투어,
식수 순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MDF 37만㎥, 강화마루 120만 평 규모의 연간 생산량을 자랑하는 동화베트남은
하노이 생산 기지 준공으로 현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생산 라인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북부 시장 점유율 50%를 목표로 생산 활동에 매
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확대로 전자상거래 활발

물류 산업의 높은 성장세

Solid growth of logistics sector

Home décor boom

베트남은 인터넷 보급 확대와 인터넷 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물류 산

베트남의 가구·
가구·인테리어 시장은 2020

구 성장 등으로 인터넷 경제가 급속도

업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년 8억 4,400만 달러로 세계 20위에 올

로 발전하는 추세. 구글의 분석에 따르

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가

랐다. 향후 베트남의 가구·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시

면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베트남의 온

발달한 하노이와 호치민 인근에 대규모

장 규모는 2025년까지 11억 9,000달러

라인 서비스 이용이 크게 활성화됐으며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7

2019~2020년 전자상거래 규모도 46%

거래 기업들이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대

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5년

규모 물류창고를 통해 비용 절감 등 운영

실시하는 동안 베트남 페이스북의 홈 인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34% 더 늘어

효율을 도모함에 따라 작년 3분기에만

테리어 커뮤니티 ‘Nghien Nah’는 가입자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창고의 임대료가 5~10% 상승했다.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Vigorous e-transactions

Unlimited growth opportunity and Vietnam’s development

Thai Nguyen Province Secretary General Nguyen Tan Hai and Korean ambassador Park No-wan also congratulated Dongwha Vietnam and wished
it growth and prosperity. Congratulatory video messages were also sent
by Korean subsidiaries, Dongwha Malaysia, Dongwha Australia and VRG
Dongwha. Then a ribbon-cutting event, a factory tour and a tree planting
event were held.
Dongwha Vietnam boasts annual MDF production of 370,000 cubic meters
and laminate flooring output of 4 million square meters. The completion of
the Hanoi factories is expected to pave the way for further expanding the

MARKET

홈 인테리어 열풍

company’s presence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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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화의 유의미한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

동화호주, 수익 창출이 체질!
전년 대비 2.5배 성과 달성

동화인이 뽑은 2021 Good News Top 5가 2022년을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줄 것이다.
Dongwha members have selected top-5 good news of the year 2021.
These shining moments will give us energy to do well in the year to come.

Dongwha Australia’s earnings surge 2.5 times

2020년의 놀랄 만한 성과에 이어 2021년에도 눈부신 실적을 보여
준 동화호주의 소식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 기준 호주달러로
영업이익 317만 달러, 경상이익 320만 1,000달러를 기록하며 최
고 월 경영 실적을 갱신했고 연 누적 최고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

2021 Dongwha
Good News

2,400만 9,000달러, 경상이익 2,500만 1,000달러를 달성했다. 조
달·생산·영업 삼박자를 갖춘 동화호주의 2022년 성장세도 기대
해본다.

자랑스러운
동화의 순간들

위기에 더 강하다!
동화기업 시가총액 2조 원 돌파

Dongwha Enterprise’s market capitalization
surpasses 2 trillion won

지난해는 코로나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업을
필두로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재와 화학 부문
의 역량을 널리 알린 원년이었다. 지난 11월 기준 동화기
업 시가총액은 2조 4,323억 원. 이는 국내외 사업장의 의
미 있는 도전과 그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2021년 동화 굿
뉴스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앞으로 미국과 헝가리 공장
이 준공되면 2025년 말 화학사업의 생산량은 최소 13만
6,000톤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동화가 만들어갈 미래 가
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재, 화학사업군의 고객 가치 창출로 압도적 경쟁력
Materials and Chemical BUs gain competitive edge
by creating customer value

하노이 프로젝트 동화베트남 공장 건설 완료,
생산 스타트!
Dongwha Vietnam factories completed,
production launched

2020년 4월 첫 삽을 뜬 동화베트남 공장. 총면적 50만㎡로, MDF

‘최초’와 ‘성장’이란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던 동화의 2021년. 동화

디지털 일상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완성

자연마루는 업계 최초의 ‘석재 디자인 패턴’으로 시장을 주도했고
사하라라이트 판매량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41% 성장을

공장(연간 생산 능력 37만㎥)과 강화마루공장(연간 생산 능력 120

Comple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만 평)이 착공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베트남

2021년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동화의 발 빠른 대응이

술 확보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포상’을 받으며 K-배터리의 저력

MDF와 강화마루 시장 선점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베트남

빛을 발한 한 해였다. ‘IT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영

을 보여줬다.

북부의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아파트 건설이 늘면서 연간

최적화’부터 ‘물류창고 자동화’, ‘스마트 무인 계근대’ 완

MDF 수요는 49만 1,000㎥(2018년)에서 71만㎥(2022년 이후)에

성까지. 동화의 민첩한 디지털 기술 접목과 내재화 노력

이를 것으로 예상, 동화베트남의 성장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은 업계 최초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D-FactoryIn’ 자체

이끌었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신규 첨가제 개발 및 국산화 기

개발이라는 쾌거까지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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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실천우수 시상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조직문화, Next Culture

동화의
New 핵심가치
실천 활동
2020년 새롭게 제정된 핵심가치가 동화인의 일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핵심가치
내재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New 핵심가치’가 곧

Awards for outstanding results
in implementing core values

핵심가치
포스터 제작 및 전시

Production and exhibition
of core value posters

실천우수 포상’이 이루어졌다. 2021년 9월에
진행된 핵심가치 실천우수 시상식에서는 개인
7명, 단체 1팀이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각 핵심가치와 행동 약속을 재미있게

교육 과정과 신규 입사자 입문

공용 공간, 화장실, 여의도 1층 로비

지난 1년간의 핵심가치 활동을 소개한다.

자연스럽게 노출했다.

New Core Values

▶

교육 및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에도 핵심가치 요소를
적용한 강의를 열었다.

Implementing Dongwha’s New Core Values

직원 참여
야머 이벤트 진행

Dongwha members have been carrying out diverse activities to make
the new core values, which were introduced in 2020, a part of their
work life. The new core values show what kind of human resources
Dongwha needs. Here’s a look at the core value activities of 2021.

Yammer event for employees

Understanding core values
through communication channels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
선발하고, 신입사원 1주년

설명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디스플레이 등에 게재해 핵심가치를

커뮤니케이션 채널 통한
핵심가치 이해

Hiring and training
of new employees

핵심가치 적합도를 파악해

‘동화의 인재상’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던

▶▷

기존에 진행된 고성과 포상과 분리해 ‘핵심가치

채용 및 신규 입사자
교육에 반영

리더 선발과
육성 과정에 적용

Leader selection and training

동화 MZ세대 구성원들의 흥미를

동화의 리더(Successor/Future

끌 수 있도록 사내 야머 채널을

Leader) 선발에도 핵심가치

통해 행동약속 퀴즈 이벤트, 나만의

다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가치 포스터 제작, 사행시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자율포상제도
선발 기준

Autonomous Award criteria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역량
평가에서도 공통 역량으로
핵심가치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핵심가치는 조직별로 진행되는

26

사보 <그린동화>와 ‘그린넷’에서는 핵심가치 VI를

자율포상제도의 선발 기준 가운데

부각하며 특집 콘텐츠를 연재했다. 핵심가치 현장

하나다. 이러한 인정과 격려를 통해

화보와 핵심가치 실천을 돕는 사전 등 ‘동화인의

임직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핵심가치를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7

Special Story

자신의 색깔을 영원히 지키고 싶은 새하얀 종이가 있었다. 한 점의 얼룩도 용납하지 못했던 하얀 종이는
잉크, 색연필, 붓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어떤 것과도 접촉하지 않았다. 점차 하얀 종이 주위에는 아무도

/

하얀 종이와 잉크

다가오지 않았고 결국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누렇게 빛을 바래고 말았다.
Once there was white paper that wanted to stay white forever. It allowed no stains whatsoever
and avoided contact with ink, colored pencils, brushes and everything colorful. As time went
by, nobody wanted to be around the white paper anymore, and eventually it faded and turned
yellowish even before being put into use.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조직문화, Next Culture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힘
글 | 권상집 교수(한성대학교 기업경영트랙 교수)
일러스트 | Jebi.J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변화 관리의 원동력
최근 문화적 탈바꿈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문화로는 더 이
상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은 조직문화의 방향성을 변화와 혁신에 두고 있다. 과거 조직문화의 정통성을 추구하던 국내 기업들도
시대 흐름과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성을 녹여낼 수 있는 문화적 제도 개선에 힘쓰는 상황이다.
‘하얀 종이와 잉크’ 우화는 기업이 문화 혁신에 왜 공을 들이는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해준다. 눈처럼

우화로 보는 테마

새하얀 종이가 자신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잉크, 색연필 등을 멀리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는 투명한 흰색

The Power of
Organizational
Culture Not
Fearing Change

종이 고유의 품질이 보존되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아무도 다가오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색으로 변신할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기업의 조직문화도 이와 같다. 다양한 변화에 둔감한 기업의 조직문화는 새로운 확
장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축소하고 보수적이고 제한된 시각으로 시대적 흐름에 뒤처
지게 만든다. 구성원들이 거리낌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는 문화가 변화 관리의 원동력이 된다. 2022년, 기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
은 이제 조직문화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Managing change to pursue sustainable growth

The tale of the white paper and ink shows why companies must invest time
and effort into innovating their organizational culture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the snow-white paper was able to preserve its unique purity
by avoiding contact with ink and colored pencils. Howev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nobody was able to approach it and it lost opportunities to display its potential
as white paper by being colored into diverse colors.
The same applies to companies’ organizational cultures. Those that are slow to change undermine their potential to grow and lag behind the latest trends because of their conservative,
limited perspectives. Companies must picture their future faster many years ahead. Only those

that refuse to fall into complacency and create their future value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 organizational culture where members can share their opinions freely and generate innovative ideas is the driving force of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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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입사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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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원 승진자를 만나다

동화의 역사와 함께하며 눈부시게 성장해온 신규 임원

원대한 꿈을 향한
단단한 각오

승진자들. 보다 원대한 목표를 품고 뜻깊은 새해를 시작한
이들의 다짐에 귀를 기울여봤다.
Dongwha’s newly promoted executives have achieved
impressive growth along with the company. Let’s hear
their resolutions for the year to come.

2009년 1월 9일

BIG RESOLUTIONS,
BIG DREAMS

나의 취미는?
등산. 같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계절마다 다른 산을 찾기도 하지요.
나의 인생 책 혹은 인생 영화는?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 지금의 인생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영화입니다.

업무가 안 풀릴 때 나는?
이승우 이사는 임원 승진 소식에 여러 얼굴이 떠올랐다. 일일이 찾아가 인
사하고 싶을 만큼 고마운 사람들. 특히 10년간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
드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현지 직원들이 잊히지 않는다. 뛰어난 업무력과
열정을 겸비한 그들이 있었기에 조직의 빛나는 성과도 가능했다. 이승우
이사는 동화와 함께 자신도 성장했다고 믿는다. 동화 안에서 경험한 미션과

끝없는 도전으로 일군
지속 가능한 성장

두서없이 낙서를 하다 보면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동화기업 이승우 이사

부모님과 한라산 등반

2022년 버킷리스트

다양한 교육 기회가 인생의 도전이자 성장의 밑거름이 된 까닭이다.

“저는 늘 ‘현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최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양질전화(量質轉化)를 추구하는 것이 업무 철칙이지

New Wave

요. 회사가 저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을 열어줬듯, 동화가 보다 성장하고
탄탄한 경영 내실을 갖추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When Lee heard about his promotion, many people came to his
mind, especially employees at the Malay, Vietnamese
and New Zealand subsidiaries who he worked with

행복한 조직과
배움의 교집합

임원으로서 첫 목표를 다지며 전찬웅 이사는 ‘설렘’과 ‘성장’ 그리고 ‘행복한 조직’

동화기업 전찬웅 이사

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재경 부문은 현재 그룹 내에서 MZ세대가 가장 많은 조직
이라고. 이에 세대 간 융합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설렘을 느끼며 배우고 성장해 자

동화 입사 연도

연스럽게 성과를 창출하는 행복한 조직이 되길 꿈꾼다.

skills and passion that their teams achieved good

1995년 6월 17일

2009년 입사한 그는 가장 보람된 일로 2013년 대대적인 기업 구조 개편 당시를 꼽

results. Lee believes he has been able to grow in-

나의 취미는?

dividually along with Dongwha thanks to various

법 등을 공부하며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 짧은 일정 속에서 마침내 해

업무 관련한 자격증 공부하기

결책을 찾았을 땐 그만큼 보람과 성취감이 컸다. 이렇듯 전찬웅 이사는 주어진 환

for ten years. It was thanks to their outstanding

missions and learning opportunities.

았다. 기존의 유사 사례가 없고 진행 과정이 다소 복잡한 탓에 동료들과 상법과 세

나의 인생 책 혹은 인생 영화는?
지그 지글러의 저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사람에 대한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업무가 안 풀릴 때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주제 관련 레퍼런스를 수집합니다.

경과 상황을 수용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다.
“배움이 습관이 된 삶, 배움을 통한 지식이 개개인과 회사에 모두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동화인들이 가슴 설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
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eon joined Dongwha in 2009. He says the most fulfilling moment in his
career was the massive restructuring of 2013. At the time, he and his
teammates had to study commercial and taxation laws and visit the relevant institutions in person, because there were no precedents and the
restructuring process was quite complex. They were pressed for time, but

2022년 버킷리스트

when they finally found a solution, it was an extremely rewarding moment.

철인 3종(Triathlon) 참가 준비

“Learning is part of my life. I believe that knowledge gives opportunities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grow. I will do my best as a Dongwha
executive so that all our employees can work with exci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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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입사 연도
1993년 4월 26일
나의 취미는?
스포츠 경기 관람

NEWLY PROMOTED
EXECUTIVES

진정성 있게,
조직은 한 방향으로
동화핀란드 손일준 이사

나의 인생 책 혹은 인생 영화는?
최고의 반전을 보여준
영화 <스팅>.
저도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꿈꿉니다.

손일준 이사는 동화와 20년 역사를 함께해왔다. 그중 동화호주에서 보낸
8년이 동화인으로서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특히 2018년 차장
직급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며 부담감이 적지 않았는데, 매 순간 ‘주어진 일
에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힘든 상황을 돌파해나갔다. 이 시기는 리더

십과 경영 전략을 직접 적용해 실행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기도 했다.
그 결과 2017년 동화호주의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지난 3년간 괄목할 만
한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냈고, 2022년 사업 계획 역시 2021년보다 개선
된 목표액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스스로를 향한 진정성은 결국 상사와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업무가 안 풀릴 때 나는?

통해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자료, 아주 케케묵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동화핀란드에 부임한 손일준 이사는 의사 결정이나

2022년 버킷리스트

소통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매 순간 노력하고 있다.

기본을 지키는 힘

Son has been with Dongwha for 20 years. He says the eight years
he spent at Dongwha Australia was the most rewarding time in his

동화베트남 김양일 이사

career. When he acted as a CEO while being a deputy chief in

로마 바티칸 여행

2018, he felt a lot of pressure, but he was able to overcome challenges by doing his best each moment. It was a precious expe-

김양일 이사는 동화 입사 이래 MDF2공장부터 동화베트남 공장 건설까지

rience of displaying his leadership skills and implementing busi-

회사의 주요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김

ness strategies. As a result, Dongwha Australia turned deficit into

양일 이사 역시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왔다고. 그중 해외 첫 건설 프로젝트

surplus and achieved impressive earnings in the past three years.

이자 아시아 최대 생산량의 베트남 VRG동화 1라인 프로젝트가 특별한 기

On January 1, 2022 Son took a new position at Dongwha

억으로 남아 있다. 낯선 타국,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특히 MDF를 전혀 모르는 베트남 현지 직
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포기란 없었다. 기
본을 지키고 초심을 다지며 차근차근 어려움을 극복해나갔고 그리하여

동화 입사 연도
2001년 9월 17일

2012년, 마침내 첫 번째 보드를 생산했다. 누구보다 기쁘고 벅찼던 김양일

나의 취미는?

이사는 그간의 노력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한다.

아내와 함께 즐기는 골프

Finland. He is determined to do his best to show sincerity in decision-making and communication with
his coworkers.

“베트남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라는 뜻으로 알고 그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듬직한 임원, 언제나 기본을 지키는 동화인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나가겠습니다.”
Since joining Dongwha, Kim has participated in all major con-

struction projects,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2nd MDF facto-

나의 인생 책 혹은 인생 영화는?
권오현의 <초격차>.
핵심 키워드(리더, 조직, 전략, 인재)를
통해 경영의 프레임을 제공해준
책이었습니다.

ry to the Dongwha Vietnam factory. The VRG Dongwha Line 1

project is the most memorable, because it was his first overseas
project and the largest in Asia in terms of capacity. Carrying it out
in a foreign country was grueling, to say the least. But he overcame
hardships by sticking to the basics and remembering his resolutions. “I am grateful for this promotion. I still have much to learn, and
I will accept it as a motivation to write a successful chapter in the
history of Dongwh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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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안 풀릴 때 나는?
동화호주가 자리한 봄발라강
(Bombala River) 주변을 산책합니다.
2022년 버킷리스트
동화핀란드에서도
주재원 및 현지 직원들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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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하노이 시내 광고판에서 볼 수 있는 동화의 이름
(우) 타이응우옌 방면 고속도로에 게재한 동화 빌보드 광고

Dongwha’s brand story
in the commercial

Dongwha Vietnam’s factories, which
were completed in December 2021,

동화베트남 브랜드 광고 촬영

스포트라이트
34

manufacture the Sanus and Natus

베트남에 상륙한
대한민국 No.1
마루 브랜드

hardwood floors. The Sanus is an

동화의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마루 광고

NAF-based premium brand that has

지난 12월 준공을 마친 동화베트남이 현지 마루와

been never sold in Vietnam before.

인테리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

The Natus is already widely recog-

활동에 돌입했다. 동화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마루

nized in the Vietnamese market. By

브랜드는 사누스(Sanus)와 나투스(Natus)로, 사

producing a commercial, Dongwha

누스는 기존 베트남 시장에서는 판매된 적이 없는

Vietnam is determined to raise prod-

NAF 기반의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이고, 나투스는

uct recognition and earn the trust of

국내 시장을 사로잡은 동화의 우수한

현지 시장에서 통용되는 범용 브랜드(클릭, 크로

local consumers. The commercial

마루 브랜드를 베트남 전역에 알리고자

젠, 엑셀렌)다. 동화베트남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emphasizes the eco-friendly aspect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동화베트남.

채널의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

of the Dongwha brand through envi-

현지 시장을 타깃으로 한 동화베트남의

게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전략으로, 이번 마루 광고

ronmentally friendly NAF boards and

광고 촬영 현장을 소개한다.

가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예정이다.

SE0 materials that emit zero formal-

Dongwha Vietnam is devising marketing
strategies to promote Dongwha’s
outstanding hardwood floor products,
which are highly recognized in Korea.
Here’s a look at the filming of Dongwha
Vietnam’s commercial targeting local
consumers.

이번 광고는 브랜드 스토리 및 경쟁사와 차별화된

dehyde. It features soccer coach

동화만의 제품 경쟁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

Park HangSeo, the second most in-

다. 친환경 소재 NAF 보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fluential figure in Vietnam.

이 거의 없는 최고 등급(SE0) 자재 등 친환경 제품

The key message of the commer-

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동화의 브랜드

cial is “Eco-friendly = Dongwha

와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 이를 위해 베트남에서 영

= Trustworthy brand” as well as

향력 있는 인물 2위로 꼽힌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Two Tree Carefree” and “TOP

내세워 현지 시장에서 신뢰감을 얻도록 했다.

Service,” meaning “Trust + Only

No.1 Flooring
Brand in Korea
Makes Landfall
in Vietnam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친환경 = 동화 = 신뢰의

one + Professional.” It underscores

브랜드’로 이어지는 Two Tree Carefree와 TOP

Dongwha’s direct delivery and in-

Service다. 여기서 TOP은 ‘Trust + Only one +

stallation services as well as com-

Professional’을 뜻한다. 동화의 직배송·직시공

plete professional care, and rep-

서비스와 전문가의 풀 케어 서비스를 강조하며 동

resents Dongwha’s unique standard

화만의 새로운 기준을 선보일 계획이다.

of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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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빛낸
숨은 영웅들

지난 한 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두에게

묵묵히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격려와 박수를

성과를 올린 동화인들이 자율포상제도를

2021년 동화 자율포상제도는 각 조

통해 인정과 격려를 받았다.
2021년 자율포상 시행 현황과 4분기
자율포상을 수상한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Dongwha members with outstanding
work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in
implementing the core values received
the Autonomous Award in 2021 as well.
Here’s the list of award winners.

2021년 자율포상 돋보기

2021 Autonomous Award at a Glance

직에서 자율적으로 고성과 부문과 핵
심가치 부문에 대해 포상하며 보다
많은 동화인들에게 수상 기회가 돌아

2021년 자율포상 선정 기준

갔다. 5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 동
안 16개 조직에서 자율포상을 시행했
으며 고성과 부문 90건, 핵심가치 부
문 375건으로 총 465건의 수상이 이
루어졌다. 2022년에도 동화 조직 곳

고성과 달성

곳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책임을

핵심가치 실천

다한 직원들을 위한 자율포상을 지속

Now How

Winners of
Autonomous Award

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Applause to everyone
for the job well done

The 2021 Autonomous Award
was presented in two categories:
High Achievement and Core
Values. This was done to present
more Dongwha members with
this meaningful accolade. The

고성과

90건

핵심가치

375건

총

465

건

award was presented between
May and December 2021 to 465
recipients from16 teams: 90 recipients in the High Achievement
category and 375 recipients in the
Core Value category. The award

16

will be presented in 2022 as well
to employees who stand out for
their dedication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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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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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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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속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총괄

건장재사업부

2021년 4분기
자율포상 수상자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4분기
자율포상에서는 총 199건을 시상했다.
한 해를 뜻깊게 마감한 동화인들의 수상

기술기획팀 이광선 차장

현장 중 일부를 사진으로 만나보자.
The Q4 2021 Autonomous Award
presented in October-December

인사홍보실

was given to 199 recipients. This
rewarding moment was captured in
the following photos.

조직개발팀 이명재 차장

설비기획팀 김현중 과장

경영진단팀 박준영 차장, 경영기획팀 김민우 차장,

전략마케팅팀 조은정 과장·이주연 대리·고재상 차장·함승완 차장

설비기획팀 한상헌 과장

화학경영관리팀 황윤범 사원, 소재경영관리팀 김윤근 과장

특판영업팀 최광원 과장·김대윤 차장·박영수 차장

전략구매팀 이수정 사원·이승헌 대리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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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일렉트로라이트

법무팀 박은균 과장, 원창팀 임채수 기술과장,

연구개발1팀 신재욱 과장, 생산1팀 남기영 기술대리·오신영 기술주임,

비서팀 최보미 주임, 원창팀 유나은 주임

경영지원팀 이상협 차장, 품질관리팀 박영환 차장(왼쪽부터 시계 방향 순)

보드영업본부

보드영업2팀 박지훈 차장

태양합성

경영지원팀 고치훈 기술과장,

엠파크

상품화서비스팀 박건호 대리

생산팀 홍근표 기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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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관리자 관점에서 워크데이 시스템의 효과는?
What does “Workday” offer to managers?

관리 플랫폼 ‘워크데이(Workday)’가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통찰력 제공

본격 오픈했다.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실시간 HR 정보 탐색과 분석

Digital
transformation
for changing HR
environment

/

지난 12월 13일, 동화의 새로운 종합 인재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조직문화, Next Culture

•스킬/경험 기반의 적합한 인재 선발

HR 시스템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혁신을
이어갈 워크데이를 소개한다.

동기자 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On December 13 Dongwha introduced
a new personnel management
platform dubbed “Workday” designed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HR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
•조직 효과성 및 생산성 실시간 파악
•Insight about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Real-time HR data search and analysis
•Selection of competent employees based on skills and experience
•Prediction and response based on HR data
•Real-time monitoring of organization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글로벌 구성원 관점에서 워크데이 시스템의 효과는?
What does “Workday” offer to employees based around the world?
•연중 성과 관리를 통한 목표 달성
•상시 코칭 및 피드백을 통한 평가 공정성

Digital Focus

•스킬/직무 경험 바탕의 경력 계획 지원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

변화하는 HR 환경을 위한 디지털 혁신

•본인 프로필 관리로 경력 관리
•Goal accomplishment through year-round result management

신규 인사 시스템 ‘워크데이’ 오픈

•Evaluation fairness through coaching and feedback
•Support in career planning based on skills and work responsibilities
•Self-directed learning and growth
•Career management using one’s profile

워크데이 기반의 HR 디지털 혁신

“Workday”-based HR digital transformation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 인재 관리가 가능한 ‘워크데이’는 글로벌 동화의

The idea to introduce the cloud-based comprehen-

워크데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은?

신규 인사 시스템이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워크데이를 도입하기 위해 동화

sive HR management platform “Workday” was first

는 지난해 4월 27일 킥오프 미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12월

proposed in April 2021. On December 13 it finally

Diverse functions offered by “Workday”

13일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본격 오픈했다.

debuted at the domestic and overseas subsid-

•사용자 패턴을 고려해 자동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워크데이는 변화하는 HR 환경에

iaries. It provides people-oriented technologies

•직책(임원/팀장/팀원)에 따라 접속 가능한 전용 앱 존재

걸맞은 인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비즈니스의 성과를 도울 예정

and solutions to ensure HR management in the

•프로필 조회를 통해 자신의 인사 정보 조회 및 변경 가능

이다. 그린넷, 팀즈, 모바일 워크데이 앱 등 멀티 디바이스 환경 지원으로 언

rapidly changing HR environment and is expect-

•Allows to search information on employees and executives, teams, work

제 어디서나 HR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기능적인

ed to help individuals grow and produce busi-

측면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동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ness results. Thanks to diverse devices, such as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based on users’ patterns

을 가속화할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관리

Green.net, Teams and Mobile Workday, HR-related

•Features apps specifically designed for each job title (executive/team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information can be viewed and analyzed anywhere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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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을 통해 임직원, 조직, 업무, 리포트 조회 가능

responsibilities and reports

manager/team member)
•Allows to view and modify one’s HR information through profil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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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or saving planet Earth

행기 등 운송 수단이 내뿜는 탄소는 전체 발생량의 20%를 차지하는

Google has introduced a feature on

데, 구글은 ‘구글맵’을 통해 차량 운전 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경로

Google Map to help drivers find routes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지구 구하기에 동참하고 있다.

로 안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시간이 5분 더 늘어나는 대신 연료를

that minimize carbon emissions. They

With severe climate anomalies posing an even greater threat
to the world than the COVID-19 pandemic,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declaring carbon neutrality one after another and
joining efforts to save our planet.

10% 절약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구글 트래블’에서는 항공편

may take five minutes longer, but they

의 탄소 배출량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의

use 10 percent less fuel. Microsoft has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바닷속에 건설, 차가운 해수로 서버를 냉

launched the Natick Project to reduce

각하는 ‘나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애플은 포스코, 삼성SDI 등 175

power used by datacenters by build-

개의 협력 업체와 함께 애플의 제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0’

ing one underwater so that it can be

으로 줄이는 ‘파워 포 임팩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cooled by cold seawater.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섬유 패션 산업도 친환경

Sustainable fashion

기업 평가 척도가 된 지 오래다. 극심한 이상기후가 코로나19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조직문화, Next Culture

빅테크 기업들의 탄소중립 행보는 무척 발 빠르다. 선박, 자동차, 비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은 최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지구를 지키는
길을 찾다

FASHION
업사이클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생존 방식

미래 리포트

기후변화가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

행보를 시작했다. 구찌는 약 80%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 동물성 제

The textile fashion sector is responsi-

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신소재 ‘데메트라’를 선보였다. 프

ble for about 10 percent of greenhouse

라다는 세계 각지에서 수거한 폐기물로 만든 ‘리나일론’ 제품을 출

gases emitted in the world. Prada has

시했고, 블랙야크와 K2코리아 등 아웃도어 업체들도 폐페트병에서

introduced the so-called “re-nylon”

추출한 재생 섬유로 옷을 만들고 있다.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

products made of waste materials.

는 2023년까지 원단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PFCEC(과

Black Yak and K2 Korea are producing

불화화합물)를 제거한다고 선언했으며, LF는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clothing with recyclable fabrics.

않은 정장을 출시했다.

CAR
엔진과의 작별을
선언하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30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Cars saying goodbye to engines

2035년에는 영국, 2040년에는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대만의

Sales of cars with internal combustion

순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시행한다. 자동차 업체들도

engines will be outlawed in Norway

내연기관 엔진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in 2025, in Denmark and Sweden in

2025년부터 신차를 수소·배터리 전기차로만 출시하고, 볼보자동

2030, in the U.K. in 2035, and in France

차와 벤츠는 2030년부터, 제너럴모터스는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

and Taiwan in 2040. The auto sector

산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현재 전 세계 16개 공장 중에서 11

has pledged to halt the production of

곳을 친환경 전기로 가동하고 있다.

internal combustion engines.

1.5℃를 사수하라
기록적 폭우 및 산불 등 최근 세계 곳곳을 강타한 이상기후는 지구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1℃ 상승한 결과다. 온도 상승률을 1.5℃ 이하로 지키기 위
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목표
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세계 약 70개국 이상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이며,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탄소중립을 법
제화했다. 지구온난화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졌다. Z세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넷제로

RE100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활

이산화탄소만이 아닌 6대 온실가스 전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동이다.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체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활동을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것. 애

소비, 윤리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각 산업과 국내외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

뜻한다. 탄소중립보다 달성하기 어려

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이키,

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이유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

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이 달성

운 단계이며 이를 ‘기후중립’이라고도

SK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300여 개

제 질서다.

된다.

말한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는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과 연관된 환경, 인권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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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시대,
알아두면 좋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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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ory

2022 trends
Perfect Preparation
for Tomorrow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풍토병) 시대로 진입한 요즘, 우리는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고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한다.
변화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책 속에서 2022년 트렌드를 찾아보자.
We are becoming acclimated to the new normal, hoping for a better tomorrow.
Let’s take a look at the 2022 trends in books to prepare for the year to come.

/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오늘의 준비

뉴노멀의 공부법

Nano
Society

일상을 통제하다

#바른 생활 루틴이

CrossGenerational
Cultural
Exchange

사람들은 자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
다. 코로나19로 흐트러진 일상을 재정비하고자 루틴을 만

극도로 파편화된

들기 시작한 것. 재택근무를 해도 출근 시간에 맞게 알람

#나노 사회

을 설정하고 일 단위, 주 단위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자 노
력한다. 예측 가능한 일상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막고 미

공동체적 유대는 사라지고 개개인이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세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결됐다 흩어지는 나노 사회가 도래했다. 그 안에서는
결속력보다 자신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 최근 MBTI가 성
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호하는 것이 같은 사람끼
리 모이니 반대되는 견해에는 귀를 닫고 모두 자신과 비슷
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간 편리하다고 생각한

미래를 위한 투자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추천 기능은 우연한 발견과 사고의

#만족의 지연

확장을 가로막았다. 휴머니즘 회복을 위한 공감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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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과 X의 융합

#세대 간 문화 재확산
여가 생활과 대인 관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밖이
아닌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집에서 할 수 있
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가족으로 이어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의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
다. 중장년층의 ‘숏폼’ 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응도라든가
2030세대의 골프나 등산 채널로의 유입 등이 그 증거. 동
시에 ‘가족’의 정의도 달라지고 있다. 의무감을 강요하기
보단 각자의 삶을 살되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동반자로서
의 관계가 기대된다.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으로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게 된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 습관

‘욜로’는 끝났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졌고

Eco-friendly
Consumption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조직문화, Next Culture

2022 트렌드 길라잡이

Healthy
Routine

ㅍ

미래 트렌드 전망 추천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2>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뽑은 10가지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빠르게 진화
하는 소비자의 니즈, 현재의 위기 상황, 이에 필
요한 우리의 자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22 트렌드 모니터>
2022년 변화의 핵심 키워드를 강력한 영향력을
원하는 ‘슈퍼 개인’의 등장 그리고 일상적 통제
욕구의 확장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시작

의식 있는 패션 소비와 폐기물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움

했다.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의 다양화는 2030세대의 가

직임은 이미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일

상 화폐와 주식 투자, 부동산 시장 진입으로 이어졌다. 지

회용 니즈를 줄이는 제품과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 용기

금의 쾌락을 지연하고 자기 개발에 충실하며 시간을 축적

를 개발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의류 재활용을 용이하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답답함이 쌓여간다. 마음을

게 하는 특수 봉제실의 개발 등이 우리 생활에 스미는 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연대

만 남았다. 친환경 소비는 불편하지만 이를 즐길 수 있는

로운 놀이, 미래의 일상, 공존 사회에 대한 구

확산과 투자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결심과 생활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체적인 방법과 실재를 만날 수 있다.

Delayed
Gratification

답답함에서 탈출할 새로운 열쇠를 찾아보자.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세계 84개국 127개 해외 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코트라(KOTRA) 직원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참
신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치유 사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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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치를 실현한 동화기업의 쾌거

동화기업, 2021 한국IR대상
우수상 수상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동화기업이 ‘2021 한국IR대상’에서 IR협의회 회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IR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국IR대상은 주식시장 상장사

중에서 효과적인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통해 기업의 공정 가치를 실
현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중 기업상 부문은 유가증권 부문과 코스닥 부문으로 시상하며 대상(금융위원장상), 최우수상(한
국거래소 이사장상), 우수상(IR협의회 회장상)을 수여한다. 한국IR대상 선정위원회 심사를 포함해
세 차례의 엄중한 평가와 치열한 각축 끝에 수상자가 정해지며, 수상자 명단에는 매해 유수의 기업
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동화기업은 IR 방식의 다양화, 사업 부문별 전략적 IR 방향 설정 등 연간 IR 활동 계
획의 체계적 수립을 인정받으며 우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공익을 위한 동

화기업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Contribution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Dongwha Enterprise has received the 2021 Korea IR Award, which is given to listed
companies for implementing fair company values through efficient IR activities and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In the corporate category the award is given in the Securities and KOSDAQ categories.
The grand prize is given by the chief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ond place is awarded by the head of the Korea Exchange, and the third place by the

Dongwha Enterprise’s
fair values in action

Chairman of the IR Association.
Dongwha Enterprise received the third prize in recognition for its systematic annual
IR planning on diversifying IR methods and devising IR strategies by sector. Its efforts

to develop the capital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interest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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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일렉트로라이트, 이차전지 유공자 정부 포상 수상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R&D 성과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난 2021년 11월 1일, ‘이차전지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연
구개발팀 손범석 부장이 동화일렉트로라이트를 대표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전지산업협회(KIBA)

가 11월 1일을 ‘배터리 산업의 날’로 지정해 선포식을 열며, 이차전지 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수입 의존도가 높
았던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 및 첨가제 연구 개발을 비롯해 신규 첨가제 개발, 국
산화 기술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5개 부
문의 포상으로 구성된 ‘이차전지 유공자 정부 포상’은 전지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수출 확
대 등 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그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매해 유수의
기업들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등의 기
업이 동화일렉트로라이트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앞으로
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Prime Minister Award fo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battery sector

On November 1, 2021 Dongwha Electrolyte received the Prime Minister
Award for i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econdary batteries.

The award was presented at a ceremony held by the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which marked its tenth anniversary, to designate November 1 as
Battery Industry Day. Dongwha Electrolyte received the accolade in recognition of its achie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electrolytes and additives, the

R&D Results Driving
the Future of Secondary
Batte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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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aterials in secondary batteries that had been mostly imported from
oversea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new additive and localization of
battery technologies. Dongwha Electrolyte is determined to continue its R&D

endeavors to contribute to the domestic secondary batte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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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and Clean
Production Sites

2021 5S Top 진단 활동

안전하고 깨끗한
생산 현장 만들기

모두의 실천으로
완성하는 5S

엠파크, 소방의 날 인천시장 표창장 수상

위기에 빛을 발한
엠파크의 안전 관리 능력

동화 생산 현장의 안전을 위한 ‘5S Top 진단’이 지

현명한 대처로
신속한 사고 진압

난 10월 진행됐다. 이는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
진이 생산 현장을 방문해 5S 활동을 진단하고 현장

지난 11월 9일,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엠파크가 인천시
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6월 딜러의 부주의로 발생한 엠파크
타워 전시장 화재 현장에서 엠파크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한 덕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코칭, 지원,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현

분이다. 당시 사고는 실내 전시장 환경 특성상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엠파크 현

장 경영의 일환이다. 이번 ‘5S Top 진단’은 이틀 일정으로, 10월 19일에는

장 직원들의 빠른 대응과 방화 시설의 적절한 작동으로 조기에 상황이 종료됐다. 이후 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와 아산MDF공장에서, 10월 21일에는 최고 경영자 참

부소방서장에서는 현장을 점검하며 엠파크의 소방 관리 상태를 극찬했다. 평소 소방 훈련

석하에 인천 사업장(가좌동 전 지역, 북성동, 태양합성)에서 진행됐다. 전

등 전시장 안전에 최선을 다한 엠파크오토서비스 시설관리 직원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순

공장은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1그룹인 ‘보드 공장’에

간이었다.

는 아산MDF, MDF2, PB1, 대성PB가 포함됐고 2그룹인 ‘화학/가공보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인천소방본부는 팬데믹 시국에 걸맞게

마루 공장’에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태양합성, 표면재/화학생산, 보드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인천소방TV 유튜브

학생산, 가공보드, 강화마루가 포함됐다.

로 생중계해 많은 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이 이를 시청했다. 앞으로도

모바일 팀즈를 활용해 평가 항목에 맞춰 각 공장을 진단한 결과 우수 공장으

엠파크는 철저한 시설 점검과 훈련 등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에 힘쓸

로 MDF2공장과 태양합성이 선정됐다. 향후에도 각 현장에서는 임직원의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5S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Dealing with accidents swiftly and wisely

5S Top 진단 평가 기준 5S Top evaluation criteria
작업장 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설비 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On November 9, which was Firefighters’ Day in Korea,

In October, Dongwha held 5S Top activities to promote safety at

MPark received the Incheon Mayor Award for its response

its production sites. This is part of on-site management whereby

to an inferno that occurred in June 2021 at one of the com-

high-ranking executives personally visit production sites to assess

pany’s exhibition halls due to a car dealer’s inattention.

their safety, hear the workers’ opinions and provide coaching,

The accident could have resulted in a massive fire, but MPark’s employees who

support and feedback. The latest 5S Top evaluation was conduct-

were at the scene acted swiftly to put out the flames. Fire prevention equipment

ed over two days -- on October 19 at Dongwha Electrolyte and the

installed at car exhibits also played a big role in containing the blaze. Firefighters

창고 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Asan MDF factory, and on October 21 at Incheon business sites

who inspected the site later were impressed by MPark’s fire control capabilities.

공장 내·외부 안전 관련 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the entire Gajwa-dong, Bukseong-dong, TaeYang Chemical) with

현장의 게시판 및 점검표 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high-ranking executives in attendance. The evaluation was con-

기타 피드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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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 achieved through everyone’s participation

ducted using Mobile Teams. The 2nd MDF factory and TaeYang

Chemical received the highest scores.

Incheon
Mayor Award

The company holds fire drills on a regular basis, and MPark Auto Service’s facility management staff members do their best to prevent fires. The Incheon Fire
Department held the award ceremony online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It was broadcast live on Incheon Firefighting TV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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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넷 ‘바로가기’ 기능 신규 오픈

시장에서 인정받은
전해액 사업의 미래 가치

업무 효율 높여주는
나만의 즐겨찾기

그린넷 상단 우측 ‘바로가기’ 버튼 클릭

1

2
편집

아래에 드롭 박스 생성

시장 경쟁력 확보한
동화의 미래 먹거리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K-OTC 신규 등록을 기념하는 행사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이시준 사장, 재무관리팀 김주원 부장, 금융투자협
회 나재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열렸다. 비상장

주식을 뜻하는 K-OTC는 투자자에게 미래 성장 잠재력이나 가치가 있는 기업의 투자 기회
를 제공하고자 형성된 시장이다. 즉 이번 K-OTC 등록은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 사업
의 시장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동화기업의 근간인 소재 사업 외에도 화학 사
업 내 독자적인 기업 가치를 갖췄음을 보여준다.

동화기업 인수 이전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OTC
등록을 추진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앞으로도 배터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권
익 보호와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한편,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지난

Future Value of
Electrolytes
Recognized
by the Market

10월 28일부터 증권사 HT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원 클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동화 사내 인트라넷인 그린넷
에 ‘바로가기’ 기능이 새롭게 추

드롭 박스 클릭 후 원하는 메뉴 선택

가됐다. 업무 중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즐겨찾기’처럼 설정해 메인 화면에서 빠르게

저장

1

My Favorites for Higher Efficiency

동화일렉트로라이트 K-OTC 신규 등록

2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브라우저 즐겨찾기 기능과
Dongwha’s future growth engine with strong market competitiveness

같이 원하는 메뉴 리스트를 등록해 보다 편리하게 활

On October 26 Dongwha Electrolyte held a ceremony marking its new K-OTC

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바로가기’ 메뉴는 결재, 회의

registration with its CEO Lee SiJoon, Finance Team Director Kim JooWon and

실 예약, 인포메이션 등이 있으며 추후 다른 업무 서비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hairman Na JaeChul in attendance.

스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K-OTC, which trades stock certificates not listed on the s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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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ies market, provides opportunities to invest in businesses

Fast and convenient with a single click

with growth potential or high value. The latest registration

Dongwha’s intranet GreenNet now has a new

on K-OTC signifies the market competitiveness and tech-

function: shortcuts. It allows users to register a

nological prowess of Dongwha Electrolyte’s products, and

list of frequently used web pages and quickly

demonstrates its exclusive value in the Chemical sector in

find and access them from their desktop. It can

addition to the Materials sector, the foundation of Dongwha

be used as the Favorites menu, with greater con-

Enterprise.

venience. Currently only shortcuts for payments,

CEO Lee SiJoon stressed the company is determined to work

conference room reservations and information

toward receiving the right value and grow in line with market

are available. But they will be expanded soon to

expectations.

other services as well.

나만의 ‘바로가기’ 메뉴 완성
저장

2

1

▲ 그린넷 ‘바로가기’ 기능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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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ommunity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시간
올겨울에도 여의도 원창빌딩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트리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풍경 앞에서 동
화인들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소망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팬데믹 시절에

Start of New Year,
New Dreams

동화인의 행복한 겨울나기

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은 동화인들. 다시 또 한 해가 시작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꿈

되는 출발선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저마
다 마음에 품은 간절한 꿈과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해피 스토리
Creating our future

A dazzling Christmas tree has been set up in the
Wonchang Building in Yeouido this winter as well.
Dongwha members gathered around it to look back
at the passing year and make wishes for 2022. They
continue to do their best and achieve their goals
even in the face of the pandemic. We look forward
to what the year 2022 has in store for us as we create
our future together. Let’s hope all our wishes will
come true in the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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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ommunity

목화솜 리스 만들기

세상에 하나뿐인 ‘행운’ 오브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동화인들이 한 템포 쉬어 가는 자리를 가졌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목화솜 리스 만들기에 나선 것. 같은 재료, 다른 개성의 리스와 함께 동화인 모두가 리프레시 타임을 즐겼다.
As the year 2021 is drawing to a close, Dongwha members took the time to pause their
busy lives and try their hand at making cotton wreaths in time for the year-end holiday season.
Although they used the same materials, each of them created a one-of-a-kind wreath.
*해당 체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에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핸드메이드

손재주 좋은 동화인들의 도전
12월의 어느 저녁, 여의도에 위치한 플라워 숍으로 동화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
다. 평소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 이번 클래스에 참여했다는 네 남녀. 글
로벌회계세무팀 이유선 사원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재킷을 만들어 교내 패션쇼에
올린 경험이 있고, 비서팀 김도현 사원은 중학생 때부터 뜨개질과 비즈 공예가 취
미였다고. 퇴근과 동시에 인천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화학소재연구팀 이상준 전임
연구원은 평소 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아 셀프 인테리어를 즐긴다고 말했다. 그와
동행한 보드연구팀 김영인 연구원은 한때 취미가 프라모델 조립이었다. 이렇게 손
재주가 남다른 동화인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목화솜 리스를 만들 예정. 흔히 크리스
마스 장식 소품으로 활용되는 리스(Wreath)는 현관문에 걸어두면 액운을 쫓고 집
안에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다. 꼭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어도 소재를 달리

해 만들면 그 자체로 근사한 오브제가 된다.

개성과 예술 사이
“목화솜과 오너먼트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리스의 느낌이 달라져
요. 정답은 없으니 원하는 분위기와 모양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만들어보세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안온한 공간에서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작업에 몰두했다. 리스를 만드는 과정은 저마다 달랐다. 이유선·김도현 사
원은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재료를 바로바로 고정해갔다.
“오너먼트를 더 달면 무거워 보일까요?”, “이쪽 목화솜은 와이어보다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게 낫겠죠?” 중간중간 작업이 막힐 때면 강사 찬스도 잊지 않았다. 무엇
보다 둘 다 손끝이 여물어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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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Wreath
Making Event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유선 사원, 이상준 전임 연구원,
김도현 사원, 김영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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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기가 괜찮을까’, ‘아래쪽을 비울까’ 혼잣말이 점점

Healing at our fingertips

많아진 이상준 전임 연구원은 목화솜, 오너먼트, 나뭇가

On a December evening, four Dongwha members gathered in a floral shop to make cotton

지 등을 요리조리 배치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다른

wreathes. They applied for the event because they are fond of making things with their

한쪽에서는 김영인 연구원의 창작 활동이 한창이었다. 한

hands. Wreaths hung above the door are believed to chase away bad luck and bring good

쪽 벽에 리스 틀을 내내 걸어두고 진중한 표정과 꼼꼼한

fortune. They can be made of diverse materials any time of the year to warm up home

손길로 근사한 리스를 완성해나갔다.

spaces. The four Dongwha members were immersed in making wreaths in a shop with dim
lighting and gentle jazz music playing in the background. After two hours, their wreaths

손끝에 집중한 힐링의 시간

were ready – each had a unique design. “I’ve been busy lately because it’s the end of the

꼬박 두 시간을 채운 끝에 드디어 예쁜 리스가 탄생했다.

year, but here I was able to refresh my mind.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empty my mind

네 사람의 완성작을 한데 모았더니 역시나 디자인이며 느

and focus on something meaningful in such a nice place,” said one of the participants.

낌이 제각각 달랐다. 위쪽을 풍성하게 꾸민 대신 아래쪽

Although it was the end of a workday, the participants did not feel tired at all. They headed

은 가볍게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이상준 전임 연구원은

home with the wreaths in their hands and plenty of joy in their hearts.

리스에 향수를 뿌려 현관에 걸어둘 계획이라며 흡족해했
다. 손길이 가는 대로 만들었는데 예상외로 멋진 결과물
에 놀랐다는 김영인 연구원은 인천 기숙사에 두고 오래오

One-of-a-kind
Wreath of
Good Luck

래 간직하고 싶다고. 불규칙한 배치로 자연스러움을 최대
한 살린 이유선 사원은 사보 <그린동화>의 애독자인 부모
님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여백의 미’를 콘셉트로 아래를
비우고 위쪽을 집중적으로 장식한 김도현 사원은 사무실
자리에 걸어둘 예정인데, 리스를 주제로 직원들과 한마디
씩 나눌 수 있길 바랐다.
“연말이라 업무가 부쩍 늘어 힘들었는데 오늘 리프레시가
됐어요.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머릿속을 비우고 집중한 이
시간이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김도현 사원의 말에 “맞

아, 맞아!” 맞장구를 치며 웃는 동화인들.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또다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누구도 지친 기
색이 없었다. 각자의 리스를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가
는 이들의 발걸음은 밝고 경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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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행복한 기억을 영원히 담아둘 그릇을 만들기 위해
최광원 과장 가족이 도자기 공방을 찾았다. 새해에도 행복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길 기대하는 가족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Choi KwangWon and his familg participated in a pottery event
to make dishes that will always remind them of happy times.

동화기업 특판영업팀 최광원 과장 가족

도자기에 새긴 행복
두 손 가득 추억
패밀리 타임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가 만들었어요!
“나는 하트 모양 접시에 핑크색으로 공주님을 그릴 거야.” “아윤이를 그려보는 건
어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윤이만의 접시를 만드는 거지.” “좋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랑 보라색으로 만들어야지.” “엄마는 이 컵에 아윤이가 좋아하
는 다래랑 아이스크림을 그려줄게. 아빠한테는 보라색 꽃이 있는 접시를 만들어 달
라고 하자.”
도자기 페인팅에 앞서 초벌구이한 그릇을 고르는 아내와 딸의 대화를 최광원 과장
이 흐뭇하게 지켜본다. 언젠가 파주 헤이리 도자기 공방 쇼윈도 앞에 서서 ‘나도 그
림 그릴래’ 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난 모양이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혹시라도 공방
의 다른 체험객들에게 방해가 될까 걱정돼 아이를 달래며 돌아섰던 것. 여섯 살이
된 지금은 집중하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이벤트에 참여했다.
아내와 아윤이는 초벌구이를 마친 그릇 위에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도
자기 페인팅 체험’을 선택했고, 최광원 과장은 ‘색소지로 접시 만들기’에 도전했다. 기

초가 되는 소지(흙)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편 다음 색소지를 색종이처럼 납작하게
해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무늬를 만들면 된다. 소지를 다루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아윤이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도자기 페인팅을 권했는데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하고
아빠 무릎에 앉아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조른다. ‘딸 바보’ 미소를 머금은 최광원 과
장이 묻는다. “그럼 핑크색 꽃으로 할까, 보라색 꽃으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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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 완전한 행복
“지난 2년 동안 휴가다운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어요. 특판영업팀에서 일하는 남편
은 매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대안학교 교사인 저도 많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각별히 조심해야 했거든요. 어른들은 그래도 견뎠지만 여섯 살인 아윤
이는 정말 갑갑했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잠시 완화됐던 10월, 예정에 없이 떠났던 속초행이 지난 2년 동
안의 유일한 가족 여행이었다. 속초에 머문 시간보다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긴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한여름의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고요한 바닷가에 캠핑 의
자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자니 푸른 동해 바다를 통째로 빌
린 기분이었다.

기대로 가득 찬 2022년의 시작
“2021년은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해였어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시간
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요즘, 가장 아쉬웠던 것은 호기심 많고 꿈 많은
딸 아윤이가 새로운 것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일까? 아윤이가 좋아하는 보라색 색소지로 만든 접시에 딸의 이름을 새기면서 최광
원 과장은 이제야 2021년 행복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기분이다.
무엇보다 최광원 과장 가족은 2022년을 새로운 준비를 위한 해로 정했다. 2023년이
되면 아내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아윤이가 입학하기 때문. 그때까지 남은 1년 동

우리의 보라 공주 아윤이에게!

안 부부는 학부모가 되는 준비를 꼼꼼하게 해볼 계획이다.

“2022년도 뜻깊은 해가 될 거 같아요. 입사한 지 15년이 되는 해이고, 아내와 만난
지도 15년이 되는 해거든요. 더불어 진급 차수이기도 한데,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소식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eramic dishes for special moments

Choi applied for the pottery event because his six-year-old daughter,
AhYun, once told him she wanted to try her hand at making porcelain when
they were passing by a pottery shop. AhYun drew cute hearts on her dish,
while her mom drew her daughter’s favorite cartoon character on a mug.
Choi decorated his dish with purple flowers that his daughter liked very
much. It was a special time for the entire family. The year 2022 will be especially meaningful for Choi’s family, because it will mark 15 years of his

Kneading
Happiness

핑크색과 보라색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과
‘윙크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아윤아.
요즘 ‘싫다’는 말이 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2022년이면 아윤이가 일곱 살이 되더라. ‘싫다’고
말하는 습관도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아윤이라면
‘미운 일곱 살’도 ‘예쁜 일곱 살’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엄마랑 아빠는 아윤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윤이가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길 바라. 사랑해!

career at Dongwha and 15 years since he and his wife first met. He hopes
to bring good news to his lov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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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Shining Moments of 2021

푸짐한 시골 밥상처럼 애정으로 가득 찬 시간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김용한 사원
Kim YongHan Strategic Purchasing Team

‘위드 코로나’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시골 조부모님 댁을 오랜
만에 방문했습니다. 조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지으신 호박으로 같이
요리를 해 먹었는데 정말이지 꿀맛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마
무리돼 가족, 친지 모두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마음껏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As soon as Korea began to return to normalcy after the prolonged
pandemic, I visited my grandparents, who live in a rural area. We
cooked homegrown pumpkins together, and they tasted like honey. I hope the pandemic will end in 2022 and all my loved ones and
friends will be able to spend more time together.

포토 콘테스트

동화인들의 최고의 순간을 찾아서

2021 사진첩 속
빛나는 한 컷!

두 눈 가득 담은 백록담의 설원

아들과 자전거 종주, 꿈을 이루다!

동화기업 조직개발팀 김혜진 대리

동화기업 전략구매팀 김웅재 차장

Kim HyeJin Organization Development Team

Kim WoongJae Strategic Purchasing Team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건

호기롭게 도전한 한라산 당일치기 등산! 설산을 오른다는 기대감에 출발 직전

유난히 답답했던 2021년, 저희 가족은 일상 탈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가장 선명하게 남은 지난 순간들이 주는

까지 두근거리던 가슴은 등산 30분 만에 가쁜 숨으로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여행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아

에너지 덕분이다. 2022년 역시 빛나는

목젖까지 차오른 피 맛을 느끼며 도착한 정상에서 눈 쌓인 백록담을 맞이한 순

들과의 남한강 자전거길 종주! 서울 송파에서 출발해 충주호까지 약 170㎞. 길

간, ‘해냈다!’라는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새하얀 백록담을 두 눈에 담고

눈이 밝은 아들이 저를 리드했지요.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아들이지만 훗날

하산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것에 도전하자! 한계를 정하지

10대 시절을 되돌아볼 때 팬데믹의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 아빠와 함께했던 자

말고 두근거림을 쫓자!’라고 말이지요. 새해, 이 다짐처럼 새로운 경험과 추억

전거 여행이 빛나는 한 장면으로 남아 있길 바라봅니다.

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굿바이 2021, 웰컴 2022!”

The year 2021 was full of frustration. My family needed to escape

I ventured to take a one-day trip to Mt. Halla. When I finally reached

from the mundane, so we decided to take a trip. Cycling by the

the top, exhausted, my breath was taken away by the snowy vista

Namhan River with my son had been my longtime dream. We de-

of Lake Baeknokdam. After taking in the mesmerizing view, I de-

parted from Songpa in Seoul and cycled 170 kilometers all the way

scended the mountain with my legs shaking. I want to take on more

to Lake Chungju. My son, who has a good sense of direction, took

challenges from now on and keep pushing my limits. I hope 2022

the lead. I hope our cycling trip will stay in his memory for a long

will bring me new experiences and memories.

time when he recalls this gloomy time of spending his adolescence

추억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동화인들의 잊지
못할 그날을 사진으로 함께한다.
We are able to start a new year thanks to
the energy of the impressive moments
of the year gone by. Let’s hope that 2022
will also be full of shining moments.

during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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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슴에 품고 또 다른 출발선에 선 4분기 신규 입사자들.
한 해의 마무리가 유독 뜻깊었을 이들의 출사표를 들어보자.
The year 2021 was particularly special for our new employees.
Let’s hear their resolutions.

2021년 4분기 신규 입사자

온라인서비스팀 최인후 대리
Choi InHoo
Online Service Team

인사팀 이시은 대리
Lee SiEun
Human Resource Team

원창팀 김병수 주임
Kim ByeongSu
Wonchang Team

동화기업 입사 순간의 각오와

동화에서의 앞날이 어떻게

동화의 일원이 된 걸 기쁘게

다짐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펼쳐질까요? 저의 동화가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동화기업의 일원이 돼 기쁘고

잃지 않는 동화인이 되도록

기대되고 여러분들의 동화가

자세로 지금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감사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고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맞닿는 모든 시간들

동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동화와 함께 전력 질주!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속에 배울 점을 찾아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김충선 대리

원창팀 백지은 사원
Paek JiEun
Wonchang Team
동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Welcome Dongwha

엄상희 대리

재무관리팀 성재호 대리
Seong JaeHo
Financial Management Team

일에든 꾸준히 성실하게

동화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임하겠습니다. 동료들과

항상 ‘Why’를 생각하고, 주인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화로운

관점에서 업무에 임하는 사람이

동화인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윤상원 차장

조성찬 과장

박성열 대리

최인후 대리

김병수 주임

김부영 대리

김진주 사원

최찬순 대리

이시은 대리

백지은 사원

양병혁 사원

성재호 대리

왕소연 대리

이은송 사원

유병천 대리

김서림 사원

화학사업군
Chemical BU

해외영업팀 왕소연 대리
Wang SoYeon
Overseas Sales Team

임대운영팀 유병천 대리
Ryu ByeongCheon
Lease Operation Team

동화인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

‘동화인’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않고 바르게 성장해 회사는 물론

면접, 첫 출근 때의 각오를 잊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보탬이

않고 열심히, 또 잘하는 동화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되겠습니다.

연구개발2팀 이은송 사원
Lee EunSong
R&D 2 Team

임대운영팀 김서림 사원
Kim SeoRim
Lease Operation Team

동화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돼

동화인으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드립니다. 처음 동화의 문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두드릴 때 느꼈던 설렘을 잊지 않고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획수립TFT 김충선 대리
Kim ChungSun
Business Planning
Development TFT

소재사업군
Materials BU

동화기업의 새 가족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SF개발팀 윤상원 차장
Yun SangWon
Smart Factory
Development Team

온라인서비스팀 조성찬 과장
Cho SungChan
Online Service Team

끊임없는 열정으로 동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배움을

동화인으로 생활하게 된 요즘,

멈추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온라인서비스팀 박성열 대리
Park SungYeal
Online Service Team

정말 기쁩니다. 이를 원동력 삼아
에너지 넘치는 SF개발팀 동료들과
함께 역동적인 SF 플랫폼 확장을

충실하겠습니다. 언제나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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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개발팀 양병혁 사원
Yang ByungHyuk
Smart Factory
Development Team

Smart Biz팀 엄상희 대리
Eom SangHee
Smart Business Team

온라인서비스팀 김부영 대리
Kim BooYoung
Online Service Team

동화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먼저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맞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 ‘동화 가족’.
단지 ‘열심히’만이 아닌 똑똑하게
‘잘’해 회사에 보탬이 되는 유능한

온라인서비스팀 김진주 사원
Kim JinJu
Online Service Team
동화인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어 기쁩니다.

동화인이 되겠습니다.

자산개발팀 최찬순 대리
Choi ChanSoon
Property Development Team

있어 영광입니다. 항상 배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화의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의

입사만큼이나 힘들었던 시간을

자세로 스마트 비즈니스 수행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항상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양분 삼아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퍼블리셔가 되겠습니다.

오토사업군
Auto B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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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ng results through goal sharing
and communication

The 2021 leader workshop was held in October in
Dongwha Culture Village. The workshop started
with a lecture on what kind of leadership Dongwha

2021 동화 리더 워크숍

needs. It was given by Dr. Kim SungJun, an organi-

팀 성과를 끌어올려줄
탁월한 리더십
Superb Leadership Skills for
Upgrading Team Performance
새로운 인사 시스템 도입으로 HR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동화. 이러한 변화의 분기점에서 동화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우리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Dongwha has been promoting digital innovation of its
HR system, and the role of leader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Dongwha’s leaders have held a workshop to
find out what makes a good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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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공유와 소통을 통한 성과 혁신

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expert. At this year’s

2021년 동화 리더 워크숍이 지난 10월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진행

workshop, the participants mulled what it takes for a

됐다. 3차수로 나누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임원을 제외한 팀장

leader to produce impressive results and what kind

이상의 리더 87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의 첫 시간은 ‘동화에서 기

of leaders Dongwha needs based on big data on

대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2020년 리더 워크숍

domestic business leaders.

에서 팀장 리더십을 진단했던 조직문화·리더십 전문가 김성준 박

Dr. Kim said Dongwha’s team managers have ac-

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유수의 기업 리더들

cumulated a lot of experience compared to other

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도적 성과를 내는 탁월한 리더의 조건

corporations.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sharing

과 동화가 원하는 리더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

team goals and innovating results, which requires

해 안타까운 리더의 특징과 탁월한 리더의 특징, 리더가 경험의

good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is

덫에 빠지지 않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divided into providing work-related information

김성준 박사는 “동화의 팀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축적된 경험의

and emotional bonding among team members.

양이 풍부하며, 유수의 대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 무

If a team only shares work-related information,

척 탁월하다”면서 팀 목적을 공유하고 팀 성과 혁신에 주력할 것

building teamwork is difficult, whereas if the team

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다. 소통은 업

members only interact on an emotional level, it’s

무 정보의 소통과 팀원 간의 감정적인 소통으로 나뉘는데, 정보만

difficult for them to complete their work tasks

나누면 팀이 메말라 팀워크를 형성할 공간이 없고 정서적 교감만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To overcome these

하면 정보가 부족해 업무 진행이 어렵다. 이를 돕기 위해 동화에서

shortcomings, Dongwha plans to introduce a new

는 새로운 성과·인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result/personne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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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새로운 인재 관리 시스템 ‘워크데이 솔루션’
동화는 2022년부터 성과 및 인재 관리 툴로 ‘워크데이(Workday) 솔루션’
을 도입한다. 이에 리더 워크숍 오후 일정은 워크데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이유와 실제 사용법에 대한 강의로 채워졌다. 워크데이 솔루션은 글로

“고민을 공유하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

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단일 플랫폼에서 상

나는 어떤 리더일까?
리더 유형 살펴보기

시로 인력 계획, 인사 전 영역 운영 및 분석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기술이 진화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특징. 머신러
닝 기능이 활성화되고 동화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팀장이 고민하지 않아도

탁월형
사업가적 기질이 있으며, 균형 잡힌 높은 리더십
역량 수준을 갖춘 리더

배려·화합형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예를

2021
Leader Workshop

동화기업 그린서비스팀 최식헌 부장
Choi SikHeon, Green Service Team

들어 팀원 중 퇴직 위험도가 높은 사람, 성과 대비 급여가 낮은 팀원, 새로

어떻게 팀워크를 완성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이번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운 프로젝트에 적합한 팀원 등을 시스템이 추천해주는 것이다. 리더 워크

첫 시간은 팀장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제 자신을 되돌

숍의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조직개발팀 유돈 부장은 “워크데이 시스템의 도

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워크숍에서 오간 대화를 통해 ‘진짜’ 소통을 위해 팀장
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입으로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시키고, 팀원별 포트폴리오를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손쉽게 확인해 개별 인재의 전문 지식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Workday Solution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 2022 Dongwha will introduce a result/personnel

그뿐만 아니라 팀원 개인도 직무 경험과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인

management system dubbed “Workday.” The par-

사 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 교육을 추천

ticipants learned about the reason of introducing

해주거나 다음 직무의 경로를 설계해 제시하는 등 개인의 경력 관리에 도

the new solution and how to use it. “Workday” is

움이 될 전망이다. 유돈 부장의 강의 후에는 워크데이 솔루션을 어떻게 사

a Software-as-a-Service program used by many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난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

용해야 하는지 테스트하고 실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global corporations. It provides personnel-related

탁월한 팀장이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동화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의

planning and analysis services in a single platform.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연구개발3팀 홍찬화 차장

한계형

방향을 함께 공유한 자리. 지속적인 리더십에 대한 논의와 역량 강화를 통

Once its machine learning is activated and data is

Hong ChanHwa, R&D 3 Team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

해 동화인 모두가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팀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accumulated, it will learn data on its own and deliver

높은 기업관과 Integrity를 바탕으로 사람과 조직
관리 역량이 탁월한 리더

지시·실무형
의사 결정 및 업무 진행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

보편·무난형

it to team leaders. For example, it can recommend
team members who are highly likely to resign,
whose remuneration is too low compared to their
work performance, and who are fit to carry out new

“고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힐링”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입장 차이는 있지만 ‘리더는 모두 외롭고 힘들다’는 얘기
로 특강이 시작됐는데,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리더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
지 못했던 탁월한 리더의 조건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projects.
Director Yu Don from the Organization Development
Team delivered a lecture on how the Workday
system can help team leaders engage employees
more proactively and utilize each member’s professional expertise and potential efficiently by
viewing their portfolios easily. After the lecture, the

participants tried their hand at using the Workday
system.
By holding discussions of what makes a good leader and helping Dongwha members improve their
leadership skills, Dongwha will build a team culture
where each member can produce goo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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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데이 솔루션이 원활한
소통의 도구가 되길”
동화기업 S&OP팀 노하얀 과장
Noh HaYan, S&OP Team
신임 팀장으로서 팀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고민하며 유용한 조언들이 필요했
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네요. 실시간으로 성과 평가가 가
능하고 팀장과 팀원, 팀 전체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워크데이 솔루션의 도
입으로 목표 및 성과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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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비즈니스 혁신을 실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종
합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테크 인사이트(Tech Insight) 교육은 ‘기술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 시
대의 혁신을 이끄는 주요 기술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하나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

의 기술을 두 가지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매주 2명의 전문가가 기술의 속성을 심도 있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기술의 두 얼굴

게 설명하는 강연이 열렸다. 또 올바른 기술 활용과 CEO 역할에 대한 대담을 바탕으로 기

술 발전 및 활용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고, 기술 주도 사회에서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동화는 이번 강의를 직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사내 소통 채널 야머를 통해 ‘기
술의 두 얼굴’ 교육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기술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양면성을 이해하며 올바른 혁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을 통해 동화인들의 기술 리더십

동화인들이 기술 주도 사회를 대비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은 한층 강화됐다.

기술의 양면성을 살펴보는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Understanding technology is essential for proper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Tech Insight program helped Dongwha members improve
their leadership skills to prepare for a technology-driven society.

The Double Nature of Business
Innovation Technologies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echnology

To ensure a successful business innovation, understanding technology in a
cold-headed and balanced way is important. The Tech Insight program held from
November 11 to December 23 in seven sessions under the theme “The Double
Nature of Technology” wa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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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rive innovation in this day and age. To develop a broad perspective on

토픽

문제 이슈

테크 인사이트
커리큘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기본적 인권

provided by two experts each week. The participants also pondered the goal of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use based on discussions of the correct use of

Tech Insight
Curriculum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언택트 범죄

technology and the role of CEOs, and gained new insight on business management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가상 화폐의 보안 안전성

in a technology-driven society.

바이오 생명공학

빈부격차, 일자리, 세대 공존

Provided online and via Yammer, the program drew significant attention from

기후 변화/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의 두 얼굴! 온난화 주범 vs. 필수생체요소

Dongwha members, especially through diverse events. It helped them improve their

기술과 인간

기술의 발전, 혁신인가 위협인가

technological leadership skills by understanding the double nature of technologies

technologies, such as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lectures were

and finding the right direction for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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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동화>는
동화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NOTICE & QUIZ
사보 <그린동화>는 동화인들의 참여와 격려, 조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동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reen Dongwha” always welcomes its readers’
participation, encouragement and advice.
We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Quiz

우리 팀 자랑 한번 해볼까요?
Tell us about your team.

업무 성과가 돋보이는 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팀 등
좋은 팀워크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동화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2021년 12월 열린광장에서는 한 해 동안 동화가 일궈낸 유
의미한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동화인이 뽑은 2021 동화 굿 뉴스

Curious about Dongwha? Ask Anything!

에서 1위를 차지한 성과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평소 동화의 제품 및 서비스 중

① 동화기업 시가총액 2조 원 돌파
② 동화호주 전년 대비 2.5배 성과 달성
③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완성
④ 동화베트남 공장 건설 완료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취재를 요청해주세요.

지난 호 퀴즈 당첨자
DWAU 황길영

법무팀 박은균

전략마케팅팀 함승완

PB공장 조한우

보드연구팀 정보라

전략마케팅팀 이주연

S&OP팀 공영회

생산지원팀 최유람

조직개발팀 김혜진

S&OP팀 박민지

설비기획팀 김중기

조직개발팀 조윤진

SF기획팀 안준선

소재경영관리팀 김준태

조직개발팀 김호겸

SF기획팀 임정환

엔지니어링팀 이정호

총무팀 박은선

SW추진팀 홍석빈

엔지니어링팀 안인철

커뮤니케이션팀 조영학

SW추진팀 박상훈

연구개발1팀 빈유림

표면재생산팀 김지혜

가공보드공장 이정은

연구개발1팀 박종호

품질관리팀 원진영

경영관리TFT 최영석

연구개발2팀 안현석

품질관리팀 권병욱

경영관리팀 이진아

연구개발2팀 윤정아

품질관리팀 조승오

경영진단팀 이준호

외주관리팀 김기태

품질관리팀 윤기찬

그린서비스팀 이순철

외주관리팀 이준현

품질관리팀 김호준

글로벌회계세무팀 유지혜

재무관리팀 이윤석

품질관리팀 송영옥

기술기획팀 박용훈

재무관리팀 최진원

화학소재연구팀 김상진

Q2. 하노이 공장을 준공한 동화베트남은 우수한 마루 브랜드를
베트남 전역에 알리고자 마루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이번 광고의
전면 모델이자 베트남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2위로 꼽힌 이 사람
은 누구일까요?
① 박찬욱 감독
③ 박항서 감독

② 차범근 감독
④ 손흥민 선수

지난 호 퀴즈 정답
* 지난 호 퀴즈 당첨자 분들께는 2022년 1월 중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Q1. ④ 하노이

Q2. ② 보드 물류창고 자동화

문의 동화기업 인사홍보실 커뮤니케이션팀 황세희 대리 Tel 02-2122-0568 E-mail shhwang@dongwh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