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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홀딩스는 2012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나가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비전과 함께 동화홀딩스는 창립 65주년의 2012년을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원년의 해였다. 2012년은 (1) 꾸준한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사업으로의 확

장에 성공한 해이다. 또한 기업의 핵심가치인 ‘변화와 혁신’의 DNA를 토대로 목재 기반의 전

통적 사업인 소재/하우징 사업군을 뛰어 넘어 자동차 비즈니스라는 (2)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성과를 이룬 해이기도 하였다.  

[글로벌 사업확장의 성과]  
- 아시아 최대 MDF 공장, 아시아 1위, 세계4위 글로벌 보드기업으로의 도약 

 2012년 8월, 동화홀딩스 승명호 회장은 보드산업 분야에서 쌓아온 동화의 기술력과 운영 노

하우에 베트남의 자원과 노동력이 더해져 글로벌 MDF업계에서 성공적인 합작자회사인 VRG
동화 준공에 성공했다. 베트남 국영기업 `베트남고무그룹(VRG)`과 합작해 2010년 첫 삽을 뜬 

지 2년여만에 단일 규모로 아시아 최고의 공장을 완료하였다. 베트남 사업장의 공장완공으로 

인해 동화기업은 국내외 공장에서 연간 144㎥의 MDF를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 1위, 세계 4위
의 글로벌 보드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동화홀딩스, 호주에 최첨단 목재 제재 공장 준공!
 2013년 5월, 동화홀딩스의 호주 법인인 동화팀버스(Dongwha Timbers)는 호주공장을 완공하

여 글로벌 시장 확대를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완성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봄발라

(Bombala)에 위치한 동화팀버스 호주 공장은 축구 경기장의 약 7배에 달하는 36만㎡ 부지 위

에 건설되었다. 연간 30만 톤의 원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15만㎥의 제재목, 데크재 등을 생산

하게 되었다. 이 제재공장은 향후 사업성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되어 사업 추진 초기부터 호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2008년 호주 주정부는 

‘나무 프로젝트’를 위해 공장 가동 후 20년 동안 연간 27만 톤의 원목을 동화팀버스에 제공하

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지역 개발,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약 160억원을 동

화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신규 사업으로의 도전과 성과]  
동화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자회사 동화오토앤비즈는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단지(2011년)
와 수출단지(2012년)를 오픈하였다. 중고차 매매단지는 오픈한지 1년 여만에 손익분기점 기준 

흑자로 전환되였으며, 2013년에는 중고차 경매장을 개장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2013년 새롭게 선보이는 동화의 중고차 경매장 ‘엠파크 옥션플러스’는 2011년 중

고차 사업을 본격화한지 2년 만에 경매-매매-수출로 이어지는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

는 성과를 냈다. 이에 모기업인 동화홀딩스는 엠파크 옥션플러스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2013년) 5,300대 거래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주간 출품 대수1,000대, 
연간 거래 대수 24,000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매 사업으로 올해 35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기대하고 있다.

출품작 소개(Brief Introduction)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동화홀딩스 홈페이지(국문): http://www.dongwha.co.kr/ 
(영문) : http://www.dongwha.co.kr/english/index.asp
동화홀딩스 웹진 : http://www.dongwha.co.kr/pr/webzineList.asp
동화홀딩스 사보웹진_VRG동화 준공식 :
 http://www.dongwha.co.kr/upload/2012/09/Namudongwha_2012_3rd.pdf  
동화홀딩스 사보웹진_호주 나무(Namu)프로젝트

http://www.dongwha.co.kr/upload/2013/05/Greendongwha_2013_1st.pdf
동화홀딩스 사보웹진_동화 엠파크 :
 http://www.dongwha.co.kr/upload/2012/02/Namudongwha_2012_1st.pdf

[언론/뉴스] 
아시아 최대 MDF공장 준공 뉴스_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46047
동화호주사업장 준공식_호주ABC뉴스 :
 http://www.abc.net.au/local/audio/2013/05/13/3758186.htm?site=southeastnsw
국내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 '엠파크' 인천서 오픈_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31193

동화옥션플러스 개장_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275811

회사소개:(영어/한글로 400단어 이내)

동화가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이 시작된다. 

동화홀딩스는 1948년 4월 창업 이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

화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왔다. 성장의 원천이 되었던 목질 판상재 사업의 기술력을 바

탕으로 소재, 화학, 바닥재, 건축 내장재, 주택건설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

장하며 마켓 리더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 이끄는 자회사들로 동화기업/대성목재/동화자연

마루/동화네이처하우스들이 국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홍콩, 뉴질랜드, 호

주, 베트남 등 해외 사업장의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동화오토앤비즈의 자회사를 주축으로 중고차 매매, 
수출, 경매 사업 등을 아우르는 카-라이프 비즈니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신개념의 

자동차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동화홀딩스는 새로운 자동차 생활 문화와 유통 

서비스를 통해 즐거움과 신뢰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고객 가치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동화홀딩스의 비전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 

이를 위한 기업문화의 DNA로 핵심가치를 ‘행복, 신뢰, 인재중시, 변화와 혁신, 윤리투명 경영’
을 선정하여 사내 임직원들에게 비전과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 활동들로 지난 60여 년 동안 ‘성공 DNA’로 동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

다.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고객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화홀딩스가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