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경 서호준 장시현 조수정

청년과 기업을 잇는 다리



우리가 당면한 과제, 청년실업

OECD국가 중
니트족 비중 3위

‘니트족’이란?
의무교육을 마친 뒤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출처-통계청]

[출처-중소기업연구원]

10.9(2014.02) 11.1(2015.02)

7.9(2014.11) 7.4(2015.10)

12.5%(2016)

청년실업율 12%
1999년 이후 최고치 기록

낮은
급여
수준

사회의
부정적
시각

낮은
복리
후생

성장
비전
부재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이유

58.2%

15.4% 10.4%16%



경북의 히어로 ‘경벤저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다!

아이언 수정

토르 다경

캡틴 시현

헐크 호준

경벤져스! 위기야!
중소기업에서도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와 쾌적한근무환경이 보장되
는 곳을 찾아보자

크아아! 작지만 튼실한 기업은 많지!!
청년실업을 해결할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돌입하자 쿠오오!

차세대비전이
뚜렷한 기업을 찾아

보겠어

좋아!일에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자



‘희망이음 프로젝트’ 를 진행!
청년 실업률을 잡기 위해

>>총 5개의 기업을 방문



경북에서 소리를 만들어
세계에 메아리를 퍼트리는 기업

경벤져스가 선택한 기업
방문한 5개의 기업 중

DYNA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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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전자악기
[Dynatone] 생산

〮 KEC 분사
(주)다이나톤으로

사명 변경

〮 국내 최초 124POLY ‘RPS 
V3 SOUND’ 개발

〮 국내 최초 세계정상급 해머
터치 ‘NEW-HWS’건반 개발

〮 한국표준협회 ‘디지털 피아
노 부분 으뜸이 마크‘ 8년 연

속 획득(2002~2010)

〮 서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선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어쿠스틱기타, 바이올
린, 플룻 등 관 〮 현악기

출시, 사업영역 확장

〮 ARHA 건반 개발
〮 국내 최초 디지털피아노
전용 어린이페달 개발 및

특허출원

〮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악기
(전자악기) 부문 1위 선정

〮 우수디자인 선정, 
AT&D Korea 브랜드 선정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

흥원)

〮 다이나톤 미국법인 DAC설립
〮 일하기 좋은 기업 100선

선정(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 글로벌 IP스타기업선정
(경북지식재산센터)

〮 지능형 디지털피아노 개발
〮 글로벌 창의 ,혁신 우수기업

선정(한국산업단지공단)

〮 세계 3대 악기전시회(독일,미
국,중국)참가 (15년 연속)

〮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산업통
상자원부 장관)

〮 국내최초 256POLY ‘ROS 
V5&V5 Plus SOUND’개발

〮 ARHA-3I건반 개발

기업 연혁



• 해외연수
• 사내에 음악강사
• 뛰어난 아티스트 지원

• 드라마 CF 예능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에 협찬

• 200억 이상의 매출

• 가족같은 분위기
• 피아노연주회를 온

듯한 근무환경

• 9년동안 디지털 악기
부분에서 국내판매와
세계수출의 최고 반열

대한민국 최초
디지털 악기 생산

직원성장
우선시

세계 30여개국
악기 수출

쾌적한
근무환경



경영이념
다이나톤이 추구하는

삶의 행복을 선사하는
고객 중심적 경영

자연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생산



인재상
다이나톤이 원하는

스펙보다는 회사를 생각하는 마인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기업탐방과정

기업소개 다이나톤 대표 제품 시연회 공장 견학

도상인 전무이사님을 만나 회사에 대
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박하영 연구원님께서 직접 주력 모델
피아노를 시연해 주셨습니다.

생산 과장님의 인솔하에 공장 내부
를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탐방과정

공정과정에 대한 설명 피아노에 들어가는 부품들 단체사진

생산 과장님께서 공장을 돌면서 공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곳, 저 곳에 있는 피아노의 부품들
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방을 마치고 다이나톤 방문을 기념
하기 위해서 단체사진!!



공정과정
투입공정
피아노의 기본인 현을
투입한다. 현을 수평으
로 맞추고 현마다 지정
된 소리가 나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기능검사
공정
완성된 피아
노(콘솔)의
모든 소리가
정확한지 확
인하는 공정. 
(479회 생활
의 달인)

탑보드
공정
최종적으로
피아노의 형
태를 만드는
공정. 이 공
정 후 우리가
아는 제품의
형태가 완성
된다.

외관검사
공정
완성된 제품
의 외관에 흠
집이 없는지
조립은 잘 되
었는지 확인
한다.

건반공정
피아노 현에
건반을 수작
업으로 끼워
넣는다.

콘솔공정
(기능)
디지털 피아노
의 기능 투입
공정. 녹음 파
일 저장 및 기
본적인 기능
장착한다.

폴보드공정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디지털
피아노의 틀을
제작한다.

최종검사
공정
마지막으로
피아노의 완
성도를 검사
하는 공정. 
여기서 피아
노의 소리, 기
능, 외관 모
두 검사한다.

포장공정
완성된 제품
이 출고 가능
하도록 포장
하는 공정.



연구원박하영씨

다이나톤 EPISODE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다이나톤 피아노를 사용했었는데
그 때 제품 사용후기를 적어서 다이나톤 회사에 직접

보냈어요. 고객 입장에서 제품의 장단점을 아주
정직하게 적었어요.

그 때부터 다이나톤과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 후 대학은 전자과를 나왔지만 내 손으로 만드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년 20%이상의 수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다이나톤의 악기들”

01 디지털피아노

하이그로시 디지털피아노
업라이트 디지털피아노

스테이지 피아노
전자오르간

02 관현악기

어쿠스틱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03 미디기기

USB컨트롤러 키보드



신제품 기획 (융〮복합기술)

1인 1악기 시대 도래
생활수준 향상, 감성교육 열풍
→ 디지털 피아노 수요 증가

이동연주 공연문화 확산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  문화산업발전
→ 포터블 악기 시장 성장 예상

스마트기기,SNS 활용 증대
초 연결사회의 진입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수요 증가
→ 디지털 악기의 Smart 

Convergence 필요
→ 소비자의 Needs를 파악한 다양한

Hardware & Software 개발

차세대 산업과 IT산업에 도전하는

“미래가 있는 기업”



1

2

3

4

이동성을 극대화한 초경량 제품설계

소재, 부품, 건반, 외장 디자인 혁신을 통한 경량화 기술 개발

연주감을 극대화한 초경량 고강도
건반탑재

3단계 측압반응형 고감도 건반 개발

스마트기기 연동 모바일 컨트롤러 개발
스마트기기 연동을 통한 피아노 기능 제어용
H/W 컨트롤러 개발

스마트기기 활용 SNS연동 S/W개발

피아노 연주의 사용자 경험을 SNS를 통해 저장, 공유

다양한 모바일/SNS 플랫폼과 연동
언제 어디서나 휴대/연주가 가능

핵심경쟁력



다양한 Social Platform 연동
연주 음원, 영상, 사용자경험 공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악기로 연주
집, 학교, 공연장, 버스킹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Piano Control
피아노 교육, 게임 등 App활용

기술가치



기술개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기존회사를 IMF때 정리하면서 하던 사업을 이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원대하지 않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보람찬 순간은 언젠가요?

초기에는 내가 설계한 것이 생산 된 것을 보았을 때가 가장 보람찼
었고 지금 경영자로서는 직원수가 늘어갈 때, 즉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보람찹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을 두자면?

다이나톤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단가를 낮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유럽 생산 기준을

맞춰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한다고 자부합니다.

Q&A



다이나톤을 방문 하고 나서



정말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여
회사를 일구어 발전시키는 직
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미 큰 대기업에
서 일하는 것보다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에
서 일하며 그 회사가 성장해가
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이번 기업탐방으로 인해 다
시 한 번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
이 중소기업을 기피하여 오
히려 작은 회사에서는 사람
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기업
으로 선정된 회사들을 탐방
하며 현장을 체험한 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많
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이나톤이라는
작은 기업에서 만들어진 악기
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유명 악기 제조업체들과 당당
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 보고
작은 회사도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성장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업탐방을 통
해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을 다
시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중소기업을 바
라보는 시각 때문에 중소기업
으로의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기업탐방을 통해
회사의 연혁과 규모, 기술 수
준, 비전까지 들어보니 기존의
편견을 타파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본인의 열정을 대기업
이 아닌 회사에서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방 후기



다이나톤 홍보활동

블로그 개설
http://blog.naver.com/wkdqudrl123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희망이음-프로젝트_다이나톤-150409718765443/



청년과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