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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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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팀소개

DYETEC &

HOPELINK

D-LINK

다이텍연구원과
희망이음프로젝트를

연결짓다. 



01. 팀소개

이효빈(22)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3학년

김예은(22)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3학년

희망이음서포터즈 6기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숨은 보석같은 기업이 많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비롯하여 SNS홍보를 통해 청년
인재와 우수기업을 연결하고자 힘 썼습니다. 이번 우수 후기 공모전을
통해서도 지역의 강소기업을 널리 알려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0월 기업탐방을 통해 다이텍연구원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희망이음프로젝
트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칠 뻔 했습니다. 섬유산업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알짜배기 기업, 다이텍 연구원! 직접 다녀오고 느꼈던 점을 공모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1. 기업소개

기술과 인재로 미래 섬유산업을펼쳐가는기업“ ”

설립일

업종

연구개발

기업형태

1995년 3월 28일
(업력 22년)

염색관련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

총 참여기업 497기업
사업비 265.7억원
(2016년도 기준)

중소기업
도약기업
(설립한 지 20년 이상)



01. 기업소개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이사장실, 원장실, 총괄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융합신소재본부, 기업지원본부

기능성섬유본부, 입주업체

섬유소재종합솔루션센터, 섬유HRD센터, DTP팀

신상품개발센터

기능성센터

슈퍼소재융합가공센터

기술창조발전소 건축 中



01. 기업소개

01 02 03

환경부 수질측정대행기관
(대구시 제 15호)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
(제92호)

해양경찰청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2008-3호)

시험분야 인정 현황



02. 주요사업

섬유관련 중소기업

기업지원 분야
(6개 분야)

연구개발 분야
(3개 분야)

중소기업R&D Support 및 협력지원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컨설팅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동
개발

사업 추진 내용 총괄



02. 주요사업

기업지원분야 주요사업 추진내용 (1)

시험분석지원 염색 및 가공 시제품 지원DTP 시제품 지원

❖ 시험분석 지원: 염색 결점 분석

❖ 기기분석 지원: 물성, 성분 분석

❖ 환경분석 지원: 폐수, 수질 분석

❖ DTP 디자인 개발 및 소재적용

❖ 기술을 통한 제품화

❖ DTP 출력 및 샘플 제작

❖ DTP 기술상담 및 교육지원

❖ 염색 칼라 매칭 CCM,CCK 지원

❖ 염색 신제품 개발, 시제품 지원

❖ 첨단 가공 지원

❖ 국내외 기술 컨설팅



02. 주요사업

기업지원분야 주요사업 추진내용 (2)

기술 지원 교류 지원인력양성 지원

❖ 기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

❖ 중소기업 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

❖ 기업인증지원

❖ 기술 보급 : 첨단염색기술 책자

❖ 현장 재교육, 최신 염색기술 과정

❖ 제품 평가 및 재현성 실무자 과정

❖ 학사 연계 과정

❖ 기업 인력 고용 약정 운영

❖ 글로벌섬유비전포럼 기술

세미나 개최

❖ 해외기술 및 시장동향 자료보급

❖ 국제 공동 R&D 사업 진행



02. 주요사업

연구분야 주요사업 추진내용

PRICE

PLACEPROMOTION

기초 기술 분야 실용 기술 분야응용 기술 분야

•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코스메틱 섬유

• 전략적 핵심소재

- 신아마이드 섬유 개발

• WPM사업(핵심 10대 소재)

- 플리케톤 섬유소재 개발

• IT,NT,BT 기술 융합을 통한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 섬유스트림 간 협력 기술

• 슈퍼소재 융합제품화 사업

• 환경기술 사업

• 섬유소재솔루션센터

• 연구장비 플랫폼 구축사업

•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

으로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사업규모: 년간 50억원 사업규모: 년간 100억원사업규모: 년간 150억원



섬유염색산업에서 발생되는 염색폐수의
처리기술개발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환경04

02. 주요사업

R&D지원분야 추진내용

PLACE

01
헬스케어 섬유소재 및 제품
활동성,건강증진을 위한 섬유소재
미용,바이오 의류소재인 코스메틱 섬유

의류패션용 02
외부로부터 시선 차단, 빛과 열의 조절,
보온과 흡읍의 효과를 가지며 실내장식
기능을 가지는 섬유소재 및 제품

생활용

03산업용

오염방지막, 오일펜스, 유흡착제, 전지분리막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용 섬유 개발



02. SWOT분석

S W O T
Strenghts Weaknesses Oppurtunities Threats

 차별화된 가공 기술 개발

 전문적인 인력 양성

 기업밀착형 서비스 지원

 소비자 분석 마케팅

 고객 네트워크 비활성화

 전문적인 기술로 미래 육성

사업에 적합함

 연구원과 기업의 전담인력

구성으로 상시협의체제 가능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기업 간 경쟁력 심화



03. 복리후생

PLACE

• 주택지원대출
• 사택/기숙사 운영 및 지원

• 우수사원 금전포상
• 장기근속자 금전포상

• 어학 교육비 지원
• 기타 자기계발비 지원



03. 복리후생

PLACE

• 사내 동호회 지원
• 콘도 및 휴양시설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명절 선물/귀향비 지원

• 직원 통근 버스 운행
• 야간 교통비 지급



03. 인재상

PLACE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인재



04. 질의응답

PLACE

다이텍연구원만의 차별화된 복지혜택이 있나요? Q.

우리 기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커피숍을 가지고 있
습니다. C동 3층 연구원 내부에 카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입점한
것이 아닌 연구원 자체에서 개설되었습니다. 커피값이 저렴하니 사
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A.

신입사원 채용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Q.

학점은 3.0 이상을 서류에서 봅니다. 토익은 700점이상 정도 되면
어느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얼마나
센스있게 말을 잘 풀어나가느냐 입니다.

A.



04. 탐방후기

PLACE

A동부터 G동까지 회사 건물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C동에는 사내 카페까지 있어서 직원들

의 휴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섬유제품의 부가가치가 결정되는 핵심 부분인 염

색 가공 분야에서 첨단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

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대구지역의 우수기업인 다이텍 연구원!

직접 기업탐방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효빈(22)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3학년 김예은(22)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3학년

기업탐방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채용담당자의 설

명을 비롯하여 생산공장 탐방까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신입

사원 채용할 때 궁금했던 저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묻

고 직접 답변을 들었던 것 입니다. 또한 다이텍연구원

이란 곳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업 소개시간에 나눠주셨

던 안내책자를 챙겨와서 읽어보았는데 마치 이 기업

이 대구에 숨어있던 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04. 탐방후기

PLACE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