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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kt wiz 파트 야구장



‘큰 밝음’이라는 의미의 태헌은 1986년 창립하여 80년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시작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남양주 별내지구, 서울 마곡지구 가로등을 비롯해 

이 땅의 도로 및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스포츠 조명에 집중 투자하여 국내 최대 실적, 최고의 스포츠조명 

전문 업체로 자리 매김하였고 반포 대교, 한강 르네상스 여의도 난지, 이천 지구, 

여수 엑스포 등 국내 굴지의 경관 조명 사업에도 참여하여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차세대 플라즈마광원을 채택한 첨단 조명시설

의 국책 사업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서울 공공 디자인 수상 7회, 경기도 공공 디자인

2회, LH 가로등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수상을 비롯한 특허 4건, 디자인특허

70여건을 등록하는 등 꾸준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어떠한 기술적 요구나

디자인 Needs에도 즉각 대응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헌은 이러한 기술력과 현장대응력을 가지고 일본, 중동 등 외국으로 수출하기에 

이르렀고 평택 미군 기지, 신설 된 기아 타이거즈 챔피언스 필드, 수원 kt wiz 구장에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께 더욱 ‘큰 밝음’을 선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  립  자 / 회  장   고    한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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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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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헌 

(KS, ISO 9001, ISO 14001,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영업 및 서울사무소 : (02)769-1220~3

본사 및 공장 : (031)354-5901~3

영업 및 서울사무소 : (02)780-8222

본사 및 공장 : (031)354-5900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B/D 1026호                

                 (우:150-749)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우:445-909)

 

www.taehun.co.kr

taehun@hanmail.net 

taehun.webhard.co.kr

ID : taehun  password : 1220

COMPANY NAME

PHONE

FAX

ADDRESS

URL

E-MAIL

WEBHARD



By TAEHUN 05

198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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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7

             

              

1989.  09 

1989.  12 

1992.  08

1994.  11

1995.  05 

1996.  10

 

(주)태헌 설립

상표 및 상호 등록 

공장등록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가입

무역업 허가 획득

품질관리등급 획득

유망 중소기업 지정

건설업 면허 획득

제 69호 병역특례업체 지정

분임조 등록

품질시스템 (ISO 9000)인증서 획득 

기업부설 - 디자인 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가로등, 공로패 수여

고창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공로패 수여 

강촌 스키리조트 조명타워 제작, 납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가로등, 조명타워 제작, 설치

중국 LG전자 공장내 조명타워 제작, 설치

안성시 조명타워 제작, 설치 공로패 수여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 2000) 인증서 획득

철재 가로등주 KS 인증 획득 

신대구 부산간 도속도로 가로등주 제작, 설치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서 획득

파주 운정 신도시 가로등 디자인 공모전 주변 가로부문 우수상,

상징 및 문화 가로부문 가작 수상

벤처, 이노비즈 기업 인증

안성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김천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하남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서울시 감사장 수상 (계약심사업무관련)

고성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산연 공동기술 개발지원 사업 선정

연천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영광 스포티움 조명타워 제작, 설치

한강 르네상스 반포대교 경관 등기구 납품

곤지암 스키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제천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가평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서일대학 산학협동 협정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가로등주 제작, 설치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가로등주 제작, 설치

목포FC 축구센터 조명타워 제작, 설치

동해시청 조명타워 제작, 설치

2009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제주 서귀포 체육시설 조명타워 제작, 납품

한강르네상스 여의도, 난지지구 경관 가로등 제작, 납품

영월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부산신항 조명타워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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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0.  06  

2010.  08

2010.  09

한강공원 나들목 경관조명 납품

시흥 희망공원 조명타워 제작, 설치

아산 탕정 삼성전자 GWP파크 조명타워 제작, 설치

소피아 CC 골프장 조명타워 납품

여수 CC 골프장 조명타워 납품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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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4

2011.  05

2011.  07

2011.  08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04

2012.  03

2012.  06

2012.  07

2012.  08

2012.  10

2012.  12

2013.  01

2013.  02

2013.  04

2013.  05

2013.  06

2013.  07

2013.  10

2013.  11

2014.  01

2014.  03

2014.  04

2014.  05

2014.  06

2014.  07

2014.  08

2014.  11

2015.  02

2015.  03

강원대학교 조명타워 제작, 설치

학생중앙군사학교 (ROTC) 연병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가로등주 제작, 납품

상주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2011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강원도 양양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설치

부산 기장군청 월드컵 빌리지 조명타워

LH공사 별내지구 가로등주 제작, 납품

한국 도로공사 가로등주 3000여본 납품

한국 철도시설공단 자기부상철도 차량기지 조명타워

인천 청라지구 가로등주 납품

경인 아라뱃길 가로등, 조명타워 납품

여수 EXPO 경관조명 납품

제주신화역사공원 가로등주 제작, 납품

광교 신도시 가로등주 조명타워 제작, 납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면허번호 | 경기-03894)

지식 경제부 장관 표창장 수여

양주 백석체육공원 조명타워 제작, 납품

대구 만촌 자전거 경기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2012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4건 선정

삼천포 공설운동장&주변체육시설 조명타워 제작, 납품

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등기구 납품

서산 한화야구단 조명타워 제작, 납품

장안천 야구장 제작, 설치

나트륨/메탈 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인증 획득  

LED 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 KS 인증 획득

부여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한국개발연구원 조명타워 제작, 납품

안동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LH 대구 옥포 가로등주 제작, 납품

광주 기아 타이거즈 챔피언스 필드 조명타워 제작, 납품

시흥 소망야구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2013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SH공사 내곡지구 보안등주 제작, 납품

고한곤 각자 대표이사 취임

장애인기업 인증

모범중소기업인 표창장 수상

화성 동학산 체육공원 조명타워 제작, 납품

제주 연정 테니스장 조명시설 증설, 납품

두산 2군 야구장 등기구 납품, 설치

해남 우슬테니스장 조명타워 제작,납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LED 보안등기구 고효율 인증 획득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조명타워 제작,납품

구례 공설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표창장 상패 수여

수원 성균관대학교 축구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테니스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LED 가로등기구 고효율 인증 획득

조명타워 단체표준인증서 획득

서울 마곡지구 가로등주 제작, 납품

철재 가로등주 KS 인증 품목 추가

SH공사 천왕지구 가로등주 제작,납품

2014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2건 선정

2014 경기도 우수 공공디자인 2건 선정

서산 보조 축구장 조명타워 제작,납품

수원 kt wiz 파크 야구장 조명타워 제작,납품

광양 축구 전용구장 조명타워 제작,납품

2015 광주 하계 U대회 수영장 등기구 납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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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볼트 조명타워 THP1-101

제 품 설 명
유지보수시 작업자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스텝볼트를 설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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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olt lighting tower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스텝볼트

적용높이 : 15~20m

설치장소 : 운동장,골프장,스키장,

        ‘‘    도로/항만,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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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망 조명타워 THP1-201

제 품 설 명
유지보수시 작업자가 안전하고 쉽게 오르내리도록 안전망 사다리를 설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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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protection lighting tower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안전보호망

적용높이 : 15~30m

설치장소 : 운동장,골프장,스키장,

        ‘‘    도로/항만,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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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조명타워 THP1-301

제 품 설 명
동력을 이용해  유지보수시 작업자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리프트를 설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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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lighting tower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리프트식

적용높이 : 30m~

설치장소 : 운동장, 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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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철식 조명타워 THP1-401

제 품 설 명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여 접철이 되는 폴로 작업자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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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lighting tower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접철식

적용높이 : 15~25m

설치장소 : 도로/항만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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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강식 조명타워 THP1-501

제 품 설 명
상부 구조물이 승하강이 되는 폴로 작업자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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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vator lighting tower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승하강식

적용높이 : 15m~

설치장소 : 도로/항만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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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주 조명타워 THP1-601

제 품 설 명
견고한 폴을 기반으로 유지보수시 작업자가 쉽게 오르내리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을 설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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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bace lighting tower

제 품 사 양

제품형태 : 4본주

적용높이 : 20~35m

설치장소 : 도로/항만, 기타 체육시설 등

제품지원 : 설계지원 및 A/S 등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가능

설치사진



안전 보호망 조명타워

리프트 조명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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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타워 THP1

스텝볼트 조명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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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강식 조명타워 

4본주 조명타워

조명타워 THP1

접철식 조명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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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다리 조명타워

암사동 선사주거지 상징타워 승하강식 상징타워

기타 조명타워 THP1-701

조명 상부 구조물 



* 모든 제품의 사양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제작될 수 있습니다.



www.taeh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