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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남양주 별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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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시

설의 국책 사업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서울 공공 디자인 수상 7회, LH 가로등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수상을 비롯한 특허 4건, 디자인 특허 70여건을 등록하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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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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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말 / 회 사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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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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로 등

조 명 타 워 공 원 등

등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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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연 혁
1986.  11 

198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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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 규격(KS) 표시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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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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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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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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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6  

2010.  08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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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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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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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조명납품

제주신화역사공원 가로등주 제작, 납품

광교 신도시 가로등주 조명타워 제작, 납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면허번호 | 경기-03894)

지식 경제부 장관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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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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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시흥 소망야구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2013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고한곤 각자 대표이사 취임

장애인기업 인증

모범중소기업인 표창장 수상

화성 동학산 체육공원 조명타워 제작, 납품

제주 연정 테니스장 조명시설 증설, 납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구례 공설 운동장 조명타워 제작, 납품 공로패 수여

2010



가로등

공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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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소 개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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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STREET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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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유니온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시티유니온 SS400 7~12M

제품설명
제 2, 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로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장식을 사용하지
않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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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union THP2-902

SS400

7~
12M

21780381
21780382
21780383
21780385

21780373  
21780374  
21780375  
21780377  
21780378
21780379

시티유니온(일체형)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9020710, 7m, 1등용
THP2-9020810, 8m, 1등용
THP2-9020910, 9m, 1등용
THP2-9021010, 10m, 1등용

THP2-902071, 7m, 1등용
THP2-902081, 8m, 1등용
THP2-902091, 9m, 1등용
THP2-902101, 10m, 1등용
THP2-902111, 11m, 1등용
THP2-902121, 12m, 1등용

규격

시티유니온(분리형)

  나라장터 식별번호 규격

설치사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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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틸라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코스틸라 SS400 7~12M

제품설명
제 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로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두개의 보조암으로 가로등주에
용접 연결이 되어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안정성이 더 고려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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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illa THP2-901

21169860
21169864
21169893
21169894

21169899
21169900
21169901
21169902

코스틸라(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901071, 7m, 1등용
THP2-901081, 8m, 1등용
THP2-901091, 9m, 1등용
THP2-901101, 10m, 1등용

THP2-901072, 7m, 2등용
THP2-901082, 8m, 2등용
THP2-901092, 9m, 2등용
THP2-901102, 10m, 2등용

규격

코스틸라(2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규격

설치사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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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윈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커브윈 SS400 7~12M

제품설명
제 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로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밴딩기법으로 커브를 주어
다른 가로등과 다른 디자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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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win THP2-904

21780373
21780374
21780375
21780377
21780378
21780379

커브윈(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904071, 7m, 1등용
THP2-904081, 8m, 1등용
THP2-904091, 9m, 1등용
THP2-904101, 10m, 1등용
THP2-904111, 11m, 1등용
THP2-904121, 12m, 1등용

규격

설치사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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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론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와이론 SS400 7~12M

제품설명
제 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로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Y자 모양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뻗어 나가는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암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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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on THP2-903

21780373
21780374
21780375
21780377
21780378
21780379

와이론(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903071, 7m, 1등용
THP2-903081, 8m, 1등용
THP2-903091, 9m, 1등용
THP2-903101, 10m, 1등용
THP2-903111, 11m, 1등용
THP2-903121, 12m, 1등용

규격

설치사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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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커브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크로스커브 SS400 7~12M

제품설명
제 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로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곡선과 곡선 암의 만남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심플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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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curve THP2-9132

설치사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7~
12M

SS400

21780373
21780374
21780375
21780377
21780378
21780379

크로스커브(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904071, 7m, 1등용
THP2-904081, 8m, 1등용
THP2-904091, 9m, 1등용
THP2-904101, 10m, 1등용
THP2-904111, 11m, 1등용
THP2-904121, 12m, 1등용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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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팔각테파 SS400 7~12M

제품설명
POLE의 형태가 팔각/원형으로 제작되며 가로등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국도 및 지방에도 보편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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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r THP2-201

20773937
20773938
20773939
20773940
20773941
20773945
20773947

팔각 테파(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071518, 7m, 1등용
THP2-081518, 8m, 1등용
THP2-0851518, 8.5m, 1등용
THP2-092018, 9m, 1등용
THP2-102018, 10m, 1등용
THP2-112818, 11m, 1등용
THP2-122818, 12m, 1등용

규격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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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형 가로등 STREET LIGHTING

제품설명
도봉로, 송파와 강동에 설치되었으며 오대양, 육대주를 상징하는 뜻이 담긴 가로등입니다.

 모델명 재질

올림픽형 SS400

높이

7~12M



By TAEHUN 22

Olympic THS2-103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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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00년형 가로등 STREET LIGHTING

제품설명
절제된 곡선의 아름다움과 각진 단면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암이 특징입니다.

 모델명 재질

서울600년형 SS400

높이

7~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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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600 THS2-104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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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형 가로등 STREET LIGHTING

제품설명
태헌의 디자인 연구소에서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심플한 디자인과 간결한 라인을 
사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모델명 재질

미래지향형 SS400

높이

7~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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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attern THS2-104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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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형 가로등 STREET LIGHTING

제품설명
가로등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선을 하나 덧대어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모델명 재질

영등포형 SS400

높이

7~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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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deungpo THS2-104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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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로등 STREET LIGHTING

제품설명
역동적인 체육공원의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가로등입니다.

 모델명 재질

디자인 SS400

높이

7~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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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HS2-104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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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로등 STREET LIGHTING

제품설명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세종시의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가로등입니다.

 모델명 재질

세종시 SS400

높이

7~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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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ity THS2-104

설치사진

21906106
21906108
21906109

세종시(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S103185, 8.5m, 1등용
THP2-S105110, 10m, 1등용
THP2-S106111, 11m, 1등용

규격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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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대교형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가양대교형 STS304

제품설명
학이 날아가는 듯 단아한 암과 곧은 대나무 형상의 PLOE이 조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밴딩기법을 사용하며 접합 부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높이

7~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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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ng bridge THS2-105

설치사진

7~
12M

ST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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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가로등 THP2-211 서해대교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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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가로등 THS2-120DT 광안대교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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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디자인 가로등 STREET LIGHTING

 모델명 재질 높이

한강 디자인 SS400 4.25~8.25M

제품설명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야간 경관 조명의 우수성을 입증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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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ang THP2-901

21906092
21906093
21906095
21906096

21906911

한강 디자인(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2-H1011425, 4.25m, 1등용
THP2-H1011525, 5.25m, 1등용
THP2-H1011725, 7.25m, 1등용
THP2-H1011825, 8.25m, 1등용

THP2-H1012475, 4.25m, 2등용

규격

한강 디자인(2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규격

설치사진

7~
12M

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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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디자인 가로등

THP2-H101

THP2-H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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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디자인 가로등

THP2-H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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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헌 디자인 가로등

시티유니온 가로등 코스틸라 가로등 커브윈 가로등 와이론 가로등

크로스커브 가로등 철제 테파 가로등 올림픽형 가로등 서울 600년형 가로등

미래지향형 가로등 영등포형 가로등 디자인 가로등 세종시 가로등

가양대교형 가로등 한강디자인 가로등



By TAEHUN 42

공원등
GARDEN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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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공원등 GARDEN LIGHTING

 모델명 재질

THP-066010-1 SS400

제품설명
제 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보안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도시환경이나 공원 등 어느 
곳에나 적합할 수 있도록 미려하고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높이

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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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THP-066010-1

설치사진

22197844
22197845

시몬(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THP3-045010-1, 4.5m 1등용
THP3-045010-1, 6m 1등용

규격

제 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SS400

4
~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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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시티 공원등 GARDEN LIGHTING

 모델명 재질

THP3-913S502 SS400

제품설명
제 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보안등주 부문 인증 제품입니다. KS원형 테파등주에 벤딩
기법으로 등주에 기울기를 주어 자연스러운 곡선에 직선암을 넣어 심플하면서도 도시와 
조화가 잘 어울리는 보안등입니다.

높이

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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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o city THP3-913S502

설치사진

하모시티(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규격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SS400

4
~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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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원등

 모델명 재질

THP3-201 SS400

제품설명
태헌의 디자인 공원등 입니다.

높이

4~6M

디자인

  나라장터 식별번호

21170494
21170493

THP3-201, 5m 1등용
THP3-201-2, 5m 2등용

규격

THP3-201

SS400

4
~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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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원등

 모델명 재질

THP3-201 SS400
SUS-304

제품설명
태헌의 디자인 공원등 입니다.

높이

4~6M

디자인(1등용)

  나라장터 식별번호

21170491 THP3-202, 5m 1등용

규격

THP3-202

SS400

4
~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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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헌 디자인 공원등

시몬 공원등 하모시티 공원등

태헌디자인 공원등 태헌디자인 공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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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재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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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 부속자재 OPTION

THS2-401B
식별번호:20774820

THS2-401B
식별번호:20774823

식별번호

21787096
21787097
21787098

규격

THP2-4015,1.5m
THP2-4020,2m
THP2-4025,2.5m

식별번호

21787099

규격

THP2-070008,0.8~1m

원형 테이퍼 POLE 팔각 테이퍼 POLE

베이스커버/베너걸이 

철재암/보행등 철재암

식별번호

21170512
21170511
21170510
21170509
21170508
21170506
21170502

규격

THP2-070000,7m
THP2-080000,8m
THP2-085000,8.5m
THP2-090000,9m
THP2-100000,10m
THP2-110000,11m
THP2-120000,12m

식별번호

21170501
21170500
21170499
21170519
21170520
21170498
21170497

규격

THP2-070008,7m
THP2-080008,8m
THP2-0850008,8.5m
THP2-090008,9m
THP2-100008,10m
THP2-110008,11m
THP2-120008,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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